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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재산지 권역별 콘크리트용 골재의 물성 평가

Evaluation of Aggregates Properties Depending on Producing Sectors

and Reg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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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present empirical data about the needs for quality security of aggregate by randomly selecting

aggregate from 4 major locations including A, B, C, D province in Korea, by investigating its quality status in terms of

physical properties and particle distribution based on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The test results indicated that wide

variance in quality, and some of aggregate samples were far below the standard, still many of them are not satisfying KS

standards. In addition, the current aggregate manufacturing process that does not include inspection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by sieving and fineness modulus, can induce a possibility of non-KS aggregate’s distribution; this provide that

the current status of aggregate quality security of Korea is seriously threatened. Thus, it is important to secure each

aggregate’s quality level under KS standards.

Keywords : KS standard, low-quality aggregates, fundamental properties of aggregate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현재 국내 건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콘크리트용 골재

는 천연골재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대체 골재자원으로서 골

재원의 종류별로 산림, 선별·파쇄, 육상, 하천 및 바다 골재 

등으로 다양하고, 전국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품질 특

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골재 수급난이 매우 심각해짐에 따라 품

질 확보가 쉽지 않은 발파석 골재, EEZ 해사 등이 건설 시장

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골재의 품질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이러한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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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7년 골재수급계

획으로 전국적으로 한해 232 590천m3의 골재가 필요하지

만, KS 인증을 받은 양질의 골재인 산림골재는 41.1%정도

만 공급되고 있으며, 39.8%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을 선별파쇄한 발파석 골재로 공급되며, 11.0%가 EEZ 모

래로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파석 골재의 경우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한 토석을 도심

권 주변의 영세업체에서 제조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KS의 품질규격에 미달하는 저품질골재로 알려져 있고, 

EEZ 모래의 경우도 입도 및 조립률이 KS 규격에 미달하며 

원활한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량

골재의 유통은 콘크리트의 성능저하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2,3,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골재의 전반적인 품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역별 4개 권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골재를 선정하

여 이들이 콘크리트용 골재 관련 KS의 품질 항목에 적합한

지에 대한 여부 및 품질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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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Levels

Sampling region 4

§ A region
§ B region
§ C region
§ D region

Material
factor

Coarse
aggregate 2

§ Manufactured gravel (MG)
§ Exploded debris (EG)

Fine
aggregate

5

§ Manufactured sand(MS)
§ Exploded sand (ES)
§ Clay sand (CS)
§ River sand (RS)
§ Sea sand (SS)

Experiment

Physical
properties 6

§ Surface drying density
§ Absolute dry density
§ Water absorption ratio
§ Safety test*

§ Attrition Rate
§ Distribution of grain shape

Test for the
content of
harmful

substances in
aggregate

4

§ Clay content*

§ 0.08 mm sieve passing
amount

§ Coal and lignite content*

§ Alkali aggregate reaction

Particle
properties 2

§ Fineness modulus
§ Particle size distribution by
sieving

* Request by certificate authority

Figure 2. Aggregate supply by

region

Table 1. Experimental plan of aggregate

Figure 1. Demand of aggregates for concrete in 4 regions in

Korea

불량골재로 인식되고 있는 발파석 및 EEZ모래의 품질현황 

자료를 제공하여 골재 품질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로 전술한 국내 4개 권역별로 유통되고 있는 

골재를 선정하여 골재원별 골재 종류에 따른 물리적 특성, 

유해물질 함유량, 입자 특성에 대한 결과치를 비교·검토하

였다. 한편, 골재원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골재 수급 계획 기

준으로 각 권역별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산림골재(석산), 선

별파쇄골재(발파석), 육상골재(마사), 하천골재(강사), 바다

골재(해사)를 선정한 후 제반 시험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2. 실험계획 및 방법

2.1 골재선정 계획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골재는 전국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5종의 골재를 선정하였

다. 이들은 양질의 석산 골재, 저품질의 발파석 골재 및 해사

를 기본으로 하고, 권역별로 마사 및 강사를 추가적으로 수

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 특성상 유통이 

되지 않는 골재원(B권역 해사 등)은 수급하지 않고 실제 유

통되고 있는 골재원만 수급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2는 본 연구에서 수급한 각 권역별 골재 수급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2.2 실험 계획

본 연구의 실험계획은 Table 1과 같다. 먼저 4개 권역별

로 선정된 골재를 대상으로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구분한 후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6]에 따라 각 골재원별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해당 KS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 항목을 

기준으로 물리적 특성, 유해물질 함유량, 입자특성 실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3 실험방법

본 연구의 실험방법으로 먼저 골재의 물리적 특성 실험으

로 표건밀도, 절건밀도, 흡수율은 KS F 2503 및 KS F 2504

에 의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모율은 KS F 2508, 안정

성은 KS F 2507,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에 따라 

측정하였다. 유해 입자 실험으로서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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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region 2) B region 3) C region 4) D region

Figure 3. Coarse aggregate density

1) A region 2) B region 3) C region 4) D region

Figure 4. Fine aggregate density

F 2512, 0.08mm체 통과량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함유량은 KS F 2513, 알칼리 골재반응은 KS F 2545에 

따라 측정하였다. 입자특성으로서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 실험하였다. 

3. 권역 및 골재종류별 물성실험결과 및 분석

전국 4개 권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골재의 품질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유통되고 있는 각 골재별 품질항목을 

중심으로 물리적 특성, 유해물질 함유량, 입자 특성에 관한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실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1 골재의 물리적 특성

3.1.1 밀도 및 흡수율

Figure 3과 Figure 4는 권역 및 골재원별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먼저, 굵은 골재의 경우 골재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KS F 2527에서 정하고 있는 절건 밀도 기준인 2.5 g/m3 

이상으로 나타났고, 흡수율은 3.0 %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

다. 골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양질의 원석을 사용

하여 제조된 석산 골재가 발파석 골재에 비해 높은 밀도 및 

낮은 흡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권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산림 골재 자원이 

비교적 풍족하므로 석산 골재에 사용되는 원석과 발파석 골

재에 사용되는 원석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 골재의 밀도 

값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결국 골재 제조에 사용되는 

원석의 품질이 골재의 밀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일반적으로 산림에서 채취되는 원석을 

사용한 석산 골재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파석 골재라 할지라도 양질의 원석을 사용하여 적합한 제

조 공정을 거쳐 제조한다면 품질 확보가 한층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잔골재의 경우는 대부분 권역 및 골재원에서 KS F 2527

에서 정하고 있는 절건 밀도 기준 2.5g/m3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권역 발파석 잔골재는 밀도가 다

소 낮게 나타나 KS 기준에서 불합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현장 등에서 반입되는 발파석 골재의 원석에 일부 

혼입되는 풍화암 및 토분, 이물질 등에 의한 것으로 원석의 

품질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골재의 밀도가 낮게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석산 잔골재 및 강사, 해사

의 밀도가 발파석 잔골재 및 마사의 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흡수율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밀도와 연관이 깊은 품질 

항목으로서 앞선 밀도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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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region Factors

Surface
drying
density
(g/m

3
)

Absolute
dry
density
(g/m

3
)

Water
absorptio
n ratio
(%)

Safety
test
(%)

Attrition
Rate
(%)

Distributio
n of
grain
shape
(%)

Clay
content
(%)a)

0.08 mm
sieve
passing
amount
(%)

Coal
and
lignite
content
(%)a)

Alkali
aggregat
e

reactionb
)

Finenes
s

modulus

Particle
size
distributio
n

KS
standard

Aggregat
e

collection
act

KS
standard

Coarse aggregate - 2.5 or
more

3.0 or
less

12 or less40 or less 55 or
more

- 1.0 or
less

- A - Get in - -

Natural fine
aggregate -

2.5 or
more

3.0 or
less

10 or less - - 1.00 or
less

3.0 or
less
5.0 or
less

0.5 or
less
1.0 or
less

- 2.0∼3.3 Get in - -

Crushed fine
aggregate -

2.5 or
more

3.0 or
less

10 or less -
53 or
more - 7.0 or

less
- A 2.0∼3.3 Get in - -

A region

Coarse
aggregate

MG 2.68 2.66 1.1 4.2 14.6 57.3 - 0.5 - A 6.70 Get in Suitable Suitable

EG 2.62 2.59 0.7 5.2 20.6 56.1 - 1.3 - A 6.76 Get in Unsuitable
Unsuitabl
e

Fine
aggregate

MS 2.70 2.68 0.9 1.3 - 54.8 - 4.6 - A 2.92 Get in Suitable Suitable

ES 2.63 2.59 1.4 4.8 - 53.0 - 3.7 - A 3.63 Get out Unsuitable Suitable

CS 2.59 2.57 1.1 2.4 - 53.4 - 1.9 - A 2.96 Get in Suitable Suitable

RS 2.60 2.57 1.1 4.6 - - 0.2 1.9 0 - 2.79 Get in Suitable Suitable

SS 2.62 2.60 0.7 1.3 - - 0.1 1.0 0 - 1.81 Get out Unsuitable
Suitable

B region

Coarse
aggregate

MG 2.68 2.66 0.7 8.5 21.7 57.2 - 1.9 - A 6.77 Get in Unsuitable
Unsuitabl
e

EG 2.68 2.66 0.7 3.0 22.5 56.8 - 0.9 - A 6.78 Get in Suitable Suitable

Fine
aggregate

MS 2.71 2.69 0.6 1.3 - 54.3 - 6.6 - A 3.11 Get in Suitable Suitable

RS 2.61 2.59 1.0 2.1 - - 0.2 3.6 0 - 2.63 Get in Unsuitable
Unsuitabl
e

C region

Coarse
aggregate

MG 2.64 2.63 0.5 4.1 34.2 57.6 - 0.6 - A 6.78 Get in Suitable Suitable

EG 2.60 2.57 1.1 4.5 37.2 58.5 - 0.8 - A 6.76 Get in Suitable Suitable

Fine
aggregate

MS 2.65 2.64 0.4 0.5 - 53.2 - 3.2 - A 3.52 Get out Unsuitable Suitable

ES 2.56 2.51 2.0 1.5 - 54.8 - 3.1 - A 3.09 Get in Suitable Suitable

CS 2.56 2.52 1.9 7.4 - 54.0 - 3.5 - A 3.07 Get in Suitable Suitable

SS 2.62 2.60 0.7 2.5 - - 0.1 3.1 0 - 1.52 Get out Unsuitable
Unsuitabl
e

D region

Coarse
aggregate

MG 2.77 2.76 0.4 4.4 8.5 56.8 - 0.8 - A 6.85 Get in Suitable Suitable

EG 2.60 2.58 1.0 15.3 10.7 57.7 - 1.7 - A 6.49 Get out Unsuitable
Unsuitabl
e

Fine
aggregate

MS 2.66 2.62 1.5 1.6 - 54.0 - 3.4 - A 3.82 Get out Unsuitable Suitable

ES 2.53 2.47 2.2 2.1 - 53.3 - 6.9 - A 4.13 Get out Unsuitable
Unsuitabl
e

SS 2.61 2.58 1.1 6.2 - - 0.1 1.0 0 - 1.59 Get out Unsuitable Suitable

a) Only for natural aggregate
b) A : harmless, B : Not harmless → Conducted only on crushed aggregate
* The upper is where the concrete surface is abraded or important, and the bottom is the other case

Unsuitable

Some unsuitable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physical properties of aggregate

3.1.2 안정성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의 결정압에 의한 파괴 작용에 대한 

저항성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KS F 2527에는 굵은 골재의 

경우 12% 이하, 잔골재는 10% 이하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먼저, 굵은 골재의 경우 D권역 발파석 굵은 골재를 제외하

고 나머지 권역은 KS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권역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서 석산 굵은 골재가 발파석 

굵은 골재에 비해 우수한 안정성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잔골재의 경우는 모든 권역에서 석산 잔골재가 발파석 

잔골재, 마사, 강사, 해사에 비해 낮은 골재손실률을 나타내

었으며, 모두 KS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3 마모율

마모율은 굵은 골재의 경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데, KS F 2527에서 정하는 기준은 40% 이하이다. 전 권역 

공통적으로 석산 굵은 골재의 마모율이 발파석 굵은 골재의 

마모율에 비해 약 2∼13%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산림의 원석을 사용하여 제조한 석산 골재가 발파

석 골재에 비해 원석의 품질이 우수하므로 양호한 마모 저항

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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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region 2) B region 3) C region 4) D region

Figure 5. Coarse aggregate 0.08 mm sieve passing amount

1) A region 2) B region 3) C region 4) D region

Figure 6. Fine aggregate 0.08 mm sieve passing amount

권역별로는 D권역의 굵은 골재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가장 우수한 마모저항성을 보인 반면, C권역의 경우

는 마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마모저항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3.1.4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의 경우 각 권역별로 굵은 골재는 

석산 및 발파석, 잔골재는 석산 및 발파석, 마사를 측정하

였다. 그 결과, 전 권역에서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은 모두 KS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2 유해물질 함유량 시험결과 및 분석

3.2.1 점토 덩어리

점토 덩어리는 천연 골재인 강사 및 해사에 한해서 점토 

및 잔존유해물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하였는데, 전 

권역에서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KS F 2527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2 0.08mm체 통과량

Figure 5와 Figure 6은 권역 및 골재원별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0.08mm체 통과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0.08mm체를 통과하는 골재에 포함된 미립분은 석분이

나 양질의 미립분이 일정량 내에서 함유된다면 콘크리트 점

성 확보 등 작업성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토분 

등 흡수율이 높은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다면 콘크리트의 유

동성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어 골재 물성평가에 

중요한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다[7].

전반적으로 석산 굵은 골재가 발파석 굵은 골재에 비해 

낮은 통과율을 나타내며, B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1.0% 이하의 KS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발파석 굵은 골재의 경우는 B권역, C권역을 제외한 권역에

서 1.0 % 이상으로서 KS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파석 골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부수적 골재

의 특성상 토분 등 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데, 

세척 등 미립분 제거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음에 따라 다량

의 미립분이 함유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석산 골재의 경우 미립분 제거 공정을 정상적으로

가동함에 따라 소량의 미립분이 함유되어 비교적 낮은 통과

율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잔골재는 일반적인 경우 모든 권역 및 골재원에서 부순 

잔골재의 경우 7.0% 이하 천연 잔골재의 경우 5.0% 이하로 

나타나 KS 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천연 잔골재의 경우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를 받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B권역, C

권역의 경우 KS 기준 3.0% 이하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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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region 2) B region 3) C region 4) D region

Figure 7. Coarse aggregate particle size curve

1) A region 2) B region 3) C region 4) D region

Figure 8. Crushed fine aggregate particle size curve

1) A region 2) B region 3) C region 4) D region

Figure 9. Natural fine aggregate particle size curve

부적으로는 석산, 발파석, 마사와 같은 부순 잔골재가 강사, 

해사와 같은 천연 잔골재보다 통과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KS 기준 역시 높게 나타났다.

3.2.3 석탄 및 갈탄함유량

본 연구 범위에서 석탄 및 갈탄 시험은 천연 골재인 강사 

및 해사에 한해서 유사한 입자로 잔골재 변색에 대한 함유

량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하였는데, 전 권역의 강사 및 해사

는 석탄 및 갈탄 함유량은 0 %로 함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2.4 알칼리 골재반응

본 연구범위에서 알칼리 골재반응은 부순 골재에 한해서 

골재와 SiO2의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하였는데, 전 

권역에서 무해한골재로 판정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사용되

는 일반적인 골재의 경우 화강암 등 심성암계가 많기 때문에 

알칼리 골재반응에 대하여 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골재의 입자 특성

3.3.1 입도 분포 및 조립률

Figure 7∼9는 권역 및 골재원별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입도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굵은 골재의 경우, 대부분의 권역에서 표준입도곡선 범위 

내 연속입도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KS의 입도 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D권역 발파석의 경우 조립률이 6.5 이

하로 다소 낮게 나타났고, 입도분포는 KS 기준에서 벗어나 

불합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골재의 경우, 권역 및 골재원의 종류 변화에 따라 전체

적으로 상이한 입도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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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권역별로 세부적으로 고찰해보면, 먼저 A권역의 경

우 석산 잔골재, 마사 및 강사의 입도는 표준입도곡선 내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나 KS의 입도 기준을 만족하였고, 조

립률은 3.0 이하로서 양호한 입도 분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파석 잔골재의 경우는 다소 굵은 입자의 분포로 

인해 표준입도 곡선에서 벗어나 KS의 입도 기준에 불합격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립률은 3.2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

났다. 반면, 해사의 경우는 전체적인 골재의 입자가 매우 

작은 미세립자로 분포됨으로 인해 조립률이 2.0 이하인 것으

로 나타났고, KS의 입도 기준에서도 불합격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B권역의 경우는 석산 잔골재와 강사 모두 KS의 입도 기준

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A권역, B권역 잔골재의 골재원

에 따른 입도 분포 및 조립률 추이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권역의 경우 다른 권역의 결과와 일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발파석 잔골재의 조립률이 3.09로 KS의 입도 

기준에 만족한 반면, 석산 잔골재의 경우는 굵은 입자가 다 

량 분포되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립률은 

3.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D권역의 경우는 석산 

및 발파석 잔골재 모두 굵은 입자의 분포로 인해 KS의 입도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립률은 석산 잔골재

의 경우 3.82, 발파석 잔골재의 경우 4.13으로서 전 권역에

서 가장 높은 조립률이 나타났다. 한편, 해사는 C권역과 D권

역 마찬가지로 조립률이 1.6 이하로서 전 권역에서 가장 낮

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결국 각 지역에서 석산 골재가 생산되어 건설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아무리 양질의 원암을 사용한 석산 골재

라 할지라도 입도 선별 등 적합한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되는 골재는 품질이 KS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일부 골재 채취 지역의 수급 

특성상 바다 골재의 공급량이 많아 사용 단계에서 부순 골재

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사의 입자는 극도의 미세사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용 골재로서 적정한 입도 분포를 맞추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다 골재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잔골재 조립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잔골재 조립

률이 KS의 입도 기준에서 불합격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

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별 4개 권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골재원별 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하여 관련 KS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 항목을 중심으로 물성 

및 KS 품질 기준의 적합 여부를 평가 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골재원별 밀도는 D권역 발파석 잔골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KS 표준을 만족하였고, 특히, 모든 권역에서 석

산 골재가 다른 골재에 비해 다소 높은 밀도를 나타냈

다. 흡수율은 모든 수준에서 KS 표준 범위를 만족하였

고, 석산 골재가 발파석 및 타 잔골재에 비해 낮은 흡수

율을 나타내었다. 굵은 골재 입형판정실적률은 모든 

수준에서 KS 표준 범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특히 석산 굵은 골재의 경우 발파석 굵은 골재에 

비해 약 0.5∼1.2의 높은 입형판정실적률을 나타냈다.

2) 골재원별 0.08mm체 통과량은 석산 굵은 골재는 B권

역에서 1.9%로 KS F 2527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

고, 발파석 굵은 골재는 A권역 및 D권역에서 KS 기준 

값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골재의 경우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수준에서 KS 표준 범위를 만족하였다. 

하지만 B권역 강사, C권역 해사는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를 받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3.0 %이하를 만족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칼리골재반응은 잔·굵

은 골재 모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굵은 골재의 입자특성으로 석산 굵은 골재는 연속입도

분포와 조립률은 6∼8의 범위로 KS표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발파석 굵은 골재의 조립률은 6∼

8의 범위로 KS표준을 만족하였으나 입도곡선은 D권

역에서 다소 벗어난 결과를 나타냈다.

4) 잔골재의 입도곡선은 A권역의 경우 해사, 발파석이 벗

어났고, B권역은 모든 골재가 입도곡선 범위에 만족하

였다. C권역의 경우 발파석과 마사를 제외한 모든 골재

가 입도곡선에 벗어났으며, D권역의 경우 모든 잔골재

가 범위 밖으로 벗어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C권역과 

D권역에서 바다 골재의 공급량이 많아 사용 단계에서 

부순 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각 골재별 입도 곡선은 KS 표준을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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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립률은 대체로 입도곡선

과 비슷하며, A권역의 경우 발파석과 해사, C권역의 

경우 석산과 해사, D권역의 경우 모든 잔골재는 KS 

표준 범위인 2.0∼3.3의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각 권역의 골재원 및 KS 품질 적합 여부 

등에 따른 골재의 기초적 물성을 검토함으로서 국내에서 실

제 유통되고 있는 골재의 전반적인 품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골재가 유통되는 지역 및 골재원의 특성에 따라 골

재의 품질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일부 골재의 품질 

수준은 상당히 열악하였다. 특히, 상당수의 골재가 관련 KS

의 기준에 부적합한 골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재의 

유통과정 중에 입도나 조립률을 검사하지 않는 골재채취법

이 확연하게 낮은 불합격 비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저품질의 불량 골재가 유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에, 기준에 부적합한 골재인 비KS 골재도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내 각 권역별로 유통되는 골재의 품질 

실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후의 과제로 현재 국내 콘크리트용 골재 수급이 불안정

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저품질 골재의 유통을 방지하고 비록 

단독골재로 사용하기에 곤란한 품질을 갖는 골재를 서로 혼

합하여 골재품질이 확보되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혼합

골재 사용을 제도권내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별 4개 권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골재를 임의로 선정하여 관련 골재 KS의 품질 항목을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여부 및 품질 실태를 확인하고 골재 

품질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

였다. 각 권역의 골재원에 따른 골재의 물성을 평가한 결과 

골재가 유통되는 지역 및 골재원의 특성에 따라 골재의 품질

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일부 골재의 품질 수준은 열

악하였고, 상당수의 골재가 관련 KS의 기준에 부적합한 비

KS 골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재의 유통과정 중 입도

나 조립률을 검사하지 않는 골재채취법은 저품질의 불량 골

재도 유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도 

유통이 가능하여, 국내 골재의 품질 실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각 골재원에 따른 

골재의 KS 품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KS 표준, 저품질 골재, 골재 기초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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