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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고형폐기물의 단위부피에는 기체로 채워진 공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을 가할 때 폐기물 압
축이 발생한다. 이런 특성으로 폐기물에서 초기 매립과정에서 폐기물의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압축(다짐)
하며, 이후 매립이 진행될수록, 상부에 놓인 폐기물의 하중에 의해서도 하부에서 압축(침하)이 발생한다. 이
전의 매립지 침하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구조적 안정성 측면과 생물학적 안정화의 결과로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압축에 의한 공간적 특성변화가 생물학적 분해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이해는 
미흡했다. 혐기성조건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동반하는 유기물질의 분해는 다양한 미생물들의 공조를 통
해 이루어진다. 다양한 미생물종간 균형을 유지할 때 미생물에 의한 메탄 생성 시스템의 효율은 최대화된
다. 예를 들어, 메탄생성 단계가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 산생성균에 의해 휘발성지방산 등을 과도하게 생산
하면, pH를 산성상태로 만들고 메탄생성균이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매립지의 산성화는 매탄가스 회
수 효율을 떨어뜨리고, 매립 폐기물을 생물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 오랜 기간을 소요하도록 한다. 이 연
구에서는 폐기물을 압축시켰을 때의 폐기물의 지반공학적 특성 변화에 메탄생성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받
는지에 관한 모형매립지 실험결과를 요약하였다 (Ko et al., 2016; Xu et al., 2019). 

2. 재료 및 방법

폐기물은 중국의 폐기물 조성비(중량기준)에 맞추어 음식쓰레기(57%), 종이(9%), 플라스틱(10%), 금속
(1%), 유리(3%), 토양 (20%)으로 구성되었다. 모형매립지는 스테인리스 실린더(75 cm x 18 cm (DI))를 이
용하여 만들었으며, 폐기물을 압축할 수 있도록 수압식 압축기를 설치하였다. 각각의 모형매립지에는 9-12 
kg의 폐기물로 채워졌다. 발생되는 바이오가스와 침출수는 위부분과 아랫부분에 있는 시료채취용 포트를 이
용하여 정기적으로 채취하고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 메탄생성균이 충분히 성장된 조건에서 폐기물의 압축은 매립가스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
를 보였지만, 메탄생성균이 충분히 성장되지 아니한 조건에서는 오히려 매립가스 생산을 감소시티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압축에 의해 폐기물의 공극비가 감소할 경우, 용존성 물질의 전달을 상승시키게 되
고, 그 결과로, 메탄생성균에 다량의 기질 (휘발성 지방산)에 노출이 된다. 메탄생성단계가 성숙되어 과량의 
기질을 소비할 수 있다면 매립가스의 증대효과를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누적된 휘발산에 의해 pH
가 감소하고, 메탄생성균의 성장이 억제되어 매립가스 생산을 감소시켰다. 또한, 폐기물 압축에 의해 공극이 
감소하고 매립가스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립지 위에 설치된 가스포집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바이오가스
에 의해 수분의 아랫방향 이동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윗방향으로만 가스포집을 할 경우 중력배수
에 의해 이동하는 침출수의 아랫방향 흐름을 방해하며, 내부의 가스압력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내부
의 수분이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매립가스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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