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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매립지가스, 악취 및 침출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현행 제도의 타당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을 각각 약 45% (Exp.45)와 약 15% (Exp.15)를 충전한 2개의 매립모형조
를 비교하였다. 570일 동안 매립지가스 발생량은 Exp.45가 1400 L로 Exp.15의 906 L보다 많았다. 매립가스 조성은 두 반응
기 모두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1 : 1 정도로 발생되어 큰 차이는 없었다. 황화수소는 Exp.15와 Exp.45에서 각각 2∼7 ppmv과
2∼30 ppmv가 발생하였다. 침출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BOD5가 Exp.45는 37000 mg/L, Exp.15는 25630 mg/L를 나타
내었고 CODCr도 각각 45480 mg/L와 30294 mg/L를 나타내었다. TOC의 농도도 운전기간 동안 Exp.45가 Exp.15보다 2∼3배
정도 높았다. 음식물류폐기물 함량이 높은 폐기물 매립은 가스발생량을 증가시켰지만 악취발생 및 침출수 수질 악화 등
환경적 악영향을 더 많이 유발하였기 때문에 현행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직매립 금지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Food Wastes (FW) Direct Landfilling Prohibition’ on characteristics
of landfill gas (LFG) and leachate and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legislation. Approximately 45% (Exp.45) and 15%
(Exp.15) of FW were filled in two lysimeters. During 570 days, 1400 L of LFG was generated from Exp.45%, which was
much more than 906 L of Exp.1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LFG composition between Exp.15 and Exp.45.
2∼30 ppmv of odorous hydrogen sulfide was detected in Exp.45, while 2∼7 ppmv was in Exp.15. There was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achate generation between the two. On day 570, BOD5 of Exp.45 and Exp.15 were 37000 mg/L
and 25630 mg/L and CODCr of Exp.45 and Exp.15 were 45480 mg/L, 30294 mg/L. TOC of Exp.45 was 2∼3 times higher
than Exp.15. Higher portion of FW in landfilling increased LFG generation. However, it generated more odor and made the
quality of leachate. Therefore, ‘FW direct Landfilling Prohibition’ was evaluated as an appropriat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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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기물이 급격히 분해되어 악취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6]. 1990
년대에 들어와 폐기물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소각 및 매립 처리과정
중에 2차오염이 발생하면서 폐기물 성상 중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
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동안 음식물류폐기물은 선별없이 기타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
되면서 악취, 해충 및 침출수 발생 등 많은 2차 환경오염을 가중시켰
다[5]. 그러므로 환경부에서는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여 2005. 1. 1부터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직매립
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97년부터 전국의 시 이상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도록 되어 있지만 2004년 말까지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은 없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은 직매
립해서는 아니 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
되는 잔재물 만을 매립하여야 한다[7]. 매립지에서는 메탄을 함유한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성상을 살펴보면 가연성분 중의 탄소
는 48∼62%, 질소는 1∼2%, 황은 0.1∼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가
연성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탄소는 미생물에 의하여 쉽게 분해가
가능하며, 질소와 황은 NH3나 H2S와 같은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1-5]. 이처럼 음식물류폐기물은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가능한 유기물
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80∼85%의 높은 수분함량을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높은 수분함량은 소각시에 발열량을 저하시켜 보조연료의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완전연소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매립할 경우 수분함량이 높아 침출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 교신저자 (e-mail: phae@snut.ac.kr)

612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가 매립지 가스 및 침출수 특성에 미치는 영향

613

Table 2. Moisture, Volatile Solids, and Ash Components of Solid
Wastes Filled in Lysimeter
Item

Moisture
(%)

Volatile Solids
(%)

Ash
(%)

Food

72.08

21.83

6.09

Paper

28.05

62.55

9.40

Plastic

6.46

90.16

3.38

Wood

21.79

64.47

13.74

Rubber/Leather

5.01

70.52

24.47

Textiles

3.31

77.49

19.20

싸서 가능한 외부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운전 중 발생되
는 가스는 반응기 상부에 외통 높이 18.5 cm, 직경 9 cm, 내통 높이
18.5 cm, 직경 7.4 cm인 가스발생량 측정장치를 제작하여 내부에 물
을 충전하고 폐기물 분해에 의해 생성된 가스로 상승되는 내통의 높이
를 시간단위로 측정하여 발생량을 측정하였다. 매립모형조 하부에는
발생되는 침출수의 양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lysimeter used in this research.
유용한 매립지가스(landfill gas, LFG)가 발생되며, 최근에는 이를 에
너지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9]. 그러나 쉽게 분해가
능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기타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하면서 매립지
가스의 발생량 증가가 우선시 될 것인지 아니면 분리처리하여 환경문
제 유발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금지가 매립지가스, 악취 및 침
출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합배출 되던 2001년도와 분리배출 실시 직전인 2004년도
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성상을 기준으로 실험하였다. 또한 현행 음식물
류폐기물의 직매립금지 조치에 대한 타당성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실험은 현재까지 약 2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연구시작 당시에는
2005년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2004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실험
하였다. 2004년도 당시에도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의 예고로 상
당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분리배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한 근거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실

험

2.1. 실험장치

매립모형조는 높이 140 cm, 직경 40 cm PVC 재질의 원통형관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강우의 조건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
급수의 편류현상을 방지하고 폐기물층에 물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
록 살수장치를 설치하였다(Figure 1 참조). 폐기물 분해로 인한 내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기물층 상부, 중앙, 하단 부분에 bimetal 온
도계를 설치하여 온도변화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립모형조
상부에는 침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침하판을 설치하였으며, 상부, 중
앙, 하단에 시료채취구를 설치하였다. 매립모형조 외벽은 단열재로 감

2.2. 운전조건 및 시료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매립모형조(lysimeter)를 준비하
였다. Exp.15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시작될 무렵의 생활폐
기물 조성(2004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성상 기준)으로 충전하였으며,
Exp.45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 이전의 생활폐기물조성(2001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성상 기준)으로 충전하였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15%로 분리배출이 시행되기
이전의 2001년 비율(약 45%)에 비하여 1/3 정도의 수준이었다. 각 매
립모형조에 충전된 생활폐기물의 조성 및 충전조건을 Table 1에 나타
내었으며, 충전폐기물의 각 성분별 삼성분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3
3
Exp.15와 Exp.45의 충전(充塡)밀도는 각각 162 kg/m 과 225 kg/m 으
로 하였다. 두 반응기의 충전밀도가 다른 것은 수분함량이 높아 밀도
가 높은 음식물의 함량비가 차이 나기 때문이다. 또한 폐기물 성상이
서로 다른 것을 충전하면서 충전밀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다
짐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매립모
형조 내 충전물을 채운 후 윗부분에서 10 kg의 금속제로 높이 10 cm
에서 10회씩 낙하시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골고루 다짐하였다. 실
험은 25 ℃로 온도유지가 가능한 항온실에서 수행하였으며, 인공 강
우주입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실험에 사용하였던 폐기물매립지
의 위치를 고려하여 인천지역의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월평
균 강수량(9.6 cm)을 산출하고 범 등(2001)이 사용한 강우침투율 35%
를 적용하였다[10]. 따라서 인공강우 주입량은 [20 cm × 20 cm × 3.14
(반응기 면적)] × [9.6 cm/월(인천지역 30년 월 평균강수량)] × [0.35
(강우침투율)] = 4220 mL/월이 되어 10일에 1.4 L씩 강우를 주입하
였다.
발생된 가스의 조성(CH4, CO2, O2)은 가스측정기(LMSxi, Gas Data
Co.,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of Lysimeter in This Research
Component of filled wastes (%)
Exp.

Food
wastes

Paper

Plastic

Exp.15

13.76

42.25

Exp.45

43.44

26.15

Textiles

Weight of
Compacted Waste
(kg)

Bulk Density of
Compacted Waste
3
(kg/m )

Total Solds
3
(kg/m )

Volatile
Solids
3
(kg/m )

0.00

4.66

18.3

162

155.5

140.6

2.74

6.13

25.4

225

219.0

193.3

Wood

Rubber/
Leather

37.27

2.06

20.57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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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iogas produced during operation time.

Figure 3. Composition of biogas produced during operation time.

메틸메르캅탄(CH3SH), 디메틸메르캅탄((CH3)2SH) 등 악취물질은 가
스검지관(Gastec, Japan)을 이용하였다. 발생된 침출수는 폐기물공정
시험법[11]과 Standard Methods[12]에 따라 pH, TS, BOD5, CODCr,
TOC, TP, NH3-N와 TN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가스발생 및 악취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음식
물류폐기물의 함량을 2004년(직매립금지 시행 직전)과 2001년(직매립
금지 시행 전)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성상 기준으로 충전하여 매립모
형조를 약 2년간 운전하였으며, 이 때에 발생된 누적가스량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초기 약 50일간은 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약 200일까지도 두 매립모형조의 가스는 큰 차이 없이 300∼350 L 정
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200일차 이후에는 Exp.45에서 보다 활발히 가
스가 발생하여 실험종점인 570일차에는 Exp.45에서 총 1400 L가 발
생되었고, Exp.15에서는 총 906 L가 발생되었다. 이를 습윤기준 총고
형물함량(TS)으로 계산하면 Exp.45과 Exp.15에서는 각각 55.1 L/kg of
TS와 49.5 L/kg of TS가 되며, 건조기준으로는 92.7 L/kg of TS와
65.8 L/kg of TS가 된다. TS를 기준으로 한 경향은 총 가스발생량과
동일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Exp.45는 수분함량이 높아 반응기 충전밀
도가 높았기 때문에 습윤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Exp.15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수분을 제외한 건조기준으로 볼 때는 약 1.5배 정
도 많은 가스가 발생하였다. 이는 Exp.45에서 분해가 용이한 음식물
류폐기물의 함량이 3배 가량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매
립지가스 중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등 에너지전환으로 사용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9]. 미국 매립지의 경우 도시고
3
형폐기물 1톤당 메탄가스 발생량은 100 Nm 이다[13]. 우리나라 수도
3
권매립지의 경우 80만 m /일의 매립지가스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의
예상발전량은 50 MW이다[14]. 본 연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과 같이
분해용이한 폐기물을 다량 매립할 경우 매립지가스의 발생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기타 다른 환경적인 위해성면에서는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매립지가스 에너지화는 현재 발생되
고 있는 매립지가스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단순히 발생
량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업화학, 제 18 권 제 6 호, 2007

Figure 4. Concentration of odorous compounds during operation time.
반응기의 매립지가스 중 메탄(CH4), 이산화탄소(CO2), 산소(O2)의
조성변화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생활폐기물 매립당시에는 두 반응
기 모두 산소가 21%로 대기조건과 동일하였다. 약 1주일 후부터 메탄
이 소량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50일 경에는 메탄이 Exp.45는 5.5%,
Exp.15는 6.0%를 차지하였다. 150일차에 이르러서야 메탄 함량이 약
40%로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6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고,
약 250일차부터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성분비가 대략 1 : 1로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여 실험종료시까지 유지되었다. 산소는 급격히 감소하
여 20일차부터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외부공기가 매립모형조로 유입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혐기성 반응이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립지의 가스조성에 따라 매립진행단계를 5단
계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메탄과 이산화탄소는 매립지가스의 가장
주된 성분으로 폐기물 분해가 활발히 일어날 경우 각각의 조성은 약
55%와 45% 정도가 된다[15]. 이러한 가스 조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폐기물의 분해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3단계 준호기성 단계 후반부
에서 4단계 혐기성단계라고 볼 수 있다[16]. 본 연구에서 570일차
Exp.45의 메탄 및 이산화탄소 함량은 50%와 50%이었으며, Exp.15의
45%와 55%보다 메탄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악취발생 특성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암모니아는 실험기간 내내
검출되지 않아서 논의하지 않았다. 황화수소는 Exp.15에서는 130∼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가 매립지 가스 및 침출수 특성에 미치는 영향

615

Figure 5. Leachate generated during operation time.
170일 사이에 2∼7 ppmv를 나타내었고, 그 이후에는 검출되지 않았
다. 그러나 Exp.45에서는 40∼280일차 동안 2∼30 ppmv로 높게 발생
3

되었다. 일반적으로 매립지가스 중의 황화수소 농도는 0∼70 mg/m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특히 120일차에 발생되었던 최고 30
ppmv는 공업지역 황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이 0.06 ppmv이고, 악취감지
농도가 0.025∼0.1 ppmv로 상당히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농도라고 판단된다. 황화수소는 TLV-TWA (Threshold Limit Values3
Time Weighted Average)가 14 mg/m , TLV-STEL (Threshold Limit
Values-Short Time Exposure Limit)는 21 mg/m3이다[17]. 이를 표준온
도(25 ℃), 표준압력(760 mmHg)에서의 기체부피로 환산하면 각각 9.2
ppmv와 15.8 ppmv가 된다. 여기에서 TLV-TWA는 작업자가 1일 8 h,
주당 40 h을 기준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건강에 악영향이
없는 시간가중 평균농도를 의미하며, TLV-STEL은 작업자가 자극, 피
부질환, 정신적 혼란상태 없이 15 min 이내로 1일 4회 이내로 노출될
수 있는 시간가중 평균농도를 의미한다. 메틸메르캅탄과 디메틸메르
캅탄은 Exp.15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Exp.45에서는 메틸메
르캅탄이 50∼180일차 사이에 0.5∼1 ppmv 발생하였고, 디메틸메르
캅탄은 110∼250일차 사이에 0.5∼1 ppmv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악취발생량은 Exp.45가 Exp.1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쉽
게 분해가 가능한 음식물류폐기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악취 발생에
의한 매립지 주변환경 악화가 심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금지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3.2. 침출수 발생량 및 수질특성
매립지 폐기물의 수분은 고형폐기물의 가수분해 및 생물학적 분해,
강우의 침투 등에 의해 생성되며, 침출수의 배출이 일어나기 전에 폐
기물층 내에 흡수된다. 그리고 폐기물 수분함량이 수분보유능력(water-

holding capacity)보다 많아질 경우 중력하강하여 침출수로 발생하게
된다[18]. 다짐이 없는 생활폐기물의 수분보유능력은 50∼60% 정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매립종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폐기
물의 압밀현상이 발생하고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유기물 성분이 분
해되기 때문에 폐기물 수분보유능력은 초기와 많이 달라지며 일반적
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Christensen 등(1989)은 폐기물의 분해
와 압축과정에 의해 초기 80%이었던 매립폐기물의 수분보유능력이
점점 감소하여 4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는 63∼74%로 감소되어 침출
수량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하였다[20].

Figure 6. pH, TS, BOD5 and CODCr of leachate generated during
operation time.
매립모형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량을 누적하여 Figure 5에 나타내
었다. Exp.15는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첫 70일차에 처음으로 15.8 mL
발생했고 Exp.45는 90일째 1858 mL가 발생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
충전비율에 따른 침출수 발생량은 Exp.45에서 초기 90일차에 침출수
량이 1858 mL가 발생되어 Exp.15의 1591 mL 보다 다소 많이 발생되
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유사한 발생량을 보였으며, 70일차 이후부터
570일차 까지 10일간 평균발생량은 각각 1237 mL와 1245 mL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속되는 인공강우 주입으로 수
분보유능력을 초과하면서 주입되는 인공강우가 그대로 배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폐기물은 가수분해, 아세트산 생성, 그리고 메탄생성 단계를 거쳐
안정화되고 각 단계별 생성되는 반응부산물로 인해 침출수 pH는 계
속 변화된다. 유기산 생성단계에서는 침출수가 산성을 띄지만 메탄생
성 단계에서는 pH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 Figure 6(a)는 음식물류폐기
물 함량에 따른 침출수의 pH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p.15는 초기
pH가 7.4로 중성을 나타내었고 음식물류폐기물이 분해되면서 6.4까지
다소 감소하였다가 반응기 내 안정화가 일어나면서(Figure 3 참조) 중
성 부근으로 회복되었다. 음식물류폐기물 함량이 높았던 Exp.4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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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Variation of settlement and temperature in lysimeters during
operation time.
었다. 약 100~300일 동안 TOC는 음식물류페기물 함량이 높았던
Exp.45가 Exp.15 보다 2∼3배 높은 농도를 유지하였으며, TP도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약 300일 이후부터는 앞의 다른
수질특성과 마찬가지로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안정화된 값을 유지
하였다. NH3-N는 침출수 발생 이후 증가하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에 반하여 TN은 초기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전
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TN은
NH3-N 보다 높은 농도를 유지하였다. Figure 6과 7의 수질특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각 수질항목들은 침출수 발생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가 점차 감소하였다. 또한 Exp.45는 약 300일 이후에 그리
고 Exp.15는 약 200일 이후에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전체적인
농도는 Exp.45가 Exp.1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음식물류폐기물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매립지의 안정화를 지연시키며,
침출수의 수질악화를 유발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7. TOC, TP, NH3-N and TN of leachate generated during
operation time.
는 침출수 pH는 초기 중성부근에서 급격히 5.01까지 하강하였다가 회
복되기 시작하여 280일 경부터 중성을 유지하였다. 이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침출수 pH는 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이 더 많은 Exp.45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분해에
의해 유기산이 더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침출수의 총
고형물함량(TS)은 음식물류폐기물 함량이 높았던 Exp.45의 경우 초기
에 Exp.15 보다 3배 정도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이후 두 반응기 모
두 농도가 감소하여 350일 경에는 2 g/L 이하의 낮은 농도를 유지하
였다(Figure 6(b) 참조). Exp.45는 초기 BOD5가 37000 mg/L로 Exp.15
의 25630 mg/L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Exp.45는 약 350일 이후에 그
리고 Exp.15는 약 200일 이후에 안정화되었다. CODCr도 BOD5 변화
와 마찬가지로 수질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초기농도가 음식물류폐기물
함량이 높았던 Exp.45가 45480 mg/L로 Exp.15의 30294 mg/L 보다
1.5배 가량 높았다. 총고형물함량, BOD5, 그리고 CODCr을 살펴보면
유사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6(c) 참조). 다른
연구자의 매립모형조 실험에서는 BOD5는 488∼14010 mg/L, COD는
2470∼25310 mg/L의 범위를 나타내었다[21].
침출수의 TOC, TP, NH3-N, 그리고 TN의 변화를 Figure 7에 나타내
공업화학, 제 18 권 제 6 호, 2007

3.3. 침하량 및 온도
폐기물 매립지의 지반침하는 매립지 내 폐기물이 혐기성 분해되면
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폐기물 층의 침하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만큼 폐기물의 분해가 많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음식물류폐기물
함량이 다른 두 매립모형조의 운전일수 경과에 따른 침하량과 온도
변화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초기 침하는 Exp.15가 3 mm, Exp.45
가 5 mm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Exp.45 반응기 내 유기물 분해가 활
발히 진행되면서 침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300일경 이후에
는 침하된 부분이 다시 회복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인공강우의 주입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장 침하량이 컸던 때를 비교해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함량이 높았던 Exp.45에서는 총 73 mm의 침하가 일어났으며,
Exp.15에서는 55 mm의 침하가 일어나 음식물류폐기물의 함량이 높
을수록 더 많은 침하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반응기 내 온도변화는
외기가 25 ℃로 유지되는 항온실에서 온도를 측정하였다. 두 반응기
의 온도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운전기간 내내 22∼28 ℃를 유지
하였다. 분해 반응이 이루어지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분해용이한
물질인 음식물류폐기물의 함량이 서로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온도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은 반응기를 단열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어느 정도 외부온도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가 매립지 가스 및 침출수 특성에 미치는 영향

4. 결

론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금지가 매립지가스, 악취 및 침
출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 약 45%와 약 15%였던 경우에 570일 동안 매
립지가스 발생량은 각각 1400 L와 총 906 L로 음식물류폐기물 함량
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발생되었다.
2) 황화수소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약 15%였던 경우와 약 45%였던
경우 각각 2∼7 ppmv과 2∼30 ppmv가 발생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
이 약 15%였던 경우 메틸메르캅탄과 디메틸메르캅탄은 전혀 검출되
지 않았으나, 약 45%였던 경우에는 메틸메르캅탄이 0.5∼1 ppmv 발생
하였고, 디메틸메르캅탄은 0.5∼1 ppmv 발생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
함량이 높을 경우 악취발생 등 환경적 악영향을 더 많이 유발하였다.
3) 침출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BOD5가 Exp.45는 37000
mg/L, Exp.15는 25630 mg/L를 나타내었고 CODCr도 각각 45480
mg/L,와 30294 mg/L를 나타내었다. TOC의 농도도 운전기간 동안
Exp.45가 Exp.15보다 2∼3배 정도 높았다.
4) 음식물류폐기물과 같이 분해용이한 폐기물을 다량 매립할 경우
매립지가스의 발생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악취 및 침출수질 악화
등 환경적 위해성을 고려할 때 현행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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