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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가 혼합된 지반의 공학적 안정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eotechnical Stability of the Sludge Mixed Soil

황성필*·정재형**

Sung-Pil Hwang* and Jae-Hyeung Jeoung**

요 약 슬러지를 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입이나 주변 지하수의 수분을 흡수하여 지반이 전체적으로 연약해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탈수한 염색슬러지를 매립한 경우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염색슬러지와 염색슬러지-토사 혼합

샘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염색슬러지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매립지 내부에서 함수비가 높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

면, 염색공장의 염색슬러지와 비교하여 투수성이 약 3/100 수준으로 낮아지고 압축성이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립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립지 내부 함수비를 저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배수로의 확보와 침출수 배제시설을 통한 관

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슬러지, 매립, 압축특성, 전단특성

ABSTRACT The dyeing sludge can be weakened by inflow of rainfall or absorption of moisture after it is buried in a waste land-

fill. This study tested the dyeing sludge and earth/sand mixture to check the problem when the dehydrated dyeing sludge is bur-

ied in a waste landfill. When the dyeing sludge was left idle with high water content inside a landfill with poor draining for a long

period, the water permeability decreased to around 3/100 level and the compressibility increased by 1.4 times compared to the

dyeing sludge at a dyeing factory. The study result indicated that it was important to reduce the water content inside the landfill for

stability. Also, the facilities to secure the drainage path and eliminate leachate were needed.

KEYWORDS Dyeing sludge, Landfill, Compressibility characterization, Shear strength characterization

1. 서 론

4~5년 전부터 도심지에서 발생된 지반침하와 함몰현상이

언론에 집중 보도 되면서, 지반의 안정성 평가에 관하여 사

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재

료가 지반개량 공법에 적용되고 있으며, 각종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토공구조물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재료가

지반에 사용되었을 때의 지반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

해 지고 있다.

하수처리장 및 공장등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류는 과거 대

부분 연안해역에 해양투기형식으로 처리되었으나, 런던협

약 96의정서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부

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슬러지의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하수슬러지의 처분방식을 살펴보면(Table 1) 해양투기로 처

분되던 하수슬러지가 2012년부터는 전량이 다른 방법으로

처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수처리 슬러지와 함께 섬유피혁 산업에서 발생되는 슬

러지 또한 발생량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는 공공부분에서 하수처리 슬러지가 민간부분에서는 염색

슬러지가 슬러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슬러지의 건조효율 향상방법을 제시하고, 열분해 주 반응

온도가 350
o
C라는 결과를 도출한 슬러지 비등온 열분해

분석 등을 통해 염색 슬러지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배성근 등, 2007). 이를 바탕으로 염색폐수를 재활용

하기 위하여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제조(최병욱 등, 2012)

및 염색슬러지 연소재를 이용한 보도블럭 제조(권기홍 등,

2004) 등 다양한 재활용 방법이 연구·제시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로 2014년 기준 재활용의 비중이 많이 늘어

났지만, 소각과 매립을 이용한 처리방법도 여전히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소각후 매립 및 매립을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매립시설이 필요하고, 1일복토, 중간복토 및 최종복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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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슬러지를 통과하여 발생되는 침출수를 유도·

처리하여 지반공학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지반을 조성하

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염색슬러지 매립 후 침출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빗물이 과도하게 지반속으로 침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반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건축물 건설등의 상부 부지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슬러지와 혼합된 지반의 안정성 등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고함

수비 상태로 토사와 혼합되어 방치된 지반에 대하여 지반

공학적인 안정성 평가 특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 시험재료 및 방법

2.1 염색슬러지 혼합 토사의 현황

슬러지와 혼합된 지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한 매립지의 슬러지 혼합 토사 샘플을 사

용하였다. 선정한 매립지는 1990년대 매립지 제방 붕괴로

인해 유출된 염색슬러지를 급하게 재매립하는 과정에서,

중간토사층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슬러지와

토사가 혼합되어 매립되었으며, 내부의 침출수 등이 원활

하게 배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정재형 등, 2016).

매립지 내부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염색슬러지가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는 심도

4 m 이하에서는 관입 로드의 자중만으로 관입이 발생하여

N치를 측정할 수 없었다. 표준관입 시험 후 시추공을 PVC

관으로 설치하여 시추공벽을 유지 시킨 후 관찰한 결과, 시

추공을 통해 매립지 내부의 슬러지 토사가 역류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매립지 내부의 슬러지 토사가 매우

연약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유동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

된다. 표준관입시험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고, 시추공을

통한 슬러지 토사의 역류현상은 Fig. 1과 같다.

시험은 시추지역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장 먼 지점을

선정하여, 상부 최종 복토층의 토사를 걷어낸 후 폐기물을

굴착하여 수행하였다. 폐기물 성상분석 결과 대부분의 폐

기물은 흙과 염색슬러지가 혼합된 상태로 97.7%를 차지하

였다. 나머지는 비닐류 1.1%, 플라스틱류 0.1%, 고무류 0.1%,

유리류 0.1%, 자갈류 0.6% 및 기타 0.3%로 조사되었다. 폐

기물 성상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2.2 염색슬러지 혼합 토사의 특성 분석 개요

매립지 현장 조사 결과 매립지 내부에는 염색슬러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원지반 흙과 섞여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립지 내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

여 염색슬러지가 매우 연약한 상태로 매립되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매립되어 있는 염색슬러지의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동일 지역에서 배출되는 염색공장의 염색슬러지

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두 염색슬러지의 기본물성 시험을

통해 현재 상태를 비교하였고, 매립지의 안정성과 관련된

투수, 압축, 다짐, 전단 특성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기본물성 시험은 함수비, 입도, 비중, 액소성의 시험을 수

행하여 매립지에 매립된 염색슬러지와 염색공장에서 채취

한 염색슬러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였다. 매립지의 염색

슬러지에는 현장의 토사가 포함되어, 염색공장의 염색슬러

지와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매립지 염색슬러지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

Table 1. Disposal method of sewage sludge

Year
Disposal method (ton)

Recycling Landfill Incineration Ocean Dumping Fuel Others

2010 635,318 377,966  544,592  1,314,087  238,697  9,382  

2011 802,318 261,262  687,868  1,010,322  223,257  110,413  

2012 1,233,561 531,119  1,276,141  0  322,414  244,507  

2013 1,469,343 406,574  846,241  0  349,679  458,129  

2014 2,034,811 692,274  815,425  0 0 108,519

Table 2. Result of standard penetration test

Depth (m)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Number of blows 
5/30 4/30 2/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 - - - -

Fig. 1. Back flow at the bore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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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하여 매립지 염색슬러지와 염색공장 염색슬러지를

이용한 시험에 추가적으로, 염색공장 슬러지에 현장 토사

를 섞은 혼합재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염색공장 염

색슬러지와 현장토사의 혼합비율은 매립지 염색슬러지의

현장토사 혼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7:3, 4:6의 비율로 비교

적 넓게 선정하였고, 총 4개의 시료에 대한 투수특성, 압축

특성, 다짐특성 및 전단특성을 조사하였다. 투수시험과 압

밀시험을 통해 투수특성과 압축특성에 대한 분석하였고,

매립지의 염색슬러지가 최적의 상태로 매립되었을 경우 매

립지의 안정성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짐시험을

수행하여 최적다짐 시의 전단특성을 확인하였다. 

3. 시험결과

3.1 염색슬러지 혼합 토사 기본물성 시험 결과

매립지에 매립된 염색슬러지와 염색공장에서 배출된 염

색슬러지의 기본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함수비시험, 입도시

험, 비중시험 및 액소성시험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매립지 염색슬러지는 함수비가 310.1%, 비

중은 1.72로 측정되었고, 액소성 시험은 수행할 수 없었다.

염색공장의 슬러지는 함수비가 168.2%, 비중은 1.48로 측정

되었고, 액소성은 동일하게 측정할 수 없었다. 두 염색슬러

지의 입도분석결과는 Table 5,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다. 입

도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비중과 함수비에서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매립지의 염색슬러지가 염색공장에서

배출되는 염색슬러지와 비교하여 2배에 가까운 수분을 포

함하면서,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3.2 염색슬러지 혼합 토사의 투수특성

염색슬러지 혼합 토사의 투수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매립

지 염색슬러지, 염색공장 염색슬러지 및 염색공장 염색슬

러지와 현장토사를 일정 비율로 섞은 시료에 대해 실내투

수시험을 수행하였다. 실내투수시험은 변수위 투수시험으

로 진행하였고, 시험결과는 Table 6과 같이 매립지 염색슬

러지 혼합 토사가 5.43 E-06 cm/sec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염색공장 염색슬러지의 경우 염색슬러지만으로 시험한 결

과가 1.88 E-04 cm/sec로 측정되었고, 현장토사의 혼합비율

이 높아질수록 투수가 보다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염색슬러지가 매립지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함

수비가 높아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투수성의 저하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3 염색슬러지 혼합 토사의 압축특성

염색슬러지 혼합토사의 압축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

립지 염색슬러지, 염색공장 염색슬러지 및 염색공장 염색

Table 3. Result of constellation analysis

Type Contents (%) Sample (g) Container (g) Sum (g)

Food 0.0 0 600 0

Lumber 0.0 0 600 0

Paper 0.0 0 600 0

Leather 0.0 0 600 0

Rubber 0.0 0 600 0

Vinyl 1.1 1,010 600 1,610

Plastic 0.1 50 600 650

Fiber 0.1 110 600 710

Gravel 0.6 600 600 1,200

Glass 0.1 40 600 640

Soil+Sludge 97.7 91,600 600 92,200

Others 0.3 320 600 920

Sum 100.0 93,730 - -

Table 5. Result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

Type
Grain size (mm)

0.005 0.075 0.106 0.25 0.425 0.845 2.0 4.75 

Sludge in landfill 15.6 34.2 36.9 46.8 59.4 83.9 95.9 100.0

Dyeing sludge 13.4 33.9 37.9 49.8 61.6 84.8 100.0 -

Table 4. Result of Basic Property

Type Water contents (%) Specific gravity Liquid limit Plastic limit USCS

Sludge in landfill 310.1 1.723 N.P N.P SM

Dyeing sludge 168.2 1.481 N.P N.P SM

Fig. 2. Result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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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와 현장토사를 일정 비율로 섞은 시료에 대해 압밀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는 Table 7, Fig. 3과 같으며, 매

립지 염색슬러지의 압축지수가 0.444로 가장 크게 나타나

압축성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염색공장 염색슬러지

만으로 시험한 결과가 0.323으로 측정되었고, 현장토사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압축지수가 적어져 압축이 적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슬러지 혼합토사가 매립지에

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함수비가 높은 상태에서 장기

간 방치되면 압축성이 증가하고, 이는 투수성이 낮고 함수

비가 높아 상대적으로 체적의 변화가 많아 나타나는 현상

으로 판단된다.

Table 6. Result of indoor permeability test

Type Coefficient of permeability (cm/sec)

Sludge in landfill 5.43 E-06

Dyeing sludge + Soil (10:0) 1.88 E-04

Dyeing sludge + Soil (7:3) 2.54 E-04

Dyeing sludge + Soil (4:6) 3.33 E-04

Table 7. Result of consolidation test

Type Preconsolidation stress Pc, (kN/m2) Compression index Cc Recompression index Cr

Sludge in landfill 173.0 0.444 0.093

Dyeing sludge+Soil (10:0) 228.0 0.323 0.049

Dyeing sludge+Soil (7:3) 187.1 0.175 0.045

Dyeing sludge+Soil (4:6) 195.9 0.133 0.029

Fig. 3. Result of consolid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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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염색슬러지 혼합토사의 다짐특성

염색슬러지 혼합토사의 다짐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매립

지 염색슬러지, 염색공장 염색슬러지 및 염색공장 염색슬

러지와 현장토사를 일정 비율로 섞은 시료에 대해 다짐시

험을 수행하였다. 각 시험의 최대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는

Table 8, Fig. 4와 같으며, 매립지 염색슬러지의 최적함수비는

48%, 최대건조밀도는 9.7 kN/m3으로 나타났다. 투수성 및

압축특성에서는 매립지 염색슬러지가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완전 건조 후 시험을 진행하는 다짐시험에서는

염색공장 염색슬러지만 사용한 결과와 염색공장 염색슬러

지와 현장토사를 혼합한 시료의 시험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짐시험결과 매립지 시료에 포함된 현

장토사는 염색슬러지의 비율이 전체 시료에서 70% ~ 100%

사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수시험, 압밀시험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매립지 염색슬러지에서 함수

비를 조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매립지 내부에

서 염색슬러지의 함수비를 줄여 최적함수비 상태로 만들면

매립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5 염색슬러지 혼합토사의 전단특성

매립지 염색슬러지 혼합토사가 최적함수비 상태인 경우

기존 고함수비 상태와 비교하여 안정적인 상태의 유지가

가능함을 다짐시험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매립지 내부를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를 유지하는 매립지 염색슬러지의

전단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적함수비 상태로 시료를 조성하

여 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는 Table 9, Fig. 5와

같으며, 매립지 염색슬러지의 점착력은 6.7 kN/m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단저항각은 36.5°로 분석되었다. 전단저

항각은 염색공장 염색슬러지와 현장토사를 7:3, 4:6으로 혼

합한 결과 중간으로 나타났고, 이는 약 6:4로 혼합하는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염색슬러지가 배수가 원활하여

함수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면, 점착력과 전단저항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sult of compaction test

Type
Maximum dry density (kN/m3) Optimum water contents (%)

O.M.C-10% O.M.C O.M.C+10% O.M.C-10% O.M.C O.M.C+10%

Sludge in landfill 9.47 9.70 9.26 38.0 48.0 58.0

Dyeing sludge+Soil (10:0) 7.30 7.37 7.26 62.0 72.0 82.0

Dyeing sludge+Soil (7:3) 10.98 11.88 10.67 12.3 22.3 32.3

Dyeing sludge+Soil (4:6) 13.78 15.09 13.22 9.8 19.8 29.8

Fig. 4. Result of compaction test

Table 9. Result of direct shear test

Type
O.M.C - 10% O.M.C O.M.C + 10%

C (kN/m2) Φ (deg) C (kN/m2) Φ (deg) C (kN/m2) Φ (deg)

Sludge in landfill 5.6 35.6 6.7 36.5 5.5 35.2

Dyeing sludge+Soil (10:0) 2.4 33.1 2.8 34.5 1.5 32.8

Dyeing sludge+Soil (7:3) 1.8 35.5 2.6 36.0 1.2 34.6

Dyeing sludge+Soil (4:6) 1.9 36.7 5.3 37.1 3.3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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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염색슬러지 혼합토사가 함수비가 높은 상태로 장시간 방

치되면서 투수성과 압축성이 원래 염색슬러지 보다 나빠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립지에 매립되어 있는 염색슬러지와

현장토사와의 혼합비율은 각 시험마다 다르게 나타났고,

이는 매립지 내부에서 고함수비 상태로 장시간 방치면서

특성이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매립지 염색슬러지

를 건조시킨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을 수행하면 점착력

과 전단저항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

였고, 이를 통해 매립지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가 불량한 매립지 내부에 고함

수비 상태의 염색슬러지가 장기간 방치된 경우의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해 실내시험을 수행하였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염색슬러지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매립지 내부에서 함

수비가 높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염색공장의 염색슬

러지와 비교하여 투수성이 약 3/100 수준으로 낮아지고 압

축성이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슬러지의 배수가 원활하여 함수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면, 점착력이 6.7 kN/m
2
, 전단저항각은 36.5°로 비교

적 양호한 토사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염색슬러지가 매립되는 매립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매립지 내부의 함수비를 저하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복토 등 배수로의 확보가 필

요하며, 매립지 내부에 발생하는 침출수 등에 대한 배제시

설을 확보하여 매립지 내부의 수위관리를 관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건설

기술연구사업(지반함몰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반 안

정성 평가 및 굴착·보강 기술개발, 16SCIP-B108153-0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1.권기홍, 임우성 (2004), “염색슬러지 연소재를 이용한 보도

블록의 제작과 물성평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 30권, 제

2호, pp.167~172.

2.배성근, 하홍원, 이호수, 오성훈, 강수호 (2007), “염색폐수

슬러지의 건조 및 열분해특성”,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947~950.

3.정재형, 황성필, 유준, 김상근 (2016), “동양에코(주) 사후관

리매립지 안정화조사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p.1~109.

4.최병욱, 정용욱, 오동석, 윤동균, 장석수 (2012), “염색공단

슬러지를 이용한 경량골재의 제조 및 특성”, 한국콘크리트

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813~814.

Received

Revised

Accepted

June 12, 2017

June 15, 2017

June 30, 2017

Fig. 5. Result of direct shear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