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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지하저장소의 균열로 인한 유출이나 해양 사고로 인해 생태계에 유입된 유류는 토양 또는 수질 환경

에서 다양한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들에 의한 풍화과정을 거쳐 변성되거나 분해 및 감쇄되며, 따라서 

실제적 오염도 평가나 오염물질의 기원 및 치유를 위한 방법으로서 장기간 노출에도 변성되지 않고 

고유의 지질학적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호판(Hopane)계 기준물질을 이용한 분석방법에 대하여 논

하였다. 유류가 오염되어 단기간 내 변성이 진행 중인 토양을 대상으로 토양 또는 해양 환경에서 미생물

적변성에 따른 선택적 변성과정을 추적하여 다양한 변성 요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료의 불균일성으로 인한 단순 오염도 평가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오류를 개선코자 하였으며, 

효율적 오염도 결정, 오염에 대한 기원의 파악 및 특정 환경에서 변성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1. 서    론

  유출된 유류는 다양한 처해진 생태계에서의 다양한 변성 인자들 즉, 증발, 용해, 확산, 광산화 및 생물

학적 변성들에 의해 화학적 조성이 변화된다. 이러한 과정은 총체적으로 풍화로 나타내며 물리적 풍화와 

생물 화학적 풍화로 대별된다. 증발이나 용해, 흡착 등의 물리적 풍화는 유류가 환경에 유입되면서 즉시

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환경 내에서의 변화와 다른 환경으로의 이동을 수반한다. 반면 생물 화학적 풍화는 

환경 내에서 화학적 조성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점도나 독성 등의 본래의 성질을 변화와 물리 

화학적 성질의 변화를 유발한다. 일반적인 경우 장기간의 풍화 과정은 주로 생물학적 변성 및 광산화 

과정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지문화법은 PAH나 생체표지화합물로부터 얻어진 다양한 진단

률을 구하거나 화학적 자료의 해석 등으로부터 오일 유출에 대한 기원에 대한 확인과 풍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한 방법이다. 이를 위한 기법은 특정 화합물 또는 기준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불

응성 화합물을 확인하는 과정이 기본적이다. GC/MS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툴이다. 

어느 정도 풍화가 진행된 오일에서는 BTEX를 포함한 C3-벤젠유도체들의 대부분은 휘발되어 소멸되며 

나프탈렌 유도체들의 상당량이 감쇄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생물학적 분해에 대한 저항성과 화학적 반

응성이 약한 일부 화합물들의 상대비는 크게 증가된다. 이러한 기준물질은 본래의 오염원에 대한 기원을 

파악하거나 풍화가 심하게 진행된 환경의 유류에서 풍화의 정도 및 속도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오일 풍화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것으로 그 화학적 조성의 변화와 

유출유의 풍화 단계에 대한 진단 평가 등은 어려운 작업과 복잡한 이슈를 거치게 되며 대부분의 처해진 

상황에 따른 경우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박테리아의 활동에 따른 결과는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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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변성 속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온도나, 수위, 염도 등의 다른 요인 또한 

풍화속도를 결정하는 다른 주요한 요인들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유류 오염이 상당히 진행된 다양한 토양시료로부터 오염의 기원 및 오염 유류의 분별, 

특이 생체표지물의 지문화, 특성적 변성 규명 등을 위한 자료해석과 오염 유류의 풍화에 실질적인 감쇄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제시 등을 나타내었다.  

2. 실    험

  인접한 두 오염 지역을 선정하여 토양 또는 자갈 등에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성 물질을 함유한 시료를 

채취하여 유사 오일성 물질을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하였다. 이 용액은 필터 과정을 거쳐 농축하였으며 

활성 구리를 이용하여 황을 제거하였다. 이 용액 일정량을 전처리용 박층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실리카겔 

흡착제를 이용하여 시크로헥산을 전개 용매로 하여 분리하였으며 RF값 0.8∼1.0의 지방족, 0.25∼0.8의 

방향족, 0∼0.2의 레진류의 3종류의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각각의 분리된 그룹은 분리 흡착된 실리카를 

긁어모은 후 미분쇄하여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 농축하여 검액으로 하였다. 이 검액을 GC/MS SIM 방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0 m DB-5 MS 컬럼(0.25 mm I.D. × 0.25 µm film thickness)을 이용

하여 주입구 온도 350℃에서 40∼300℃까지 분당 8℃ 승온 조작하였으며, 대표적인 터판류에 대한 선택 

이온은 191 m/z을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위치한 풍화환경에서 변성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강하여 비교적 안정된 형태를 보이는 터판계 생체표

지물을 측정하기 위한 GC/MS m/z 191 SIM 크로마토그램은 두 곳의 대상지역에서 모두 거의 유사한 

크로마토그램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이 두지역의 오염원은 동일 기원에 의한 것임을 추론하였다. 

원유 기준물질과 비교한 SIM 크로마토그램은 이란계 원유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Fig. 1a)는 

실제오염시료의 것이며 b)는 원유 기준물질인 신선한 이란계 원유의 것을 나타내었다. Fig 1에서 숫자로 

나타낸 피크들은 표준물질과의 동정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된 터판계 물질들이며 확인결과는 1. Tricyclic 

terpane, (C23) 2. Tricyclic diterpane, (C24) 3. Tricyclic terpane, (C25) 4. Tricyclic 

terpane, (R+S) (C26) 5. Tetracyclic terpane, (C24) 6. Tricyclic terpane(R), (C28) 7. Tricyclic 

terpane(S), (C28) 8. Tricyclic terpane(R), (C29) 9. Tricyclic terpane(S), (C29) Ts. 18α

(H)-22,29,30-Trisnorneohopane, (C27) Tm. 17α(H)-22,29,30-Trisnorhopane, (C27) + Tricyclic 

terpane (R) (C30), 10. Tricyclic terpane(S), (C30) 11. 17α(H),21β(H)-25-Norhopane, (C29) 

12. 17α(H),21β(H)-30-Norhopane, (C29) 13. 17β(H),21α(H)-30-Norhopane, (C29) 14. 

18a(H)-Oleanane, (C30) 15. 17α(H),21β(H)-30-Hopane, (C30) 16. 17β(H),21α(H)- 

30-Hopane, (C30) 17. 17α(H),21β(H)-30-Homohopne(22S), (C31) 18. 17α(H),21β(H)- 

30-Homohopane(22R), (C31) 19. Gammacerane, (C30) 20. 17α(H),21β(H)-30-Dihomohopane 

(22S), (C32) 21. 17α(H),21β(H)-30-Dihomohopane(22R), (C32) 22. 17α(H),21β(H)-30- 

Trihomohopane(22S), (C33) 23. 17α(H),21β(H)-30-Trihomohopane(22R), (C33) 24. 17α

(H),21β(H)-30-Tetrahomohopane(22S), (C34) 25. 17α(H),21β(H)-30-Tetrahomohopane 

(22R), (C34) 26. 17α(H),21β(H)-30-Pentahomohopane(22S), (C35) 27. 17α(H),21β

(H)-30-Pentahomohopane(22R), (C35)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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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C/MS SIM chromatogram (m/z 191) of concentrate from real sample a) and Iranic crude oil 

b) noted numbers are identified terpanic biological markers.

  이들 생체표지물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변성 풍화되는 경향이 규칙적으로 나타나거나 거의 변화가 일

어나지 않는 것들이 유용한 지화학적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것들로서 이들의 상대적인 함량의 변화는 

변하지 않은 신선한 원유의 것과 비교하여 풍화의 진행정도와 풍화가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환경

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변화 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Table 1은 대표적인 

터판계 생체표지물들을 이용한 풍화에 대한 파라메타들을 구하여 나타낸 것이다. 

Table 1. The Weathering Parameters Based on Terpane Biological Markers 

Sample ID
Weathering parameters

Ts/Tma N29/H30
b T23/T24

c TetC24/H30
d C31(S/S+R)

e

ref oil 0.65 1.18 2.1 0.18 0.59

A-1 0.57 1.21 1.9 0.29 0.59

A-2 0.49 1.24 2.4 0.18 0.59

A-3 0.65 1.22 2.3 0.21 0.57

B-1 0.48 1.08 2.3 0.16 0.58

B-2 0.61 1.12 1.8 0.16 0.59

B-3 0.63 1.11 2.2 0.15 0.57

B-4 0.54 1.19 2.4 0.13 0.61

B-5 0.64 1.14 1.9 0.14 0.58

B-6 0.67 1.25 2.5 0.15 0.60

B-7 0.59 1.17 2.0 0.17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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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D
Weathering parameters

Ts/Tma N29/H30
b T23/T24

c TetC24/H30
d C31(S/S+R)

e

B-8 0.63 1.13 2.1 0.18 0.59

B-9 0.66 1.16 2.1 0.15 0.58

B-10 0.58 1.19 2.3 0.13 0.59
a
 : Ts/Tm (17α(H)-22,29,30-Trisnorneohopane/17α(H)-22,29,30-Trisnorhopane), 

b
 : 17α(H),21β(H)-30-Norhopane 

(peak 13)/17α(H),21β(H)-Hopane(peak 15), 
c
 : C23 tricyclic terpane(peak 1) and C24 tricyclic terpane(peak 2), 

d
 : C24 Tetracyclic terpane/C30 17a(H),21b(H)-hopane. 

e
 : 17α(H),21β(H)-30-Homohopne(22S)(peak 17)/(22S+ 

22R)(peak 17+18).

  Ts와 Tm 상대비는 중요한 기원에 대한 지표로서 동일 기원에서 유래한 오일의 경우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낸다. 기준물질인 이란계 중유의 값과 두 곳의 오염지역 시료의 값은 거의 유사한 상대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TetC24/H30는 장기간 생물학적 분해에 대한 지표로서 기준오일을 비롯한 모든 시료에서 

0.15 근방의 유사한 값을 나타냄으로써 주목할 만한 장기적 관점의 생물학적 분해는 아직 일어나지 않

고 있음을 제시한다. 기하이성체 C31 R형 S형의 상대비는 입체 선택적 변성에 대한 지표로서 22R 및 

22S C31 hopane epimer 값의 변화가 없음으로써 특성적 변성에서 차폐되어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된 의 차폐가리움과 을 을 가진다. 이상의 1 이하의 Ts/Tm 값, 1보다 큰 N29/N30 값, oleanine 

및 gammacerane (고등식물의 생체표지물)의 존재 등으로부터 오염 기원물질은 환원적인 환경에서 

보통의 염분조건하에서 퇴적된 해양성탄산염기원을 가짐을 나타낸다. 두 지역 채취시료에서 얻어진 

값은 모두 유사하며 따라서 해양 유류사고에 의해 오염된 두 지역의 오염원은 동일한 기원에 의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환원적인 퇴적환경에서 육상의 고등식물을 유기체로부터 유래한 석유근

원암을 기원으로 하는 원유로부터 유출된 것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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