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난분해성 할로겐 탄소화합물

1) Chlorophenols (CPs)

•할로겐 화합물을 포함한 많은 인공화합물들은 자연계에서 잔류성과 생물체에 미

치는 독성 등으로 인해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도) 할로겐 화합물에는 많은 종류의 난분해성 물질들이 존재하며 이 중

chlorophenols (CPs)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농업 등에 광범위한 영역의 살생제로

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재의 방부제와 각종

화학공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2,4,6-TCP와 2,3,4,6-TeCP의 혼합물은 목재에 곰팡

이와 미생물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쓰였다. 2,4,5-TCP 같은 경우는 살충제로 농업

에 많이 이용

• (유출) 많은 양의 CPs는 주로 제지공장의 염소 표백과정과 도시폐기물의 소각과

폐수의 염소처리로부터 (WHO)형성되고 배출된다. 이들 CPs의 인위적, 우연에 의한

자연계로의 방출로 CPs는 원목보관소, 제지공장, 화학공장 등의 토양, 폐수처리장,

지하수 등에서 검출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주위 생물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 (독성) 1930년대 말 목재처리 등에 이용되기 시작한 PCP는 대부분의 생물체에

독성을 나타내었다. CPs들은 독성이 강한 발암성 물질로 음용수에 냄새와 맛의 문

제를 일으키며 그 독성이 광범위한 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또 광범위한 사용과 환경

에의 지속적인 잔류로 인해 이들의 분포는 생태독성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연계에서의 CPs 분해산물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CPs의 독성은 염소원자 수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분해) 환경으로부터 CPs의 제거는 photodecomposition과 biodegradation에 의

해 일어난다. 이들의 분해 기작은 환경의 특성에 따라 그 중요성이 결정되는데, 강

과 지표수에서는 photodecomposition이 중요 기작인 반면 토양, 지하수, 저질층에서

는 biodegradation이 주된 제거기작이다. CPs가 지닌 독성 및 염소는 호기성 미생

물에 의한 분해를 저해하여 혐기성 환경으로의 이동을 가속화시킨다. 혐기성 환경

하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은 혐기성 대사에 의해 다양한 할로겐 화합물을 탈 할로

겐화 할 수 있다.

• 혐기성 조건에서 CPs의 분해는 우선 환원형 탈염소 반응에 의해 염소가 제거되

고 이후 발효세균과 혐기성 호흡세균의 작용에 의해 aromatic ring의 탄소결합이

끊어져 CH4과 CO2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체기) CPs는 자연계에서의 분해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그 분해산물의 독

성이 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미생물이 이들 CPs를 분해하는 능력을



얻기까지는 오랜 지체기를 필요로 한다.

• 지체기는 난분해성 인공화합물이 분해 시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런 물질

이 분해를 위한 미생물의 유전학적인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 물질분해를 위한 새로

운 효소의 유도에 필요한 시간, 또는 사용 가능한 기질이 고갈로 인해 인공화합물

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응 조건에 따른 부산물의 종류 및 그

독성의 파악이 필요하며, 또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2)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구조)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는 biphenyl기에 염소가 1-10개 치환되어

있는 구조의 혼합물이다.

•(용도) PCBs는 비등점이 매우 높은 액상의 유체로, 물리 화학적 안전성이 매우

우수할 뿐 아니라 전기전도율이 낮아 변압기의 냉각제, 열교환 유체, 폴리비닐 중합

체 등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잉크, 페인트, 봉합제, 절연제 등의 제조에도 소량 이용

되었다.

•(제조) PCBs는 1929년 미국의 Monsanto사에 의해 Aroclor라는 상품명으로 제조

되기 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5.7x108kg 이상이 생산되었고, 그 중 35% 정도인 2×

108kg 이상이 자연계에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합물에 따른 분해도) PCBs의 각 congener는 물리 화학적 특성이 달라 자연계

에서의 분해도 및 잔류성이 차이를 나타내며, 생물에 미치는 독성 또한 서로 다른

congener-specificity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분포) PCBs가 함유된 폐수가 수계로 유입되면 PCBs는 입자나 생물에 흡착

되어 주로 저질층에 침강, 퇴적하여 혐기성 환경에 분포하게 된다.

•(독성) 자연계에 유출된 PCBs의 검출은 Jensen 등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으

며, 이들의 잔류성과 맹독성에 의해 발생한 여러 환경오염 사례는 PCBs 오염의 심

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개기가 되었다.



•PCBs의 독성이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1970년대 PCBs의 생산 및 사용이 금지

되었으며, 이후 저질층에 퇴적되는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기존의 오염원으로부터 유

출되는 PCBs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사례) 미국 Hudson River 상류에 위치한 General Electric사의 변압기 공장

에서 1950년부터 1976년까지 방출한 폐수에 포함된 PCBs의 유출이 가장 큰 PCBs

오염원으로 오염지역 인근의 평균 농도가 약 10 ppm에 이르고 있으며, St.

Lawrence River의 조사에서는 8000 ppm 까지 검출되기도 하였다.

•(생물체로의 농축) 다른 난분해성 인공화합물질과 마찬가지로 PCBs도 먹이연쇄

를 통해 생물체로의 흡수 및 축적이 되는 데, Lake Ontario에서 포획한 연어에서

10 mg/kg의 PCBs가 검출되었으며 근육 부위에서는 0.3-4 mg/kg의 농도를 나타냈

다. 북대서양에서 포획한 고래류의 지방층을 분석한 결과, 먹이단계가 낮은 종에서

는 0.46-10.51 mg/kg, 먹이단계가 높은 종에서는 8.83-48.81 mg/kg의 PCBs가 검출되었다.

•(오염지역의 PCBs 농도) PCBs의 사용금지에 따라 오염지역의 PCB 농도는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인체에 축적된 양은 다소 증가하거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조사한 인체 지방조직의 PCBs의

농도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에서는 1977년과 1982

년에 조사한 값이 각각 0.907, 0.944 ug/g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서도 생산 및 사

용 금지된 지 20여년이 지난 1985년까지 인체의 지방조직에 함유된 양이 다소 증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PCBs를 직접 사용한 공장이 없는 동남아시아의 대만,

월남, 태국의 농촌 토양에서도 각각 평균 95, 25, 2.7 ng/g의 PCBs가 검출되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산 금지된 PCBs의 생체 내 농도가 증가 또는 일정

한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PCBs가 있는 구식변압기나 축전기가 아직 사용되고 있

고, 오염지역에 퇴적된 PCBs가 수계 및 대기권을 통해 확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

측하고 있다.

• 환원형 탈할로겐 반응 (reductive dehalogenation); 최근 여러 혐기성 미생물의

consortia에 의해 다양한 구조의 할로겐 화합물이 탈할로겐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난용해성인 PCBs의 여러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 자연계로 유출된 PCBs는

대부분 혐기성 환경인 저질층에 퇴적되므로 이들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환원형 탈



염소반응은 PCBs 제거를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환경학적으로도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 론 :

① 할로겐 탄소화합물은 자연계에 유출된 여러 오염물질 중에서도 독특한 인공 유

기화합물이다. PCBs의 경우 생산과 사용이 70년대 금지되었고, 할로겐 탄소화합물

은 오염 지역과 아직 사용 중인 각종 기기에서의 유출, 대기를 통한 확산 등에 의

해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

② 할로겐 탄소화합물은 오랫동안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오염 지역의 미생물에 의해 주로 분해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미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조건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이한 미세 구조로 구

성되어 있다.

④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PCBs의 생물학적분해와 PCBs의 환원형 탈염소반응에 관

여하는 미생물의 활성은 전자수용체, 유기물, 산화환원전위차, 저질의 화학적 조성

등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 따라서 할로겐 탄소화합물의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요인이

할로겐 탄소화합물의 생물정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최적의 환경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