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오염

• (유류오염) 1967년 영국 해협에 대형 유조선이 침몰된 사건, Alaska만에서 일

어난 원유 200,000 barrels 이상의 큰 유출 사고, 작은 유출 사고가 Texas, Rhode

Island와 Delaware 만 등에서 발생하는 등, 매년 지구상에 1.7～8.8 million meric

tons의 석유가 유출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국내) 한편 국내에서도 해양 유류유출 사고 (씨프린스호, 호남 싸파이어호 등)

외에 유류를 취급하는 정유공장과 주유소, 대규모 유류 취급소의 지하 유류 저장탱

크 등 토양과 지하수의 유류오염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

하여 오염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 산업 발달과 더불어 인공적으로 제조된 화학물질들은 여러 산업공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유해 독성 무기․유기

화합물의 유출 사고나 부적절한 매립에 의해 이들 물질은 자연환경에 유출되어 토

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원유의 구성성분) 원유의 구성 성분은 지방족 탄화수소 (aliphatic

hydrocarbons)와 방향족 탄화수소 (aromatic hydrocarbons) 및 지방족 고리탄화수

소 (alicyclic hydrocarbons)의 3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 지방족 탄화수소는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 (alkene, alkyne; olefin 계

열)로 구분되는데, 포화탄화수소는 원유의 66～69 %를 차지하는 주성분이다. 올레

핀 (olefin)은 탄소원자 사이에 이중 또는 삼중결합이 형성된 불포화탄화수소로, 원

유의 약 6～8%를 차지한다.

• 방향족 탄화수소 (aromatic hydrocarbons)는 원유의 24～27 %를 구성하고 있으

며, 원유성분 중 독성이 가장 큰 화합물로 알려져 있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한 개

이상의 benzene 고리로 되어 있으며, 잘 알려진 단핵방향족 탄화수소

(monoaromatic hydrocarbons)로는 benzene과 toluene, ethylbenzene, xylene 이성질

체 (BTEX)를 들 수 있다.

• 단핵방향족 탄화수소인 benzene과 toluene, ethylbenzene, xylene (BTEX)은 가솔

린의 주요 구성물로 공업용 용매, 유화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이들이

지닌 발암성과 신경계 독성이 밝혀지면서 자연계에 유출된 BTEX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BTX (benzene, toluene, xylene)은 휘발성이 강하여 유출량의 상당 부분은 대기

로 방출되지만 지하 유류저장 탱크, 송유관 등에서의 유출 결과 토양과 저서층, 지

하수 등을 오염시켜 문제를 야기시킨다.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polyaromatic hydrocarbons, PAHs)인 napthalene은 2개의

benzene 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benzene 고리가 3개 이상인 탄화수소도 있다. 지

방족 고리탄화수소는 alkane류와 유사하나 탄소 원자들이 단일 결합의 고리 형태로

결합되어 있으며, cyclohexane과 같은 탄화수소가 여기에 속한다.

• 유출된 탄화수소는 대부분 산소가 있는 호기성 조건에 존재하지만 분자량이 큰

지방족 탄화수소 (aliphatic hydrocarbons)나 복잡한 구조의 polyaromatic

hydrocarbons (PAHs)은 저서층으로 퇴적된다. 특히 PAHs는 휘발성이 작고 입자상

물질에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분해성 독성물질로, 자연 생태계

에 유출되면 대부분이 토양이나 저서층에 퇴적된다.

• 자연계로 유출된 원유는 물리․화학적 작용과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 변화된

다. 유출된 탄화수소의 일차적인 풍화는 미생물 분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연계에서 복잡한 과정에 의해 원유는 분해된다. 탄화수소의 분해는 유류성분과

미생물 군집의 특성 및 환경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 선박 운항과 같은 해상 활동에 의한 원유 및 정제 유류제품의 해양 유출과 항만

에 위치한 중화학공업과 산업생산 시설로부터 연안 해역에 직접 유출되는 유류 함

유 폐수의 무단 방류 및 선박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연안역의 저서층은 선박에 의한 연료 유출과 폐수에 함유된 유류의 유

입에 의해 탄화수소 (hydrocarbons)로 오염되어 있다.

• 해양의 유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화학적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물리적 방법은 기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화학적 방법은 유분산제에 의

한 유류분산 효과는 좋지만 그 자체의 독성과 이차 환경오염에 의해 그 효과가

문제 시 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에 유출된 석유 탄화수소를 처리하는 방법 중

미생물을 이용한 유류 제거 방법의 개발은 자연계에 이차 오염을 야기하지 않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생물학적 유류제거 기술로는 유류로 오염된 해역에 유류분해 미생물들이 탄화수

소의 분해 시 필요로 하는 N, P 등의 영양염류를 투여하는 것이나 유류분해능이 우

수한 균주들을 seed microorganism으로 접종하는 방법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