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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원인물질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현장에서 수거된 물을 포함한 증거물로부터 석유류를 용매

추출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분석하였다. 다량의 수분을 포함한 증거물에서 석유류를 추출하기

위해, HPLC 용 n-hexane을 10.0 mL를 가하여 30분간 흔들어준 다음 일정시간 방치한 후 n-hexane 층을

분리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램을 얻었다. 얻어진 시료의 크로마토그램과 시너,

휘발유, 난방용 등유, 보일러 등유 및 경유를 n-hexane에 첨가하여 만든 인공시료의 크로마토그램과 비

교하였다. 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은 비교적 끓는점이 낮은 시너와 휘발유의 크로마토그램과 확연히 차이

가 났으며, 난방용 등유와 보일러용 등유는 머무름 시간에 따라 다른 피크 패턴을 보였다. 이에 비해 경

유의 크로마토그램과는 유사한 피크패턴을 보였고, 시료에 일정량의 경유를 첨가한 후 측정한 시료의 크

로마토그램에서는 특징적인 피크의 면적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 시료에 포함된 석유류가 경

유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Abstract : The evidence containing some kind of petroleum at the fire spot was analyzed by gas chromatography

to identify a fire's sources. To extract some petroleum from fire evidence, 10.0 mL of n-hexane was added

in this solution, and it was shaken for 30 minutes. To identify a kind of petroleum in fire evidence, the prepared

n-hexane solution was injected and analyzed in the gas chromatograph. The chromatogram of sample was

different from those of thinner and gasoline that have low boiling point, and shown different peak pattern to

heating and boiler oils. But it was similar to the chromatogram of diesel oil. After small amount of diesel

oil was added to the sample, the area of characteristic peaks was increased more than those of raw sample.

From the results, the kind of petroleum in the fire evidence was diese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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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사회적 불만요소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

대로 한 방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재

사건과 관련된 조사는 소방행정이 담당하고, 화재수사

및 처벌은 경찰행정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제도적 결

함 때문에 사회 안전의 중요한 소방업무에 중요한 허

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예방

하고, 화재발생시 이를 초기에 진압해야 할 뿐만 아니

라 화재진압 후 현장에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의 수집 및 보전과 화재 발생원인 규명작업

은 소방기관이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이다.1 그러나 날

로 증가하는 화재건수와 그 피해, 복잡하고 다양해진

방, 실화수법에 관계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화재감식

기법 및 전문능력 등이 현실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소방법에 의하면 인화 또는 발화의 위험성이 있어

대통령령에 의해 분류된 위험물류 중 석유류는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4류 위험물은 다시

인화점을 기준으로 특수 인화물, 제1~제4석유류, 알코

올류 및 동식물류 등 7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2 그러

나 제3, 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 들은 인화점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방화나 실화의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

므로 논의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에 비해 특수 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알코올류 등은 일반인들도 쉽

게 취급할 수 있고, 우리의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 많아 대부분의 화재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이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특수인화물로 시너(thinner),

제1석유류 중 휘발유(gasoline), 제2석유류 중 등유

(kerosene), 경유(diesel oil) 등이 대부분 방화 또는 실

화의 원인이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석유류들은 관능적 판단에 의해서

는 쉽게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게 화재의

원인물질 규명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석유류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유사휘발유

감별법3~5 등의 응용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유류에 의

해 발생된 화재원인 조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화재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방화 및 실화의 원인이 되

는 유류의 성분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정성분석을 통

해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기기 및 시약

Gas chroamtography는 Agilent Technology 사(USA)

의 6890N Network GC system을 사용하였고 기기조

건은 Table 1과 같다. 또한 시료주입의 재현성을 높이

기 위해 Agilent Technologies 7683B series Autosampler

를 사용하였다. 수용액의 pH 측정에 사용한 pH 미터

는 Eyela사의 Ecoscan pH 6 와 유리전극을 사용하였

고, 사용하기에 앞서 항상 완충용액으로 보정하였다.

또한 시료로부터 석유류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n-hexane은 JT Baker(USA)사의 HPLC 용을 사용하였

다. 용액의 pH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HCl은 일본

Junsei사 특급시약을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

용한 증류수는 1차 증류한 것을 Millipore Milli-Q

system 으로 정제한 탈염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수용

액의 이온세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한 NaCl은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of gas chromatography

GC-FID operating conditions

Column
HP-INNOWAX polyethylene glycol

(30 m length×0.32 mm I.D×0.25 µm film thickness)

Detector Flame Ionization detector

Injector temp. 225oC

Detector temp. 250oC

Oven temp. Initial temp.: 35oC, Initial time : 5min

Level Rate(oC/min) Final temp.(oC) Final time(min)

1 5 150 2

2 20 250 2

Injenctor vol. 1 µL

Carrier gas N2(1.0 mL/min)

Mode Split(4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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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sei사의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화재현장에서 수거된 수분을 함유한 증거물을 일정

량 취한 후 분액깔때기에 넣고, 소량의 증류수를 가한

다. 용액의 이온세기를 조절하기 위해 NaCl 1 g 정도

를 정확히 달아 넣은 후 1 : 1 염산을 가하여 수용액의

pH가 4.0으로 되도록 조절한다. HPLC 용 n-hexane

10.0 mL를 가한 후 30분 동안 격렬하게 흔들어준다.

상분리가 완료되면 상층부의 n-hexane 층만을 따로

분리한 후 소량의 n-hexane을 취하여 기체크로마토그

래피에 주입하여 Table 1에 수록된 기기조건으로 분석

하여 크로마토그램을 얻었다.

흔히 사용되는 유류인 시너, 휘발유, 난방용 등유,

보일러용 등유 및 경유를 n-hexane에 일정량 가한 후

완전히 혼합하여 만든 인공시료를 소량 분취하여 기

체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고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을

시료로부터 얻어진 크로마토그램과 비교하여 증거물

에 포함된 석유류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추출용매의 선택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량의 수분을 함유

한 시료로부터 석유류 성분을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과 섞이지 않는 유기용매를 선택하

여 시료에 포함된 석유류를 모두 유기용매 층으로 분

배시킬 수 있어야 한다.6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기용매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먼저 극성인 물과는 성질이 다른 비극성 유기용매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7 이 때문에 유기용매를 이

용한 추출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MIBK(methyl isobutyl

ketone)이나 클로로포름(chloroform)과 같은 유기용매

는 물과의 용해성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용매로는 물과 회합되지 않는 사염

화탄소(carbon tetrachloride)나 n-hexane과 같은 비극성

용매가 더 우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염화탄소는 극성

정도가 n-hexane에 비해 더 낮기 때문에 포화 탄화수

소 계열의 휘발유, 등유 및 경유 등과는 잘 회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n-hexane을 추출용매로 선택하였다.8

또한 n-hexane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할 때

포화탄화수소 계열 화합물의 특징적 피크가 나타날 수

있는 머무름 시간 영역에서 다른 피크를 주지 않는 등

바탕흡수가 안정한 특징을 가지는 장점이 있었다. Fig.

1에는 n-hexane의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내었다.

3.2. 대조 시료 물질(인공시료)의 크로마토그램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정성분석을 통해 신속하

게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료에 포함되어있

을 것으로 예측되는 몇 가지 포화탄화수소 계열의 화

합물인 시너, 휘발유, 난방용 등유(kerosene), 보일러용

등유(boiler oil) 및 경유의 크로마토그램을 얻고, 얻어

진 크로마토그램들과 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하

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따라서 시료에서 석유

류를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사용한 추출용매인

n-hexane과 해당하는 포화탄화수소 화합물들을 혼합

한 인공시료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여 각각

의 크로마토그램을 얻었다(Fig. 2(a)~(e)).

Fig. 2(a)와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너와 휘발유

는 끓는점이 낮아서인지 대략 20분 이내의 머무름 시

간에서만 피크가 나타났고, 그 외의 머무름 시간에서

는 특징적인 피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전반적으로

피크의 패턴이 단순하였다. 

Fig. 1. Gas chromatogram of n-he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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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난방용 등유(Fig. 2(c)), 보일러용 등유(Fig.

2(d)) 및 경유(Fig. 2(e))에서는 각 석유류에 포함된 성

분이 많아서인지 피크 패턴이 복잡하여 서로의 차이

를 쉽게 구별할 수 없었다. 특히 보일러용 등유는 난

방용 등유(백등유)와 경유가 6 : 4의 비율로 혼합된 제

품이고, 또 경유 성분 중 왁스(wax) 성분이 추가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보일러용 등유의 크로마

토그램에는 난방용 등유와 경유의 특징적인 피크들이

모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3가

지 석유류의 구별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우선 난방용 등유(Fig. 2(c))와 보일러용 등유(Fig.

2(d))의 크로마토그램의 차이를 살펴보면 난방용 등유

에서는 머무름 시간이 27분 이후에서는 거의 특징적

피크가 출현하지 못한 반면 보일러용 등유에서는 경

유 성분 중 끓는점이 높은 성분들의 존재 때문인지

몇 가지 특징적인 피크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2가지

등유만을 고려한다면, 시료의 크로마토그램에서 27분

이후의 머무름 시간에서 특징적인 피크가 등장한다면

이는 난방용 등유이기 보다는 보일러용 등유일 가능

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인해 난방용 등

Fig. 2. Gas chromatograms of thinner(a), gasoline(b), kerosene(c), boiler oil(d), and diesel o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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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경유(Fig. 2(e)) 역시 머무름 시간 27분 이후 나

타난 피크들로서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보일러용 등유와 경유는 크로마토그램으

로부터 얻어진 피크의 패턴만으로는 2가지를 쉽게 구

별할 수 없었다. 이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보일러

용 등유에는 경유 성분이 일정량 포함되어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몇 가지 면에서 두 석유류의 크로마토그램

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실제 시료와 대

조하기 위해 제조한 인공시료는 모두 같은 조건으로

제조하였기 때문에 보일러용 등유의 크로마토그램에

서 출현하는 피크들의 세기가 난방용 등유와 경유에

서 나타나는 피크보다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또한 보

일러용 등유는 2가지 석유류(난방용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제품이어서 나타나는 매트릭스의 차 때문인지

머무름 시간이 증가할수록 크로마토그램의 바탕선이

높아진다는 점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세한 차

이지만 끓는점이 높은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된 경유의

분리가 보일러용 등유에 비해 분리 시간이 약간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3. 시료의 크로마토그램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시료는 화재현장에서 수거

된 석유류 성분이 포함된 종이류이다. 일반적으로 석

유류 성분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화재 현장이 잘 보존

되어있다면 시료를 채취하기가 어렵지는 않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화재진압과정에서 사용하는 고압의 물

때문에 현장이 보존되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무엇보다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채취할 수

있는 시료의 양 역시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실험절차에서 언급한 바대로 시료로부터 석

유류를 용매추출한 후 추출된 n-hexane 소량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 후 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을

얻었다(Fig. 3(a)).

Fig. 3(a)에서 보면 이미 전술했듯이, 시료의 크로마

토그램이 대단히 복잡하여 머무름 시간이 27분 이전

에 나타난 피크들로서는 시료가 난방용 등유(Fig.

2(c)), 보일러용 등유(Fig. 2(d)) 및 경유(Fig. 2(e))인지

의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시료의 크로마

토그램에서 머무름 시간이 27분 이후에 나타나는 다

수의 피크로부터 시료는 난방용 등유는 아니라고 판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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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또한 얻어진 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을 보일러용 등유

의 크로마토그램과 비교한다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는 시료의 크로마

토그램의 15.8분과 23.5분 및 24.3분의 피크는 보일러

용 등유의 해당 머무름 시간에 나타나는 피크에 비해

상대적 세기가 더 컸고, 시료의 28.5분, 29분 및 32분

에 나타나는 피크는 보일러용 등유의 크로마토그램에

서는 관찰할 수 없는 피크였다. 이와 함께 15분에서

25분 사이에 나타나는 시료의 피크 패턴은 피크가 일

정한 세기의 감소현상을 나타낸 반면 보일러용 등유

의 해당 머무름 시간대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료는 보일러용 등유일 가능성도 낮

다고 판단된다.

한편 시료의 크로마토그램과 경유의 크로마토그램

을 비교했을 때, 경유에서는 보일러용 등유에서 나타

나지 않았던 피크에 대해서 모두 일치하였고, 또한 15

분에서 25분 사이에 나타난 피크의 세기 감소현상도

일치하는 피크 패턴을 얻었다. 따라서 시료가 경유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시료가 많은 불순

물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용

등유 인지 경유인지 크로마토그램으로는 거의 해석하

기 곤란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좀더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시료에 보일러용 등

유와 경유를 소량씩 각각 첨가한 후 얻은 크로마토그

램들과 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하여 피크의 면적

과 피크 패턴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시료에 보일러용 등유와 경유를 첨

가하지 않았을 경우와 첨가했을 경우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보일러용 등유를 첨가한 시료의 크로마토그램

은 원래 시료의 크로마토그램에 첨가된 보일러용 등

유의 영향으로 오히려 더 복잡한 크로마토그램이 얻

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특징적인 피크가 나타나 원

래 시료의 피크패턴을 전혀 관찰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경유를 첨가

하지 않은 실제 시료(a)와 경유를 첨가한 실제 시료(b)

의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한 결과 경유를 첨가한 실제

시료와 첨가하지 않은 실제 시료의 크로마토그램과

패턴 및 머무름 시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다만 피

크의 면적만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Gas chromatograms of real sample without(a) and with(b) diesel oil.



518 현준호·박종헌·김상수·최종문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따라서 보다 더 시료에 포함된 석유류 성분이 경유라

는 예측에 확신을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결과 다소 불순물이 포함되었지만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시료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램 분석결과 화재의 원인물질은 경

유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4. 결 론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

법으로 화재현장에서 수거된 다량의 물이 함유된 증

거물을 n-hexane으로 용매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시료에 포함된 석유류 성분을 용매 추출할 때 사

용하는 유기용매로 n-hexane을 사용하면 충분히 추출

할 수 있었다. 

2. n-hexane에 일정량의 시너, 휘발유, 등유 및 경유

를 각각 혼합한 인공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은 머무름

시간에 따른 흡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시료

에 포함된 석유류 성분의 종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3. 시료로부터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을 인공시료의 크

로마토그램과 비교한 결과 시료가 경유라고 판단된다.

4. 제안된 방법은 유류화재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

는 매우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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