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2권 제6호(2016)

J Environ Health Sci. 2016; 42(6): 385-395

385

pISSN: 1738-4087 eISSN: 2233-8616

http://dx.doi.org/10.5668/JEHS.2016.42.6.385

여수 유류유출사고 방제작업자의 건강영향평가

김근배 · 강택신 · 윤미라 · 조혜정 · 주영경 · 유승도 · 이보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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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exposure to VOCs and PAHs and the health effects on volunteers

who participated in an oil spill cleanup in Yeosu.

Methods: Atmospheric VOCs were evaluated in the vicinity of the accident site and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to identify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acute health symptoms of clean-up workers seven days after

the accident. The levels of metabolites of VOCs (t,t-MA, HA, PGA, MA, MHA) and PAHs (2-NAP, 1-OHP, 2-

HF, 1-HPH), oxidative stress markers (TABARS, 8-OHdG) in the urine of workers were analyzed. Their

correlation was determ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AS ver. 9.4.

Results: Although the concentration of atmospheric VOCs in the residential areas were low at the time of survey,

the levels of VOCs and PAHs metabolites in clean-up workers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after

clean-up activities. The levels of urinary VOC and PAH metabolit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clean-up

compared to those measured before participation. The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TBARS)

concentrations were also increased and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ose of metabolites of benzene.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oil spill clean-up activities affect exposure to VOCs and PAHs and the health

of clean-up workers. Th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check-ups of participants in oil spill clean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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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4년 1월 31일 오전 9시 35분경 전라남도 여

수시 낙포동의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유조선(우

이산 호) 접안 도중 충돌로 인해 원유이송 송유관

이 파손되어 송유관과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926.3 kl~1025.3 kl 상당의 기름(원유 559.9 kl, 납사

334.4 kl, 유성혼합물 32~131 kl 등)이 해상으로 유출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 해양

을 비롯한 여수, 남해, 광양, 하동 일대의 해안가가

오염되었고 오염제거를 위해 인근 주민들이 방제작

업을 실시하였다.

원유는 수많은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미량의 중금

속과 황, 질소, 산소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hydrocarbons;

VOC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olycyclic ar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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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carbons; PAHs)의 일부 물질은 다량 노출될 때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국제 암 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원유를 “Group 3(인체발암성

미분류물질)”로 구분하고 있지만, 원유성분 중 VOCs

와 PAHs 일부 물질은 “Group 1(인체발암물질), Group

2A(인체발암추정물질), Group 2B(인체발암가능물

질)”로 분류3) 하고 있으며, 원유에 노출되었을 때 두

통, 피부염, 눈따가움, 목따가움, 구역질, 어지러움,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4-9)

방제 작업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

원유 중 VOCs와 PAHs는 주로 대기를 통해 인체

에 노출되며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인체에 흡수된 물질들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고 소변을 통해 대사산물이 배설된다.

따라서 원유의 VOCs 및 PAHs의 노출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해 VOCs 노출지표로 잘 알려진 소변 중 벤

젠 대사체(t,t-muconic acid; t,t-MA), 톨루엔 대사체

(hippuric acid; HA), 스티렌 대사체(phenylglyoxylic

acid; PGA, mandelic acid; MA), 자일렌 대사체

(methylhippuric acid; MHA)를 분석하였고,10-13) PAHs

노출지표로는 나프탈렌 대사체(2-naphthol; 2-NAP),

피렌 대사체(1-hydroxypyrene; 1-OHP), 플루오렌 대

사체(2-hydroxyfluorene; 2-HF), 페난스렌 대사체 (1-

hydroxyphenanthrene; 1-HPH)를 분석하였다.14-18) 

VOCs와 PAHs는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인체에 산

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유발하여 DNA와 단

백질, 지질 등의 생체물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9) DNA 손상에 대한 20개 이상의 부가

체들이 알려져 있지만 산화로 인해 변경된 DNA 염

기 생성물과 관련하여서는 민감도와 돌연변이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8-hydroxy-2'-deoxyguanosine(8-

OHdG)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산화적 라디

칼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요 중

8-OHdG 농도를 측정하여 평가하고 있다.20) 또한 지

질이 산화되면 지질과산화 물질(lipid peroxide)이 발

생하게 되고 심각한 세포막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21) 지질의 산화손상지표는 malondialdehyde

(MDA)를 이용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MDA를

thiobarbituric acid(TBA)와 반응시켜 생성되는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TBARS)를 측

정하였다.

기존의 원유 유출사고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는 급

성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질환중심의 설문조사가 대

부분이었고,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 중 최대 규모인

허베이 스피릿 호 유출사고 시 방제작업에 참여에

대해 일부 VOCs와 PAHs 대사체 및 산화손상지표

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을 뿐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조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수 유류유출

사고 방제작업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유출된 유류 성

분 중 VOCs 및 PAHs의 개인 노출정도와 함께 산

화손상지표(TBARS 및 8-OHdG)를 이용하여 노출

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대기 중 VOCs 측정 

2014년 1월 31일 여수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

고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조사를 위해 사고지점으

로부터 2.5 km(신덕선착장), 3 km(신덕마을 내 폐

교), 9 km(만성리 해수욕장) 떨어진 지점에서 2014

년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24시간동안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Tenax TA를 충전한 흡착

관을 이용하여 공기시료를 채취하였고(Fig. 1), 열

탈착 장치(Ultra TD Auto Samplr, Markes)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C-MS, HP 6890/HP 5970, Agilent)

를 이용하여 벤젠 등 56개 물질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원유 유출사고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해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해변방제작업에 참여한 여수시 신덕마을

주민 84명(남자 20명, 여자 64명)을 조사군 (방제 작

업자)으로, 사고지점으로부터 4~8 km 이상 떨어져 유

Fig. 1. Study area and sampling site in oil spill, Ye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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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의한 노출이 없고 방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

은 여수시 상암동 및 만성리 주민 24명을 대조군

으로 하여 총 108명에 대해 조사하였다. 방제 작업

자의 평균 방제작업 시간은 7.39 시간으로 방제작

업을 마친 후 30분 이내에 소변을 채취하였으며,

그 중 20명은 방제작업 전·후 소변을 채취하여 농

도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제 작업자와 비교

군의 평균연령은 각각 63.8±10.4세, 79.1±6.9세로

비교군이 다소 높았는데, 지역 특성상 노령 거주인

구가 많아 동일연령대의 비교군 섭외를 하지 못하

였다.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 참여 및 소변제공 등에 대한 동의

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 및 소변시료를 채취하였다.

3. 연구 방법

방제작업자에게 작업시작 전 연구목적 및 설문조사

내용, 소변시료채취방법 및 유해물질 분석 항목에 대

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 작업 후에 다시 모여 설문조

사 및 소변시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방제

작업 전·후 오염물질 농도 비교를 위해 20명을 선정

하여 방제 작업 전 소변시료를 채취하였다. 설문조사

는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사고 당시 방제작업자

의 노출평가를 위해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서도 이용하였으며,22) 항목은 방제작업 후 인적사항,

흡연여부, 작업시간 및 작업종류, 방제복 착용여부, 악

취관련, 건강증상 등 이었고, 자가기입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소변시료는 방제작업 후 30분 이내에 채취하

였고 호일로 차광된 50 ml conical tube에 즉시 옮겨

담은 후 분석시까지 –20oC에서 보관하였다.

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다환방향족탄화

수소류(PAHs) 대사체 분석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벤젠 대사체(t,t-MA), 톨루

엔 대사체(HA), 스티렌 대사체(PGA, MA), 자일렌

대사체(MHA) 5종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

량분석기(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triple tandem mass detector; HPLC-MS/MS, Agilent

6460, Agilent)로 분석하였고,23) 다환방향족탄화수

소류 중 나프탈렌 대사체(2-NAP), 피렌 대사체(1-

OHP), 플루오렌 대사체(2-HF), 페난스렌 대사체(1-

HPH) 4종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S, Clarus 600T, PerkinElmer)로 분석하였다. 각 물

질별 대사체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분석방법에 준

하여 분석하였고,23) 분석된 VOC 및 PAHs 대사체의

농도는 요중 creatinine 농도로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5. 산화손상지표 분석

DNA 산화손상지표인 8-OHdG는 소변을 solid

phase extraction(SPE) cartridge를 이용하여 정제 및

추출한 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HPLC-MS/MS, Agilent 6410, Agil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24) 그리고 과산화 지질의 대사물질인

MDA를 TBA와 반응시킨 후 액체크로마토그래프/형

광검출기(HPLC-FLD, RRLC Agilent 1200SL series,

Agilent)에 주입하여 TBARS 분석을 통해 지질 과

산화(Lipid peroxidation) 정도를 평가하였다.25) 8-

OHdG 및 TBARS 농도는 요중 creatinine 으로 보

정하여 제시하였다.

6. 통계처리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 ver 9.4를 이용하였고,

VOCs와 PAHs 대사체, 8-OHdG 및 TBARS 농도가

검출한계 미만인 경우 검출한계 1/2 값으로 치환하

여 농도 분석을 하였다. 조사군과 대조군의 대사체

농도값은 대수정규분포를 나타내어 농도값을 로그변

환하여 분석하였다. 농도는 기하평균(기하표준편차)

과 산술평균으로 표시하였으며, 성별, 흡연여부, 방

제작업 여부와 방제 작업자와 대조군의 유해물질 대

사체 농도수준을 Student t-test 방법으로 비교분석하

였다. 그리고 일부 방제 작업자에 대한 방제 작업

전·후의 농도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각

물질별 상관성은 로그변환 농도값을 상관분석하여

평가하였고, VOCs와 PAHs 대사체 로그변환 농도값

를 연령, 성별, 흡연여부, 방제작업 여부로 보정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8-OHdG 및 TBARS 농도

와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기 중 VOCs 측정 결과

사고 7일 뒤 사고지점으로부터 3 km 이내에 위

치한 신덕선착장과 신덕마을내 폐교의 대기 중 벤

젠 농도는 각각 0.22 ppb, 0.23 ppb로 대기환경기

준(1.54 ppb)이내였으며, 9 km 떨어진 만성리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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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장(0.28 ppb)보다 낮았다. 그 외 사고지점 인근

의 대기 중 톨루엔, 스티렌, 자일렌 등의 농도는 만

성리해수욕장 측정값과 비교하여 조금 높거나 비슷

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방제작업 당시의 대기

중 VOCs 농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고지점

으로부터 9.8 km 떨어진 여수 중흥동 광화학대기오

염물질측정망(Photochemical Assessment Monitoring

Stations ; PAMS)의 2월 4일 농도와 비교하였을 때

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Table 1).

2. 설문조사

방제 작업자의 설문조사 결과 작업시 모두 방제복,

장갑, 장화, 마스크를 100% 착용하였으며 평균 작

업시간은 7.39±0.8 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2).

방제 작업자 모두 작업도중 또는 작업 후 두 종류

이상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증상

은 눈따가움 77명(91.7%), 두통 73명(86.9%), 어지

러움 62명(73.8%), 목따가움 61명(72.6%), 구역질

50명(59.5%), 팔·다리·허리통증 30명(35.7%), 피부염

18명(21.4%) 등 이었다(Table 2). 

3. VOCs, PAHs 대사체 및 산화손상지표 농도

소변 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WHO에서 정한 적합

범위(0.3~3.0 g/L)25)를 벗어난 대상자는 제외하고 방

제작업 참여자 71명(남 17명, 여 54명)과 대조군 21

명(남 10명, 여 11명)의 VOCs 및 PAHs 대사체와 산

화손상지표의 기하평균 농도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작

업 후의 소변시료 분석 결과 방제 작업자가 대조군

보다 벤젠의 대사체인 t,t-MA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

고(p<0.01), 톨루엔 대사체인 HA는 이와 반대로 대

조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그 외 스

Table 1. Concentration of atmospheric volatile organic hydrocarbons (unit : ppb)

Sinduk 

wharf

Close-down 

school

Mansung-ri

beach

PAMS

‘14.1.31. ‘14.2.1 14.2.4.

Benzene 0.22 0.23 0.28 1.5 4.3 0.3

Toluene 0.45 0.47 0.22 1.6 2.0 0.6

Ethylbenzene 0.09 0.07 0.04 0.6 1.2 0.1

m,p-Xylene 0.17 0.13 0.08 0.8 1.7 0.1

Styrene 0.01 0.02 0.01 0.0 0.1 0.0

o-Xylene 0.06 0.05 0.03 0.4 0.6 0.1

 ※Sinduk wharf : 2.5 km from the oil spill point

 Close-down school(Sinduk) : 3 km from the oil spill point

 Mansung-ri beach : 9 km from the oil spill point

 PAMS(Jungheung-dong, Yeosu-si) : 9.8 km from the oil spill point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in the oil spill,

Yeosu, 2014

Clean-up 

workers

(persons (%))

Controls

(persons 

(%))

Gender

Male 20 (23.8) 12 (50.0)

Female 64 (76.2) 12 (50.0)

Age (mean±SD) 63.8±10.4 79.1±6.9

Smoking Status

Smoker 7 (8.3) 5 (20.8)

Non-smoker 77 (91.7) 19 (79.2)

Working time of clean-up 

activities
7.39±0.8 -

Protective clothing

Protection suit 84 (100.0) -

Gloves 84 (100.0) -

Mask 84 (100.0) -

Boots 84 (100.0) -

Principal symptoms

Headache 73 (86.9) -

Nausea 50 (59.5) -

Eye irritation 77 (91.7) -

Sore throat 61 (72.6) -

Pain of arms, legs and waist 30 (35.7) -

Skin rash 18 (21.4) -

Dizziness 62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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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렌 및 자일렌 대사체인 PGA, MA, MHA 농도는

방제 작업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산화손상지표 중 TBARS는 방제 작업

자, 8-OHdG는 대조군에서 농도가 더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각각 p>0.05,

p>0.05)(Table 3).

4. 방제 작업시작 전, 작업 후의 VOCs, PAHs 대

사체 및 산화손상지표 농도 비교

방제 작업자의 작업 시작 전과 후의 소변을 받아

VOCs와 PAHs 대사체 및 TBARS, 8-OHdG를 분

석한 결과, VOCs 대사체 중 t,t-MA(p<0.01), PGA

(p<0.01), MA(p<0.01), MHA(p<0.01)와 PAHs 대

사체 중 2-HF(p<0.01), 1-HPH(p<0.01)의 작업 후

소변 농도가 증가하였고, 작업 시작 전 농도와 비

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BARS 농도도 작

업 전보다 작업 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HA, 2-NAP 농도는 방제작업 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각각 p<0.01,

p<0.05), 8-OHdG 농도도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진 않았다(Table 4). 

5. VOCs, PAHs 대사체와 산화손상지표의 상관

성 분석

방제 작업 전·후의 산화손상지표(TBARS, 8-OHdG)

농도와 VOCs, PAHs 대사체 농도의 상관분석 결과

TBARS 농도는 t,t-MA, MHA 농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0.01)를 보였고, PGA, MA, 1-OHP, 2-

HF, 1-HPH 농도와는 유의하진 않았으나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8-OHdG 농도는 대부분의 VOCs,

PAHs 대사체 농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2-HF, 1-HPH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p<0.05)(Table 5). 

Table 3. Concentration of urinary VOCs metabolites, PAHs metabolites and Oxidative stress markers

LOD※

(mg/L)

Clean-up workers Controls
p-value

N G.M.(GSD)※ A.M.※ N G.M.(GSD) A,M.

VOCs

metabolite

t,t-muconic acid 

(µg/g_cr)
2.329 69 98.19(1.83) 118.93 21 48.47(1.76) 57.42 0.000

hippuric acid

(mg/g_cr)
0.006 68 155.07(2.83) 234.25 21 283.46(2.59) 379.61 0.006

phenylglyoxylic acid

(µg/g_cr)
1.215 69 338.50(1.95) 414.53 21 292.43(1.54) 324.15 0.186

mandelic acid

(µg/g_cr)
1.264 69 318.74(1.62) 364.16 21 257.86(1.51) 279.56 0.143

methylhippuric acid

(µg/g_cr)
1.988 69 441.90(1.68) 513.35 21 347.47(1.94) 424.02 0.273

PAHs

metabolite

2-naphthol

(µg/g_cr)
0.045 62 3.59(3.36) 7.26 16 3.71(4.11) 16.56 0.459

1-hydroxypyrene

(µg/g_cr)
0.014 62 0.27(1.52) 0.30 17 0.33(1.59) 0.37 0.097

2-hydroxyfluorene

(µg/g_cr)
0.025 62 0.45(1.95) 0.59 17 0.31(1.99) 0.40 0.197

1-hydroxyphenanthrene

(µg/g_cr)
0.035 62 0.21(1.70) 0.24 17 0.21(2.21) 0.27 0.504

Oxidative

stress

marker

TBARS

(μmol/g_creatinine)

0.006

(μmol/l)
64 3.28(1.41) 3.48 20 2.67(1.55) 2.92 0.088

8-OHdG

(µg/g_cr)
0.013 64 3.63(2.28) 4.92 20 4.24(2.44) 6.20 0.267

※LOD: limit of detection, G.M. : geometric mean, GSD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A.M. : Arithmetic mean

p-value calculated using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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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화손상지표의 영향요인 분석

성별, 나이, 흡연여부, 방제박업 참여여부, VOCs

및 PAHs 대사체 농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산화손상

지표인 TBARS와 8-OHdG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BARS 농도는 벤젠의 대

사체인 t,t-MA 농도(β=0.183, p<0.05)에 유의한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8-OHdG 농도

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항목이 나타나지 않아 8-

OHdG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Table 7). 

Table 4. Urinary concentration of VOCs and PAHs metabolites in volunteers before and after clean-up activity

Clean-up workers

G.M.(GSD) (Range) p-value

VOCs

metabolites

t,t-MA

(µg/g-cr)

before 33.39(2.02) (20.67, 349.25)
0.010

after 127.24(1.89) (50.33, 379.09)

HA

(mg/g-cr)

before 277.81(2.00) (94.98, 686.19)
0.007

after 188.76(2.37) (22.18, 525.02)

PGA

(µg/g-cr)

before 249.59(1.61) (136.57, 850.46)
0.003

after 397.71(1.63) (189.62, 1228.18)

MA

(µg/g-cr)

before 229.77(1.64) (124.56, 956.60)
0.010

after 349.40(1.55) (162.14, 908.32)

MHA

(µg/g-cr)

before 216.25(1.53) (87.77, 381.25)
0.001

after 385.88(1.51) (133.45, 712.60)

PAHs

Metabolites

2-NAP

(µg/g-cr)

before 12.88(3.85) (0.86, 117.33)
0.026

after 5.68(3.20) (0.74, 71.02)

1-OHP

(µg/g-cr)

before 0.27(1.47) (0.13, 0.62)
0.395

after 0.30(1.58) (0.15, 0.63)

2-HF

(µg/g-cr)

before 0.26(1.41) (0.15, 0.45)
0.001

after 0.54(1.61) (0.30, 1.40)

1-HPH

(µg/g-cr)

before 0.17(1.70) (0.06, 0.40)
0.001

after 0.26(1.53) (0.14, 0.49)

Oxidative

Stress

Marker

TBARS

(μmol/g-cr)

before 2.22(1.43) (1.06, 3.49)
0.026

after 3.29(1.33) (2.15, 6.54)

8-OHdG

(µg/g-cr)

before 4.24(2.11) (1.38, 17.13)
0.239

after 3.03(1.98) (1.05, 10.07)

※G.M. : geometric mean, GSD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p-value calculated using paired t-test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VOCs and PAHs metabolites concentration in urine with TBARS and 8-OHdG levels

<clean-up activity>

t,t-MA HA PGA MA MHA 2-NAP 1-OHP 2-HF 1-HPH

TBARS

(μmol/g)

before 0.571** -0.158 0.196 0.325 0.628** -0.550** 0.124 0.345 0.173

after 0.264 0.001 -0.131 -0.146 0.082 -0.346 -0.088 -0.020 -0.271

8-OHdG

(µg/g)

before -0.146 -0.308 -0.248 -0.344 -0.100 0.103 -0.240 -0.373* -0.458*

after 0.081 -0.342 -0.433 -0.536* 0.232 -0.002 -0.120 -0.304 -0.390

※*p<0.05, ** p<0.01

t,t-MA : t,t-muconic acid, HA : hippuric acid, PGA : phenylglyoxylic acid, MA : mandelic acid, MHA : methylhippuric acid,

2-NAP : 2-naphthol, 1-OHP : 1-hydroxypyrene, 2-HF : 2-hydroxyfluorene, 1-HPH : 1-hydroxyphenanth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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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원유에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가벼운 분자량을 가진 물질들은 휘발되어 바

람 등을 통해 이동·확산된다. 실제 사고 당일 및 사

고 1일 뒤 사고지점으로부터 9.8 km 떨어진 광화학

유해오염물질측정망에서 측정된 VOCs 농도는 사고

전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고 4일 뒤(2월 4일)에는 이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사고로 인해 지역주민

은 유출된 원유의 성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사고 7일 후 사고지점에서 2.6 km 떨어

진 마을에서 대기 중 VOCs는 사고의 영향이 없는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사고 일주일 이후 생활

속에서의 추가적인 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고가 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해안에 유

출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참여하여 현장에

서의 오염물질 노출은 계속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해양원유 유출사고 중 가장 큰 규모

의 사고는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

릿호에 의한 사고로 12,547 kl(약 10,900 톤)의 원유

가 해양으로 유출된 사고이다. 사고 이후 2008년 7

월 4일까지 방제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총 2,122,296

명으로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군인, 경찰 등이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고, 초기 방제작업자들은 급박한 상

황에서 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19) 방제 작업 참여자는 원유의 수많은 독

성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다양한 증상

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해양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건강영향 관련 연구는

대부분 주민과 방제작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한 급성건강영향에 관한 단면조사(cross-

sectional study)였다.8,27-33) 방제작업에 참여자들에서

나타난 주요 증상은 두통, 피부자극, 눈자극, 호흡기

문제, 구역질, 메스꺼움, 전신피로감 등으로 원유 속

독성물질의 급성노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

구에서 방제 작업자는 모두 방제작업 이후에 두 가

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였고, 주요 증상은 두통, 구

역질, 눈 따가움, 목 따가움, 다리 및 허리 통증, 피

부염, 어지러움 등 이었으며 국내 및 외국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VOCs는 탄소로 이루어진 유해 화합물로 주로 호

흡과 피부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80% 정도가 소변으로 배출된다. 벤젠은 t,t-MA,

톨루엔은 HA, 스티렌은 PGA, MA, 자일렌은 MHA

에 대해 분석하여 인체노출량을 평가하고 있다.10-13)

Table 6.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TBARS

in urine

β S.E. T p-value

Sex 0.144 0.105 1.365 0.177

Smoking -0.265 0.166 -1.598 0.115

Age 0.007 0.005 1.405 0.165

Clean-up activity -0.248 0.138 -1.794 0.078

t,t-muconic acid 0.183 0.074 2.473 0.016

hippuric acid 0.073 0.038 1.903 0.062

phenylglyoxylic acid 0.056 0.086 0.649 0.519

mandelic acid -0.012 0.118 -0.099 0.922

methylhippuric acid -0.061 0.098 -0.627 0.533

2-naphthol -0.082 0.037 -2.238 0.029

1-hydroxypyrene 0.054 0.134 0.401 0.690

2-hydroxyfluorene 0.030 0.090 0.337 0.737

1-hydroxyphenanthrene 0.049 0.083 0.586 0.560

* β: Regression coefficient, †S.E.(β): Standard error of

regression coefficient, ‡T: β/S.E.(β), 

Sex: male and female, Smoking: smoker and nonsmoker,

Age: year, Cleanup activity: yes and no

Table 7.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8-OHdG

in urine

β* S.E.(β)† T‡ p-value

Sex 0.085 0.274 0.310 0.758

Smoking -0.504 0.431 -1.171 0.246

Age 0.006 0.013 0.456 0.650

Clean-up activity 0.262 0.359 0.729 0.469

t,t-muconic acid 0.097 0.192 0.507 0.614

hippuric acid -0.170 0.099 -1.714 0.092

phenylglyoxylic acid 0.250 0.223 1.118 0.268

mandelic acid -0.615 0.306 -2.010 0.049

methylhippuric acid -0.004 0.254 -0.014 0.989

2-naphthol -0.087 0.096 -0.911 0.366

1-hydroxypyrene 0.627 0.348 1.801 0.077

2-hydroxyfluorene 0.107 0.233 0.457 0.649

1-hydroxyphenanthrene -0.155 0.216 -0.715 0.478

* β: Regression coefficient, †S.E.(β): Standard error of

regression coefficient, ‡T: β/S.E.(β), 

Sex: male and female, Smoking: smoker and nonsmoker,

Age: year, Cleanup activity: yes and no



392 김근배 · 강택신 · 윤미라 · 조혜정 · 주영경 · 유승도 · 이보은

J Environ Health Sci 2016; 42(6): 385-395 http://www.kseh.org/

PAHs는 여러 개의 벤젠고리를 가진 탄화수소로 주

로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며 증기압이

낮아 인체 노출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호흡,

피부, 음식섭취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체내에서 나

프탈렌은 2-NAP, 피렌은 1-OHP, 플루오렌은 2-HF,

페난스렌은 1-HPH 등으로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

된다.14-18) VOCs 중 벤젠의 반감기는 5시간,34) 톨루

엔의 반감기는 2-3시간,35) 스티렌의 반감기는 13시

간,36) 자일렌의 반감기는 58시간37)으로 알려졌고,

PAHs 중 나프탈렌의 반감기는 46시간,38) 피렌의 반

감기는 18시간,39) 플루오렌의 반감기는 4시간,40) 페

난스렌의 대사체40)는 6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원유방제 작업자의 VOCs 및 PAHs 노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작업 후 30분 이내에 소변을

채취하여 각 물질들의 대사체를 분석하였다. 대부분

방제 작업자의 작업이후 대사체의 농도는 대조군보

다 높았다. 벤젠 대사체(t,t-MA 98.19 µg/g_cr), 에틸

벤젠 대사체(PGA 0.34 mg/g_cr, MA 0.32 mg/g_cr),

자일렌 대사체(MHA 0.44 mg/g_cr) 농도가 대조군

보다 높았으며, 벤젠 대사체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p<0.001). PAHs 중 플루오렌의 대사

체인 2-HF 농도도 0.45 µg/g_cr으로 대조군(0.31 µg/

g_cr)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하여

Lee 등이 조사한 방제작업 자원봉사자의 요 중 HA

농도 0.14 g/g_cr, 2-NAP 농도 1.31 µg/g_cr, 1-OHP

농도 0.11 µg/g_cr에 비하여 높았으나,19) 1993년 영

국 브레이어호 원유유출 사고발생 8일 후 조사한 주

민의 요 중 HA 농도(0.18~0.81 g/g cr)보다는 낮았

다.28) 그리고 허베이 스피릿호 사고에서 Lee 등이

조사한 2-NAP, 1-OHP 농도(각각 4.1 µg/g_cr, 0.7 µg/

g_cr)와 비교하였을 때 2-NAP 농도는 조금 낮았으

며, 1-OHP 농도는 다소 높았다.41) 전반적으로 본 연

구대상인 방제 작업자의 VOCs 및 PAHs 대사체의

농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농도(t,t-MA 49.8 µg/g_cr, PGA 0.26 mg/g_cr,

MA 0.26 mg/g_cr, MHA 0.40 mg/g_cr)4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HA, 2-NAP, 1-OHP 농도는 한국인

95% tile 농도(각각 0.8 g/g_cr, 21.1 µg/g_cr, 0.6 µg/

g_cr)42) 이내의 수준이었고 대조군이 더 높게 나타

났다. 실제 이들 대사체와 관련된 오염물질은 환경

노출 이외에 성별 및 연령차이, 음식·료 섭취, 흡연

등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조사

시점의 대기 중 VOCs 농도가 낮았던 점, 그리고 참

여자의 연령이 고령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방제

작업 당시의 개별 노출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판단된다. Konjin 등은 HA는 낮은 농도의 톨

루엔 노출의 경우 평가에 적절한 생체지표가 아니라

고 기술하였고,43) Nise는 톨루엔 노출수준이 200

mg/㎥미만일때 HA가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부적합

하다고 제시한44) 바 있어 대조지역에의 농도에 대한

해석과 향후 이러한 연구에서 다른 지표의 이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방제 작업자는 작업 후 VOCs 중 벤젠, 스티렌, 자

일렌 대사체와 PAHs 중 피렌, 플루오렌, 페난스렌 대

사체의 농도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피렌 대사

체인 1-OHP를 제외한 조사된 모든 물질에서 유의하

였다. 이는 Ha 등이 연구45)한 방제작업 참여자의 작

업 전·후 노출수준의 변화와 유사하여 방제작업으로

인해 원유에 함유된 많은 양의 VOCs 및 PAHs에 노

출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조사시점이 사고 7일 뒤임을 감안할 때

연구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사고 이후 계속 방제작업

에 참여하여 기간 동안 계속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과 관

련되어 조사한 TBARS 농도는 방제 작업자 3.28

μmol/g_cr, 대조군 2.67 μmol/g_cr로 방제 작업자가

높았으나 8-OHdG 농도는 방제 작업자 3.63 µg/g_cr,

대조군 4.24 µg/g_cr로 대조군이 높게 나타났다. Lee

등19)이 조사한 이전 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유출사고

방제작업 자원봉사자의 요 중 TBARS 농도는 3.59

μmol/g_cr과 비슷하였으나 8-OHdG 농도(11.23 µg/

g_cr)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는 방제 작업자의 t,t-MA와 MHA농도만이 지질 과

산화 지표인 TBARS 농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성을 보였고(p<0.01), 혼란변수를 보정한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t,t-MA 농도가 TBARS 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5), 방제

작업 참여시에는 벤젠 노출에 대한 급성 건강영향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DNA 손

상지표인 8-OHdG는 VOCs와 PAHs 대사체 모두 관

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도 특

이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Lee 등19)의 이전조사에

서 2-naphthol 농도와 TBARS 농도, 1-OHP 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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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OHdG 농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유출원유의

성분, 방제복 착용여부, 방제작업시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며,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 발생초기의 방제작업자의 자료와 본 연구결과

는 유출사고 작업자에 대한 초기 건강영향평가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원유 유출사고 지역과 비교지역에서 사

고 후 대기 중 VOCs 농도는 측정을 통해 오염수준

을 확인하였으나 PAHs는 측정하지 못하였고, 조사

참여자들이 사고이후 방제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였는지에 대한 조사 미실시와 각 오염물질의 반감기

를 고려한 연속적인 시료채취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사자의

VOCs 중 벤젠, 스티렌, 자일렌, PAHs 중 피렌, 플

루오렌, 페난스렌 대사체의 농도가 우리나라 일반 국

민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작업 이후 유의하게 농도

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방제 작업에 의해 VOCs

및 PAHs 노출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유해물질 노출이 지질 산화손상지표 농도 증

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의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여수에서 발생한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방제작

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VOCs 및 PAHs 대사체 농도

는 방제작업 이후 톨루엔과 나프탈렌 대사체를 제외

하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변 중 대사체 농도는 미국 등 국

외의 권고기준 보다 낮아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수준

은 아니었으나 벤젠의 소변 중 대사체인 t,t-MA 농

도가 산화손상지표인 TBARS 농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VOCs

및 PAHs 대사체 농도가 TBARS 농도와 양의 상관

성을 보였다. 향후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노출 및 건강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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