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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법 확립

○ LC/MS/MS를 이용한 해수와 퇴적물 중의 잔류 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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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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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방오제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가능

▶ 신구방오제의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기법 확보

▶ 신구방오제의 미세조류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 국제적 규제의 대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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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산업적 측면

▶ 친환경 방오제 및 방오도료 개발 촉진

▶ 환경 피해 예측 및 대비로 환경비용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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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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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방오제에 대한 해양생물의 독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방오제 독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종-민감도 분포를 분석하

여 방오제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응용하면 다른 오염

원에 대한 관리 방안구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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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서론

1절. 연구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

1. 국내외 방오제 규제 현황

▶ 미국

○ EPA는 유기주석 방오제만을 대상으로 특별법인 『유기주석방오제관리법

(Organotin Antifouling Paints Control Act, OAPCA)』을 1988년에 제정.

▶ 캐나다

○ 1987년부터 규제시작. 농약법 제 4조에 의거하여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모든

방오제는 등록을 명시.

○ ARET 자발적인 규제 프로그램 제정.

2000년까지 유해물질 117가지를 90%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TBT 포함).

▶ 영국

○ 1988년 TBT 용출을 3~5μL L-1로 규제.

○ 1991년 2μL L-1 이하 TBT 용출을 규제.

○ 현재 연안보호를 위하여 TBT 물질의 선체 사용 및 잔존금지.

▶ 호주

○ 1993년 해상의 TBT 사용 규제실시.

(25m 이하 선박의 TBT 사용규제, 25m 초과 선박은 용출을 규제)

▶ 한국

○ 1999년 환경부 고시 1999-141호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근거로 규제시작

“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혼합물질”과

“수산화트리아릴주석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 이상 함유하고 있는 혼합물질”로

정의.

○ 2001년부터 국내 연안선에 대해 TBT 도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

○ 외항선에 대한 규제는 IMO 규제 결정 사항(2003년 이후)에 동참.

○ 대한민국도 Antifouling System(AFS) 2008년 9월부터 AFS 협약 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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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구방오제로 인한 해양오염의 심각성

가. 구방오제의 유해성

▶ TBT의 유해성

생물 영향
농도

(㎍ L-1)

미생물

Bacteria

Bacteria

Photobacterium phosphoreum

bactericidal threshold

bacteriostatic threshold

EC50, 5분

4400-8800

880-4400

17.08

식물

플랑크톤

Tetraselmis suesca

Ankistrodesmus falcatus

Pavova lutheri

Skeletonema costatum

Lac Ontario microalgae

Thalassiosira pseudonana

Skeletonema costatum

Skeletonema costatum

Dunaliella tertiolecta

Pavlova lutheri

algistatic, 5d

IC50(productivity inhibition)

2일내 치사

LC50, 96h

IC50(productivity inhibition)

LC50, 72h(성장에 영향)

LC50, 72h(성장에 영향)

algistatic

세포분열감소

영향없음

550-980

20

4.6

3.8

3

1.03

0.33

0.1

0.01

0.0001

동물

플랑크톤

Artemia salina

Barchionus plicatillis

Orchestia traskiana

Gammarus sp.(adult)

Daphnia magna

Gammarus oceanicus(larva)

Nitrocra spinipes

Acarlia tonsa

Eurytemora affinis

Acanthomysis sculpta

Gammarus oceanicus

LC50, 24h

LC50, 24h

치사

LC50, 96h

역주광성, 96-144h

LC50, 8주

LC50, 96h

LC50, 96h

LC50, 72h

LC50, 96h

산란감소

124

74

15

5.3

4.4

2.7

2

1

0.6

0.4

0.3

Acanthomysis sculpta 성장감소 0.3

Gammarus oceanicus(유충) 생존감소 0.24

Acathomysis sculpta 생식에 유해한 영향 0.15

Acarlia tonsa 6일내 치사 0.024

Acanthomysis sculpta 산란감소 0.01

Acarlia tonsa 산란감소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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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영향
농도

(㎍ L-1)

연체동물

Mytilus edulis (성체) LC50, 96h 34
Ostrea edulis(성체) LC50, 48h 3.3
Crassostrea virginica(성체) LC50, 30d 2.4
Venerupis deccussata(spat) 7주후 성장정지 2.4
Mytilus edulis(유충) LC50, 48h 2.3
Crassostrea virginica 성장감소 1.9
Crassostrea gigas(유충) LC50, 48h 1.5
Crassostrea gigas(juvenile) 성장정지 1.5
Mercenaria mercenaria LC100, 7d 1
Mytilus edulis(성체) LC50, 66d 0.95
Crassostrea gigas(배) 비정상적 발달 0.9
Crassostrea virginica 림프에 유해한 영향 0.5
Mytilus edulis(juvenile) 7일이내에 성장감소 0.4
Ostrea edulis(성체) 성전환 방해 0.24
Venerupis deccussala(spat) 7주후 성장 50% 감소 0.24
Crassostrea gigas(성체) LC50, 48h 0.22
Crassostrea gigas 껍질의 이상발달 0.2
Mytilus edulis(유생) LC50, 15d 0.1
Ostrea edulis(juvenile) 20일후 성장 50% 감소 0.05
Crassostrea gigas(juvenile) O2소비 저해 0.05
Crassostrea gigas(유생) 100% 치사 0.047
Lyriinae sp. 난소생성 저해 0.024
Crassostrea gigas(배) 비정상적인 유생의 발달 0.023
Ostrea edulis(spat) 성장저해 0.02
Crasstrea gigas(juvenile) 성장률의 지연 0.02
Crasstrea gigas(유생) 치사 0.017
Mercenaria mercenaria 성장저해 0.01
Mercenaria mercenaria 발 발달의 저해 0.003
I lyanassa obsoleta 임포섹스 0.002
Crassostrea sp. 껍질의 형태학적 기형 0.002
Lyriinae sp. 임포섹스 0.0013
Mercenaria mercenaria(유생) 수영 저해 0.0007

환형동물
Neanthes japonica LC50, 96h 5
Arenicola cristata 수정 저해 5

갑각류

Hemigapsus nudus(zoea) 6.2일동안 50% 생존 23
Homarus americanus(유생) 24시간내에 100% 치사 19
Palaemonetes pugio LC50, 96h 19
Carcinus maenas(유생) LC50, 96h 9.3
Hmarus americanus(유생) 생장지연 9.3
Carcinus crangon(성체) LC50, 96h 6.6
Carcinus crangon LC50, 96h 1.5
Uca pugilator 사지의 재생 저지 0.5
Uca pugilator 형태학적 기형 0.5

극피동물

Ophioderma brevispina 55% 재생 저해 0.5
Anthocidaris crasispina 비정상적 발생 0.33
Ophioderma brevispina 생식에 유해한 영향 0.1
Ophioderma brevispina 팔의 재생의 저해 지표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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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영향
농도

(㎍ L-1)

어류

Dicentrarchus lavrax LC50, 96h 64
Fundulus heteroclitus LC50, 96h 23.8
Brevoortia avoidance 15
Agonus cataphractus LC50, 96h 15
Menidea menidia LC50, 96h 8.9
Menidia beryllina(유생) LC50, 72h 4.4
Brevoortia tyrannus LC50, 96h 4.1
Chasmichthys dolichognathus LC50, 96h 4
Salmo gairdneri 효소에 영향 4
Fundulus heteroclitus avoidance 3.7
Grudlla punctata(juvenile) LC50, 96h 3.2
Fundulus heteroclitus 배의 생존율 30% 감소 2.7
Pagrus major(juvenile) LC50, 96h 2.6
P imephales promelas LC50, 96h 2.6
Oncorhynchus gorbuscha LC50, 96h 1.5
Pagrus major tymus atrophy 1
Paralichthys dolichognathus tymus atrophy 1
Chasmichthys dolichognathus tymus atrophy 1
Cyprinodon variegatus LC50, 21d 0.88
P imephales promelas 조직의 파괴 0.8
Morone sp. 생존율, 지방, 키의 감소 0.77
Salmo gairdneri 조직의 파괴 0.6
Brevoortia sp. 성장감소 0.1
Chasmichthys dolchognathus 생식선의 발달 저해 0.1
Brevoortia tyrannus 적혈구의 감소 0.1
P imephales promelas 영향없음 0.08
Lebistes reticulatus tymus atrophy 0.032
Fundulus geteroclitus 담즙세포장애
Fundulus geteroclitus 아가미 상피의 분리
Fundulus geteroclitus 분비액의 활성화
Fundulus geteroclitus 각막의 손상
Fundulus geteroclitus 심장의 기형
Fundulus geteroclitus microphtalmia
Fundulus geteroclitus anophtalmia
Salmo gairdneri 빈혈
Salmo gairdneri 아가미 상피의 손상
Salmo gairdneri 간의 비대화
Salmo gairdneri 글리코겐의 환원

자료 : IMO, Harmful effect of the use of antifouling paints for ship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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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ng Sn L-1) 영향

0.4 식물성․동물성플랑크톤에 영향이 없음

0.5 복족류에 임포섹스 유발

0.8 쌍각조개의 기형적 석회화에 영향을 주지 않음

8.0 쌍각조개의 생식에 영향을 주지 않음

400-4000 어류의 생식에 영향

400-40000 어류행동의 변형

TBT에 대한 역치농도 

자료 : WWF, Tributyltin; The case for virtual elimination in Canada, 1999

▶ 아산화동의 유해성

○ 효소의 활성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필요 이상 투입될 경우 막의 활성의 저해.

○ 세포내 칼륨 농도를 저하 및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

○ 광합성 색소 및 지질의 생합성을 방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침.

○ 1 ㎍ L-11 이하의 농도에서 해양과 담수조류의 증식을 억제.

○ TBT보다 환경적으로 안전하나 방오의 효능이 떨어져 효능촉진제와 같이 사용.

나. 신방오제의 유해성

▶ 미세조류, 육생 식물, 어류 및 성게 수정란에 대한 독성이 보고됨.

▶ Zinc pyrithione는 해양미세조류에 대해 1,300 ng L-1, Copper pyrithione는 630 ng L-1에서

NOEC 값이 보고됨.

▶ 빠르게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잔류분석이 곤란(해수에서 20 ng L-1 이하).

▶ TBT의 규제로 아산화동과 혼합사용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환경 잔류 농도 및 여러

생물종에 대한 영향을 평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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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촉진제 영 향

+Triazine ㅇ식물의 광합성 억제

Isothiazolone

ㅇ눈의 염증

ㅇ인체의 호흡곤란

ㅇ인체의 접촉피부염

Diuron

ㅇ식물의 광합성 억제

ㅇ발암성

ㅇ어류의 기형유발

Dithiocarbarmate

ㅇ어류 및 쥐(rats)의 기형유발

ㅇ어류의 Leucopenia

ㅇ미생물의 중금속 흡수 촉진

ㅇ쥐(mice)의 종양 및 정자 기형유발

Zinc pyrithione

ㅇ인체의 피부염

ㅇ포유류의 세포성장 억제

ㅇ어류의 기형유발

ㅇ곰팡이의 생체막내 물질이동 억제

ㅇ토끼의 전신마비증상

ㅇ돌연변이 가능성

Dichlofluanid ㅇ발암성/돌연변이

Chlorothalonil ㅇ물벼룩의 생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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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오제 물질 등록시 요구사항

▶ 미국

40 CFR 158 subpart W Antimicrobials Data Requirement에 명시.

① 화학적 성질, ② 물리․화학적 특성, ③ 기능, 작용 및 취급방법, ④ 분석방법,

⑤ 제품의 효능성, ⑥ 환경내 거동, ⑦ 생태독성, ⑧ 잔류물 화학, ⑨ 독성,

⑩ 인체노출

▶ EU

2000년 5월부터 시행중인 Biocidal Products Directive( 98/8/EC)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를 자국법내 관련규정에 적용.

약어 정리

A : 주요한 자료로 항상 요구 ♠ :
성분이 치환된 상품에 대한 자료가

항상 요구

C : 조건에 따라 요구 @ :
활성 물질에 대한 CAS 번호와

IUPAC 명이 요구

NR : 필요하지 않음 CL : 분류와 라벨

* :
불순도와 성분이 치환된 상품에

대한 자료가 조건에 따라 요구
ae : 호기성

♣ : 불순도가 항상 요구 ana : 혐기성

∮ : 불순도가 조건에 따라 요구 I :
인간과 동물, 환경의 노출에

대한 요구 자료는 현재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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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성질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활성 물질의 승인

상용명칭 AI A A IUPAC 화학명 AI A A

CAS & EEC No AI A A 실험식, 구조식, 분자량 AI A A

trade name AI A NR 제법 (formulation) AI A A

순도 (purity) AI A A 불순물과 중독성 확인 AI A A

제조자명 AI A A 신청자명 AI A A

국가내 특허의 현황 AI 강도 및 농도

다른 나라나 다른

용도로 인증을 받은

물질에 대한 정보

AI

Annex Ⅶ A to

Directive 92 / 32 /

EEC 에 의거한 노출자

료

AI A

천연 활성 물질의 출처 AI 제조자의 code 번호 AI

제조시 원료의 특징 AI A 보증되는 최소 농도 AI

독성이 우려되는

불순물의 형성에 관한

검토의견

AI A

살충용 제품의 승인

trade name BP A A 구성 물질 BP A ACL

물리적 상태 BP A ACL 신청자명 BP A A

제조자의 주소․전화번호

․fax 번호
BP A

활성 물질 이외의 물질

의 CAS No․상용명
BP A A

제조자명 BP A A 담당자 BP

국가의 배급자 BP referenced submissions BP

포장의 크기 BP 라벨의 초안 BP

원료물질의 설명 BP A 생산 공정의 설명 BP A

제법과정․불순물형성에

대한 설명
B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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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 물리적 특성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색깔
AI A A

물리적 상태
AI A A

BP A A BP A

냄새
AI A NR

pH
AI A NR

BP NR BP A A

밀도
AI A NR UV-visible․IR․

NMR․Mass Spectra

AI A A

BP A A BP NR

녹는점
AI C A

끓는점
AI C A

BP NR BP NR

증기압
AI A A pH와 온도에 따른 물에

대한 용해도

AI A A

BP NR BP NR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
AI A C pH에 따른 옥탄올-물

의 분배계수

AI A A

BP NR BP NR

물에서의 해리상수
AI A NR

열적 안정도
AI A A

BP NR BP A

대기 중 안정도
AI A C 온도에 따라 금속이온

이나 햇빛 존재하의 안정도

AI A NR

BP NR BP A

점도
AI A NR 유전파괴전압 (dielectric

breakdown voltage)

AI NR

BP C NR BP C NR

산화의 특성
AI C ACL

인화성
AI C ACL

BP C ACL BP C ACL

폭발성
AI C ACL 보관의 안정도 혹은

반응에 사용되는

용매 에서의 안정도

AI C NR

BP C ACL BP A A

부식의 특성
AI A ACL

용기에 대한 반응성
AI A A

BP A ACL BP C A

물이나 다른 용매에

대한 제품의 혼화성

이나 부유성

AI C NR
발화점

AI C A

BP C ACL BP C A

습윤성 (wettability)
AI NR NR 지속적 발포성, 유동성,

주입성, 집진성

AI A

BP NR A BP A



- 10 -

▶ 기능, 작용과 취급방법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기능

AI A A

표적생물에 대한 작용

AI A A

BP A ACL BP A ACL

사용분야

AI A A

방제대상 해충 / 대상생물

AI A A

BP A ACL BP A ACL

보호되어야 할 제품

AI A A
처리면적․부피․중량․

농도당 적용률

AI NR A

BP A ACL BP A ACL

사용되는 물질 중 활성

물질의 농도

AI A NR

사용시간 및 지속기간

AI NR NR

BP A NR BP A ACL

사용간격

AI NR NR

사용자에 대한 지침

AI NR NR

BP A ACL BP A ACL

부지의 선정 및 적용 방법

AI NR NR

포장의 종류

AI NR A

BP A ACL BP A ACL

사용기구의 세척방법

AI NR NR
취급․보관․운송의

방법 및 주의사항

AI NR A

BP A ACL BP A ACL

사고시 응급처치법

AI NR A
내성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AI A

BP A ACL BP A

매년 시장에 유입되는 양

AI A

제품의 최종처리방법

AI

BP NR BP

포장크기

AI
예상사용자

(intended user)

AI

BP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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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방법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순수한 활성 물질과

이성체

AI A* A
식품과 사료 처리된 제품

중의 활성 물질

AI C* C

BP A* A BP C* A

제품의 구성

AI A* NR
음용수를 포함한 수질중

잔류물

AI C* A

BP A* A BP C* A

대기 중 잔류물

AI NR A

토양 중 잔류물

AI C* A

BP NR A BP NR A

퇴적물 중 잔류물

AI C C

생물체중 잔류물

AI C* C

BP NR C BP NR C

인체 혈액 중 잔류물

AI C* A

BP NR A

▶ 제품의 효율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처리된 물질의 질에

대한 효과

AI NR NR
사용된 양과 효과의

상관관계

AI NR NR

BP NR NR BP NR A

작업조건하에서의

효과에 대한 증거

AI NR NR

BP N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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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내에서의 거동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비생물

가수분해율
AI A A

수중에서의 광분해
AI C A

BP NR NR BP NR NR

토양에서의 광분해
AI NR 대기 중 광화학적

분해의 속도와 과정

AI NR

BP NR BP C

생물

토양중의 호기성․

혐기성 대사의 속도와

과정

AI C 수중 퇴적물의 호기성

․혐기성 대사

AI C C

BP C BP NR C

대표적 토양 유형에

서의 이동 및 용출

AI C
대표적 토양유형의 흡착

AI C C

BP C BP NR C

실험실에서의 휘발성
AI NR

배출물 중 biocide의 분해
AI NR

BP NR BP C

흡착 / 탈착시험

(adsorption / desorption

screen)

AI A
즉각적인 생분해성

AI A

BP C BP NR

고유의 생분해성
AI A 자연수중에서 호기적

생체내 변환

AI C

BP NR BP C

저온 혐기성 수중

퇴적물에서의 대사

AI

BP

용 출

처리목재로부터의 용출
AI C

방오제로부터의 용출
AI NR C

BP C BP A C

현장실험

소규모 현장실험 및

지상현장실험

AI NR
수중 현장 실험

AI NR

BP C B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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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독성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조류실험

조류에 대한 급성

구강 LD50

AI A C 육상조류의 먹이에

의한독성 LC50 (단기독성)

AI C

BP NR C BP NR

수생조류의 먹이에

의한 독성 LC50(단기독성)

AI C
육상조류의 번식실험

AI C

BP NR BP NR

수생조류의 번식실험
AI C

조류의 현장실험
AI ?

BP NR BP C

처리된 물질을 조류가

미끼로 받아들이

는 경향

AI C
최종제품의실험실연구

AI C

BP BP NR

의도된 사용패턴에

관련된 연구

AI

BP

수중실험 (조류 불포함)

냉수성 어종 중 담수에서

서식하는 어류에 대한

급성어독성 LC50

AI A A 온수성 어종 중 담수에서

서식하는 어류에 대한

급성어독성 LC50

AI A A

BP A C BP A C

물벼룩류의 급성운동성

실험

AI A ? 해양이나 강하구에서

서식하는 어류에 대한

급성독성 LC50 / EC50

AI A C

BP A ? BP A C

물벼룩류의 전생에

번식실험

AI A C
어류의 번식률 / 성장율

AI C C

BP NR C BP NR C

어류 및 치어에 대한

어류의 전생애/만성 독성

AI C C
어류의 생체내 농도

AI C C

BP NR C BP NR C

해양무척추동물에 대한

급성독성

AI A NR
급성독성(Crustacean)

AI

BP A C BP

Mollusc embryo larvea
AI Mollusc shell

deposition

AI

BP BP

해양 무척추동물의

만성독성

AI NR 만성독성

(Mollusc or crustecean)

AI

BP C BP

현장실험
AI NR ? 최종 제품에 대한 실험실

연구

AI

BP C C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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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비표적식물에 대한 식물독성

조류 성장 저해 (담수)
AI A A

조류 성장 저해(해수)
AI A A

BP A C BP A C

수중생물의 성장
AI A C

발아시험
AI NR C

BP A C BP A C

기타 비목표종에 대한 실험

지렁이에 대한 영향
AI C

유용한 곤충에 대한 영향
AI C

BP C BP C

조류 이외의 육상

척추동물에 대한 영향

AI C 활성슬러지․호흡저해에

대한 실험

AI C

BP C BP C

기타
AI C

BP C

▶ 잔류물 화학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잔류물의 확인

처리된 물질이나

동물중의 잔류물의

성질

AI NR C AI

BP NR C BP

잔류물의 확인

가축
AI NR C

어류
AI NR C

BP NR C BP NR C

상기 잔류물 실험에

대한 보관 안정성

AI NR

BP NR C

기타 요구사항

내성이나 최고 잔류물

농도

AI NR C
잔류물 전처리의 영향

AI NR C

BP NR C BP NR C

잔류물에 의한 음식물

의 냄새, 맛, 질의 영향

AI NR C

BP N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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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급성 실험

급성 경구독성
AI A ACL

급성 피부독성
AI A ACL

BP A ACL BP A ACL

급성 호흡기독성
AI A ACL

급성 피부염증
AI A ACL

BP A ACL BP A ACL

급성 눈염증
AI A ACL

피부민감성
AI A ACL

BP A ACL BP A ACL

복합적인 활성 물질이나

제품의 사용에 의한

상호작용

AI A

피부 흡수에 대한 정보
AI A

BP A BP A

아만성 실험

지속적인경구복용 (28일)
AI NR ACL 호흡에 의한 지속적

복용 (28일)

AI NR ACL

BP NR NR BP NR NR

쥐의아만성경구독성(90일)
AI C ACL 쥐를 제외한 종의 아

만성 경구독성 (90일)

AI C ACL

BP NR NR BP NR NR

피부에대한아만성독성(90일)
AI A CCL 호흡기에 대한 아만성

독성 (90일)

AI C CCL

BP NR NR BP NR NR

지속적 사용에 의한

피부독성 (21 / 28일)

AI NR NR
다른 활성 물질에 의한

상승작용에 대한 증거나

잠재성이 있다면 가장

유용한 과정에 의한

단기간연구가 필요함

AI

BP NR NR BP

독성의 발달과 번식의 연구

설치류의 최기형성실험
AI A ACL

다른 종에 대한 최기성 실험
AI C ACL

BP NR NR BP NR NR

여러 세대에 걸친 번식
AI C ACL

BP NR NR

대사 실험

독성동력학 / 대사
AI C A

BP NR NR

만성 독성

설치류에 대한 만성 독성
AI C ACL

비설치류에 대한 만성 독성
AI C ACL

BP NR NR BP NR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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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만성 독성 (계속)

쥐에 대한 발암성
AI C ACL

쥐 (Mouse)
AI C

BP NR NR BP NR

기타 포유류 종
AI ACL

BP NR

돌연변이 유발성

특정 종말점에 대한 실험
AI A A 박테리아에서의시험관내

유전자 돌연변이 시험

(AMES TEST)

AI A ACL

BP NR BP NR

포유류 세포에서의

시험관내 유전자 돌연변이

시험

AI ACL 미생물이나 포유류에서의

돌연변이

AI

BP NR BP

포유류 세포에서의

시험관내 세포 발생성

AI A ACL
시험관내 염색체 돌연 변이

AI

BP NR BP

시험관내 돌연변이 유발성
AI CCL 배의 세포에 대한 영향

평가 (가장 치명적인 영향)

AI CCL

BP NR BP NR

생체내 염색체 변이

AI
뼈나 조직에서 돌연변이나

DNA가 손상되는지 여부

를 실험하는 In-vitro

study

AI ACL

BP BP NR

신경독성 실험

쥐 (rat)의 급성신경독성
AI A C 암탉의 급성 delayed

nuerotoxicity of

organicphosphates

AI NR C

BP NR NR BP NR NR

28 일 지연 신경독성
AI C 쥐 (rat)의 아만성

신경독성 (90 일)

AI A C

BP NR BP NR NR

암탉의 아만성 delayed

nuerotoxicity of

organicphoshospates

AI A C
출생 후 발생 신경독성

AI C C

BP NR NR BP NR NR

급성 지연 신경독성
AI

BP

기타 실험

가축과 애완동물에 대한

독성 영향

AI NR C
해독제

AI NR C

BP NR NR N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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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의학 자료

제조공정 직원에

대한 의학적 감독

AI NR A

임상조사와 오염사건

AI NR A

BP NR NR BP NR NR

산업이나 공공 /

상용자의 건강기록

AI NR A 일반 대중에 대한

노출 관측이나

역학조사

AI NR A

BP NR NR BP NR NR

▶ 인체 노출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자료 / 정보의 종류 미국 EU

처리지역 또는 제품내의

분포 및 부착력 등

AI NR

피부침투력

AI NR

BP NR BP NR

사용자에 대한 피부노출

AI NR

관찰자의 피부 노출

AI NR

BP C BP A

처리된 물품 사용자에

대한 피부 노출

AI NR
처리된 물품 사용자에

대한 피부 노출

AI NR

BP A BP A

관찰자의 호흡기 노출

AI NR
처리된 물품 사용자의

호흡기 노출

AI NR

BP A BP A

상품 사용에 대한 정보

AI NR
작업자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AI NR

BP A BP C

관찰자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AI NR

인간 활동에 대한 설명

AI NR

BP C B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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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방오제 시장현황

국내 유기주석화합물의 유통량

화학물질명 유통량(톤)

Bis(tributyltin)Oxide 160

Tributyltin fluoride 13

Tributyl(methacryloyloxy) stannane 533

2-propenoic acid,

polymer with tributyl[(2-methyl-1-oxo

-2-propenyl)oxy]stannane

59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32

2-propenoic acid,

polymer with 2-ethylhexyl 2-

propenoate and tributyl[(2-methyl-1-

oxo-2-propenyl)oxy]stannane

43

fentin hydroxide 1

fentin fluoride 0.3

자료 : 1998년 환경부 조사자료 기준

생산업체별 방오도료 판매현황

도료종류

회사명*

유기주석계(TBT)
비주석계 (ℓ)

재래식(ℓ) SPC**(ℓ)

A 사 1,000 1,289,000 350,000

B 사 93,000 1,157,000 21,000

C 사 - 230,000 67,000

D 사 12,500 176,000 -

E 사 172,500 195,000 -

총계
279,000 3,047,000

438,000
3,326,000

자료 : 1999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조사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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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오도료의 소비량 추이

(단위 : L, %)

구 분 1998 1999 2000 증가율

TBT
Conventional Type 333,400 81,524 70,137 △79.0

SPC 3,806,000 4,232,556 4,209,489 10.6

Tin-Free
Conventional Type 270,400 779,569 1,120,580 314.4

SPC 102,800 296,950 1,211,421 1,078.4

자료 : 해양수산부

 2절.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

비주석계 방오제의 개발현황

개발회사 상품명

Chugoku - Marin StarⓇ, Sea Grandprix 100/200Ⓡ

Nippon - Interbuild BNA417Ⓡ, Ecoflex SP200Ⓡ

일본유지 - Takata Quantum FⓇ, Seaclean APⓇ

Kansai - ExionⓇ

Arch - Zinc OrmadinⓇ, Copper OrmadinⓇ

Rohm & Hass - Sea NineⓇ

Ciba - IrgarolⓇ

Bayer - 프리벤톨 A6Ⓡ

자료 : 2000년 환경부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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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석계 방오제용 효능 촉진제의 종류

신방오제 방오제 상품명 기타 용도

Triazinc Irgarol-1051Ⓡ 제초제

Isothiazolone
Sea-NineⓇ,

Kathon 5287Ⓡ
-

Diuron - 제초제

Chlorothalonil - 살균제, 접착제

Dichlofluanid - 살균제

Zinc pyrithione - 살균제

TCMS pyridine - -

TCMTB - 살균제, 목재 방부제

Dithiocarbamated - -

Maneb - 살균제

Thiram - 살균제

Zineb - 살균제

Ziram - 살균제

자료 : 2000년 환경부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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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주석의 대체 화합물

1. 징크디메틸디오카바메이트

2. 2-메틸티오 4-t- 부틸아미노 6-시클로프로필아미노-S-트리아진

3. 2,4,5,6-테트라클로로이소프탈로니트릴

4. N,N-디메틸디클로로페닐요소

5. 로단구리

6. 4,5-디클로로-2-n-옥틸-3(2H)이소티아졸론

7. N-(플루오로디클로로메틸티오)프탈이미드

8. N,N'-디메틸-N'-페닐(N-플루오로디클로로메틸티오)술피드

9. 2-피리딘티올-1옥시드아연염

10. 테트라메틸티람디술피드

11. Cu-10%Ni합금

12. 2,4,6-트리클로로말레이미드

13. 2,3,5,6-테크라클로로-4-(메틸술포닐)피리딘

14. 3-요오드-2-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15. 디요오드메틸파라트릴술폰

16. 비스디메틸디티오카르바모일징크에틸렌비스디티올카바메이트

17. 트리페닐보론피리딘염

자료 : 2000년 安場 直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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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Ehime,

De La Salle,

Tokyo University

Butyltin contamination in marine

mammals from north pacific and

Asian coastal waters

북태평양과 아이사 해안수에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의

butyltin (BT) 오염도 평가

Osaka City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University of Osaka

Measurement of butyltin

contamination of water and sediment

in Osaka bay Japan

일본 오사카 지역의 수질과

침전물의 BT 오염도 연구

Tianjin University.

Nankai University

Toxicity and accumulation of

tributyltin chloride on tilapia

틸라피아에 축적된 TBT의

농도와 독성에 관한 연구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Toxic effects of tri-butyl-tin (TBT)

on autotrophic pico-, nano-, and

microplankton assessed by a size

fractionated pollution-induced

community tolerance (SF-PICT)

concept

TBT에 의한 식물성 플랑크톤

종 조성 변화에 따른 동물성

플랑크톤의 섭식 형태 변화로

인해 어류 자어의 이용 가능한

먹이 생물 멸종 등의 생태계

종 조성 변화에 영향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Involvement of mitochondrial and

death receptor pathways in

tributyltin-induced apoptosis in rat

hepatocytes

TBT는 수생 무척추동물의

생식 이상 또는 ATP 합성을

저해하는 강력한 organotin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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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기술개발 동향․시장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서울대학교 TBT 오염실태 조사 및 대책 수립 연구
환경요인의 축적된 TBT양과

어패류 TBT 축적양을 분석

한국환경평가연구원 방오제를 중심으로한 biocide 관리방안
방오제로 사용하는 biocide

관리 방안을 제시

전남대학교

(주)네오엔비즈

부설환경안전연구소

잘피의 광합성에 대한 중금속 및 TBT

의 독성 영향과 중금속 흡수에 대한

연구

해산현화식물과 해조류의 중금속

흡수의 차이 및 유해물질과

광합성간이 뚜렷한 물질 상관

관계

경북대학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구룡Po 어패류에 함유된 유기주석화합

물 분석

국내 다른 항구의 생산물과 구

룡Po 어패류의 유기주석 함유

량 분석

한국해양연구원

동물플랑크톤에 대한 지속성 유기오염물

질 PAHs와 TBT의 독성 및 생존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각류를 이용한 해양생태계에

유입되는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지표생물 사용

순천향대학교
TBT toxicity on the marine microalga

Nannochloropsis oculata

저농도에서도 강한 독성을 나

타내는 TBT의 미세조류에 대

한 유해한 영향

해양연구원

Accumulation of Tributyl- and

Triphenyltin Compounds in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from the

Chinhae Bay System, Korea.

한국 J 만의 굴에 농축된

유기주석 함량에 대한 연구

강릉대학교,

동해안 해양생물

자원연구센터

Rotifer (Brachionus plicatilis)의

생존율에 미치는 tributyltin (TBT)과

triphenyltin (TPT)의 독성

유기주석화합물의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가장 하부에 위치하

며 기초생산을 담당하는 플랑

크톤 류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넙치 생존과 성장에 미치는 TBT 독성

선박의 출입이 잦은 항구 및

내만에서는 TBTO의 잔류 함

량이 높아 넙치 수정란 및 먹

이생물이 생존 가능한 농도 이

하로 사용을 규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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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 유기주석화합물 대체 방오제인 주요 상용 신방오제의 비표적 및 표적인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평가.

▶ 해양생물 생태독성 실험으로 생태 영향 농도 대비 환경 잔류 농도 비교에 의한

수질환경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 국내 연안의 지속적인 오염실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상용 신방오제의 모니터링을 위한 미량 정량분석을 위한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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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

(특허, 신기술

등)

내분비 교란 물질에 대한

효소면역 진단방법과 진단

kit의 개발

10-2004-0034381 특허(출원)

해양퇴적물 및 수질 오염

진단키트 및 이를 이용한

오염 진단방법

10-2005-0096545 특허(출원)

가스가 내장된 주사기의 자동

주입장치
2007-74028 특허(출원)

헤드스페이스를 이용한

시료의 자동채취 장치 및

방법

2007-86497 특허(출원)

친환경 방오제 100594347 2002~2006 해양수산부 특허(등록)

감귤류 유래의 친환경성

방오제
100594348 2002~2006 해양수산부 특허(등록)

환경친화성 방오제 100594350 2002~2006 해양수산부 특허(등록)

야생마 유래의 친환경성

방오제
100599864 2002~2006 해양수산부 특허(등록)

친환경 방오성 물질 및 그

용도, 그리고 그 제조방법
100621357 2002~2006 해양수산부 특허(등록)

레몬 유래의 친환경성

방오제
100659536 2002~2006 해양수산부 특허(등록)

블루베리 유래의 친환경성

방오제
100659538 2002~2006 해양수산부 특허(등록)

알쏭이 모자반 유래의

친환경성 방오도료
100659541 2002~2006 해양수산부 특허(등록)

겨자잎 유래의 친환경성

방오제
1020040066306 2002~2006 해양수산부 특허(출원)

친환경성 방오제 1020060041689 2002~2006 해양수산부 특허(출원)

친환경성 방오제 `1020060042061 2002~2006 해양수산부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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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절. 연구의 최종목표

▶ 신구방오제의 최적관리 방안도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신방오제 오염실태 연구

○ 신구방오제의 모니터링 체계구축

○ 신방오제의 생태영향 평가 연구에 따른 최적관리 방안연구

○ 신방오제의 최적 분석법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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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평가방법

   1.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2008)

- 연안 조사지역 그룹별 평가해역

선정을 위한 문헌연구

- 문헌조사로 해역의 정점 선정

- 문헌연구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해역 모니터링 타당성 조사

위탁

- 평가해역 연안 오염실태 연구 (1차)

- 2008년 하계 물, 퇴적물, 생물체

중 TBT 오염실태 조사 완료

- 2009년 동계 물, 생물체 시료채취

완료 후 TBT 오염 분석

위탁

- 신방오제 미량 분석방법 연구
- LC-MS/MS를 이용한 신방오제

미량 분석방법 실험실적 연구
주관

- 신방오제의 미세조류

생태독성 연구

- 미세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농도 측정
주관

2차년도

(2009)

- 평가해역 연안 오염실태 연구 (2차)

- 평가해역 오염실태 2차

조사(해수, 퇴적물 또는 생물체

중 신구방오제 오염 평가)

위탁

- 신방오제 미량 분석방법 표준화

- LC/MS-MS를 활용한 환경

시료 중에서 검출되는 주요

신방오제에 대한 분석기법의

표준화

위탁

- 신방오제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연구

- 신방오제 분석방법 표준화 및

실험값과 생태 잔류농도

상관성 분석

위탁

- 신방오제의 동물성 플랑크톤

생태독성 연구

- 동물성 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NOEC, EC50*96h

값 측정

주관

3차년도

(2010)

- 평가해역 연안 오염실태 연구 (3차)

- 평가해역 오염실태 3차 조사

(주요 유입원 별 신구방오제

오염 정밀 평가)

위탁

- 평가해역 모니터링체계 구축
- 평가해역의 신구방오제 오염

모니터링 체계구축
위탁

- 신방오제의 패류에 미치는 환경

위해성 연구

- 평가해역 신방오제의 패류에

미치는 잔류농도와 실험에 의한

생태 영향 농도 위해성 평가

주관

- 생태환경 위해성 평가에 따른

최적관리 방안연구

- 생태영향 위해성 평가에 따른

최적 관리방안 도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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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개발의 평가방법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2008

연안 조사지역 그룹선정
- 국내 연안의 조사지역 그룹화를 통해 안정적

조사가 가능한 평가 지역으로 선정되었는가?

평가지역 연안 오염실태 연구

(1차)

- 평가지역의 오염실태 조사에 있어 조사방법,

조사시기가 합리적으로 평가 되었는가?

- 각 지역별 해수, 퇴적물, 생물간 오염도

상관성이 분석되었는가?

신방오제의 위해성

문헌조사

- 생태 환경 위해성 관련 정보가 문헌을 통해

조사되었는가?

- 신방오제의 생태 환경 위해성 문헌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되었는가?

신방오제 미량 분석방법 연구
- 신방오제의 미량 분석방법 연구를 위한 실험

실적 분석기법이 도입되었는가?

신방오제의 미세조류 생태독성

연구

- 미세조류에 대한 방오제 EC50값이

측정되었는가?

2차

연도
2009

평가해역 연안 오염실태 연구

(2차)

- 평가 지역의 오염실태 조사에 있어 조사방법,

조사시기가 합리적으로 평가 되었는가?

- 오염원 경로 조사 및 분석되었는가?

신방오제 미량 분석방법

표준화

- 신방오제의 미량 분석방법이 표준화되어

도입되었는가?

- 해수, 퇴적물, 생물내의 잔류 신방오제의

축적량이 측정되었는가?

신방오제의 동물성플랑크톤

생태독성 연구

- 동물성플랑크톤에 대한 방오제 EC50값이

측정되었는가?

신방오제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연구

- 오염물질, 오염원, 오염경로, 조사지역,

조사방법 등이 잘 연계하여 구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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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차

연도
2010

평가해역 연안 오염실태 연구

(3차)

- 해수, 퇴적물, 생물내의 잔류 방오제의

축적량의 상관성이 비교 분석되었는가?

평가해역 모니터링체계 구축
- 환경생물에 대한 신방오제 모니터링 검증

방법이 확립되었는가?

신방오제의 패류에 미치는

환경 위해성 연구

- 방오제가 패류에 미치는 생태독성 영향이

정량적 평가가 되었는가?

- 실험에 의한 생태 영향농도 대비 환경 잔류

농도가 수질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되었는가?

생태환경 위해성 평가

- 오염원에 따른 오염물질의 위험성 확인이

규명되었는가?

- 오염원에 따른 오염물질의 노출평가,

용량-반응평가, 위해도 예측이

규명되었는가?

최종

평가
방오제의 최적관리 방안 연구

- 바이오모니터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되었는가?

- 생태 영향 평가 연구에 따른 방오제

최적관리 방안이 도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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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연도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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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계획

1절. 연구개발 결과 및 토의

1.1절. LC/MS/MS 이용한 주요 신방오제 분석방법 확립.

1. 국내외 신방오제 분석방법 검토

신방오제 화합물은 다량의 유기용매, 시간소요 및 시료 전처리가 복잡한 GC 분석법에 비하여

LC-MS/MS 분석방법(Slobodnik et al., 1996, Ferrer and Barcelo, 2001, Lamoree et al., 2002,

Sapozhnikova et al., 2007 등)이 간단한 시료 전처리, 짧은 분석시간 및 각 화합물의 이온

특이성과 높은 검출감도로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표 3-1-1). GC(MS 또는 ECD) 방법에

의한 신방오제 화합물의 분석은 일부 연구에서 제한된 수의 방오도료 화합물에 대해 진행된

바 있다(이성언 등, 2008; Lambropoulou and Albani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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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화합물
환경시료 기기분석 추출 및 정제방법 참고문헌

Diuron

water

water

sediment

water

sediment

LC/MS/MS

"

"

“

“

SPE

SPE

mechanical shaker

LLE

mechanical shaker

1

2

3

6

7

Irgarol-1051

water

water

sediment

water

water

sediment

LC/MS/MS

"

"

LC/MS

LC/MS/MS“

“

SPE

SPE

mechanical shaker

SPE

LLE

mechanical shaker

1

2

3

4

6

7

M1

water

sediment

sediment

LC/MS/MS

"

“

SPE

mechanical shaker

“

2

3

7

SeaNine-211

water

sediment

sediment

water

LC/MS/MS

"

“

GC-ECD

LLE

mechanical shaker

“

SME

6

3

7

8

Dichlofluanid

sediment

sediment

water

LC/MS/MS

“

GC-ECD

mechanical shaker

“

SME

5

7

8

Pyrithione

sediment

water

sediment

LC/MS/MS

“

“

mechanical shaker

LLE

mechanical shaker

5

6

7

Chlorothalonil water GC-ECD SME 8

<표 3-1-1>. 환경시료 내 신방오제화합물 분석방법 비교

1. Lamoree et al.(2002); 2. Sapozhnikova et al.(2007); 3. Harino et al.(2006a); 4. Cai et al. (2006); 5. Harino et al. (2006b);

Harino et al.(2005); 7. 박(2008); 8. Lambropoulou & Albanis (2004)

가. LC-MS/MS를 이용한 신방오제 주요물질 동시분석

(1)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물질 7종의 신방오제 화합물명 및 분자구조는 표 3-1-2과 같다.

분석대상 표준물질 중 Dichlofluanid, Irgarol-1051은 Ehrenstorfer GmbH-Germany, Copper

Pyrithione은 Wako, Zinc Pyrithione은 TCI, Diuron은 Sigma, Sea-Nine 211은 Rohm and

Hass(UK), 그리고 내부표준물질로 사용된 Atrazine-13C3은 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

Inc.로부터 구입하였다. Irgarol-1051의 분해산물인 M1은 국내 연구기관에서 얻었다. 추출용매인

dichloromethane, methanol 및 acetonitrile은 GC2 등급을 Burdick & Jackson사에서 구입했다.

그리고 분석용 시약 등급의 formic acid 및 ammonium acetate 시약은 Cica-Reagent,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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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name Structures

Dichlofluanid(MW 333):

(N,N'-dimethyl-N'-phenyl-N'-{[fluorod

ichloromethyl]thio}sulphamide)

N
S

C ClF

Cl

S

N

CH3H3C

OO

Diuron(MW 233):

(3,4-dichlorophenyl-N ,N-dimethylurea) Cl
H
N C N

CH3

CH3

O
Cl

Irgarol-1051(MW 255):

(2-methylthio-4-t-butylamino-6-

cyclopropylamino-s-triazine)

N
H

N

N

N

CH

S CH3

H
NC

CH3

CH3

H3C

CH2

CH2

<표 3-1-2>. 분석대상 신방오제 화합물명 및 분자구조



- 36 -

Trade name Structures

M1(MW 214)
N

N

N

CH3S

NH2
H
NC

CH3

CH3

H3C

Zinc pyrithione(MW 317):

(zinc complex of

2-mercaptopyridine-1-oxide) N
O

Zn

S

S

N
O

2

Coper pyrithione(MW 315):

(copper 2-pyridinethiol-1-oxide) N
O

Cu

S

S

N
O

Sea-Nine 211(MW 282):

S
N

OCl

Cl
CH2

CH2

H2C

CH2

H2C

CH2

H2C

CH3

Atrazine-13C3(내부표준물질, MW 219):

(2-ethylamino-4-t-propylamino-6-s-tria

zine)

N

N

N

C2H3NH

ClNHC*H

C*H3

C*H3

<표 3-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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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방오제 화합물 분석을 위한 기기분석 최적화

기기분석용 장비로 Agilent 1200 series HPLC system/API 3200 triple quadruple mass

spectrometer(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였다. LC-MS/MS를 이용한 7종의 신방오 제

(Dichlofluanid, Irgarol-1051, Copper Pyrithione, Zinc PyrithioneI, Diuron, Sea-nine 211,)의

분석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먼저 분석대상물질들의 이온화 방식과 극성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화합물별(compound specific) MS/MS 조건의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세 번째로 이온화

조건 최적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석컬럼, 이동상, 버퍼 등의 LC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이들 과정에 앞서 먼저 MS/MS 질량 분석기의 이온강도(intensities) 및 피크형태(shape)를

검증하기 위해 MS/MS 튜닝을 실시하였다. 기기 분석기에 적합한 질량분석 표준물질인

PPG(Polypropylene Glycol) Kit (Mass Spectrometer Standard Kit; PE- Sciex)을 사용하여

이온강도와 피크형태가 가이드라인의 범주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여 기기분석기의 상태를 확인

하였다.. PPG-Kit 표준물질을 이용한 MS/MS의 튜닝은 규칙적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였으며,

장비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실시하였다.

(1) 이온화 방식 및 극성모드 확인

최적의 이온화 방식과 극성모드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대상 물질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문헌

탐색을 실시하였다. 문헌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화합물에 대해서는 ESI(electrospray

ionization) positive/negative와 APCI(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ionization)

positive/negative에서 검증하여 최적의 이온화 조건을 확인하였다. ESI 방식에서는 MS에 직접

주입방식(infusion)을 통해, 100 ng mL-1의 농도의 표준물질을 10 uL min-1 유속으로 주입하였다.

APCI 방식의 경우 ESI에 비해 빠른 유속이 필요하므로 혼합용 T관으로 700 uL min-1의 유량을

추가로 제공하고, 대상물질의 농도도 ESI에 비해 높은 1 ㎍ mL-1을 사용하였다. 시료가 MS에

주입된 후 DP(declustering potential)를 조절하면서 MS의 첫 번째 사극자관(Q1)을 스캔하였다.

Q1의 스캔 범위는 m/z 50에서 [M+100]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각의 이온화

방식과 극성모드에서 최고로 높은 이온강도를 보이는 precursor 이온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최적의 이온화 방식과 극성모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상

화합물의 경우 ESI positive에서 가장 높은 이온강도를 보였으며, 이후 과정에서는 모두 ESI

positive를 사용하였다.

(2) 화합물별 MS/MS 최적화

기기의 일상적인 작동상태를 확인 후 MS/MS에서 화합물별 최적화된 분석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3-1-2). MS/MS 분석법은 Q1 MS, Q3 MS, neutral loss, MRM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 중 가장 선택적이며, 정량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MRM 방식으로 Q1에서 precursor ion을 선택한 후 Q2에서 조각이온화 시키고, Q3에서

product ion을 검출하는 방식이다. 최근에 신방오제 분석은 대부분 MRM을 이용한 분석법을

이용하였다(Harino, 2005, 2006).

본 연구에서도 먼저 첫번째 사중극자(Q1)을 이용하여 분석대상물질의 분자량 및 이온화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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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으며, 이 단계에서는 DP(declustering potential)을 설정하였다. 이후 Q2에서는

precursor ion을 불활성 기체를 이용하여 조각 이온화시키게 되며, 이를 위해 EP(entrance

potential), CE(collision energy), CXP(collision cell exit potential)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적으로 세 번째 사중극자, 즉 Q3에서는 product ion을 확인한 후 특정 product ion에 최적화된

조건을 설정하였다.

각 분석대상화합물의 MRM 조건은 Diuron은 233→72, Irgarol-1051은 254→199, Atrazine-13C3은

219→177, Copper Pyrithione은 315→251, Zine Pyrithione는 317→78, Dichlofluanid는 333→123,

Sea-Nine 211은 282→169, Irgarol-1051의 분해산물 M1은 214→158로 설정하였다.

Target Compounds Q1 Q3 DP EP CE CXP

M1 214 158 41 10.5 25 6

Diuron 233 72 51 7.5 41 4

Irgarol-1051 255 199 41 8 27 6

Sea Nine-211 282 169 51 4 23 6

Copper pyrithione 315 251 96 8.5 21 8

Zinc pyrithione 317 78 46 6.5 77 6

Dichlofluanid 333 123 36 12 35 6

Atrazine-13C3 (I.S) 219 177 46 10.5 27 8

<표 3-1-3>. 신방오화합물의 분석대상 화합물별 MS/MS 분석조건

DP: declustering potential, EP: entrance potential,

CE: collision cell, CXP: collision cell exit potential

(3) 이온화 방식에 따른 분석조건 최적화

화합물별 MS/MS 조건을 확인한 후 LC와 연결하여 컬럼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화합물들의 ESI positive 이온화 조건을 설정하였다. 10 ㎍ L-1 농도의 대상화합물 10 uL를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collision gas, curtain gas, ion source gas, ion spray voltage,

temperature 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상화합물들에 따라서는 다른 화합물에서 설정한 조건이

최적의 조건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다수의 화합물들에서 감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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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Setting value

Collision gas(psig) 11

Curtain gas(psig) 20

Ion source gas 1 Nebulizer gas(psig) 50

Ion source gas 1 Turbo gas(psig) 60

Ion spray voltage(V) 5500

Temperature(℃) 500

Prove X-axis position(mm)

Prove Y-axis position(mm)

Entrance potential(V)

5

2

10

<표 3-1-4>. 신방오화합물의 이온화 방식에 따른 분석조건(ESI Positive)

(4) HPLC 조건 최적화

MS 파트의 최적화 다음단계는 LC 연결 후, LC 조건의 설정 단계이다. 화합물의 피크 형태,

분리도, 민감도 등은 이동상, 컬럼의 종류, 유속 등 다양한 LC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

에서도 다양한 LC 조건을 테스트하였다. 먼저 적절한 이동상 선정을 위해서, 각종 buffer를

이용한 pH 조절, 극성용매 등을 교대로 확인하였다. 다양한 조합의 테스트 결과 buffer로서

2 mM의 암모늄 아세테이트와 0.1%의 포름산를 사용하고, 극성용매로 물과 메탄올을 이용한

조합이 최적의 분리도와 민감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LC 컬럼의 경우, 문헌조사 결과 Harino

등(2005, 2006)만 C30 계열의 컬럼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C18 계열의

컬럼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화합물을 테스트한 Harino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우선적으로 C30

컬럼으로 테스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C18 계열의 컬럼이 더 우수한 분리능과 민감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컬럼으로는 Phenomenex사의 Aqua C18 5.0u (length ×

ID: 50 × 2.0mm)을, 그리고 컬럼오븐의 온도는 30 ℃로 설정하였다. LC의 이동상으로는 물

(0.1% formic acid and 2 mM ammonium acetate)과 메탄올(0.1% formic acid and 2 mM

ammonium acetate) 그리고 유속은 500 uL min-1으로 설정하였다. 이동상의 gradient는 물

70%에서 최종적으로 5%까지 변화시켰으며, 총 분석시간은 8분 그리고 equilibrium 시간도 8분

으로 설정하였다. 자동시료주입기를 사용하였으며, 시료 주입량은 10 uL이었다(표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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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time

(min)

Flow rate

(uL min-1)

A(%)

Water with 0.1%

formic acid, 2 mM

ammonium acetate

B(%)

Methanol with 0.1%

formic acid, 2 mM

ammonium acetate

3.0 500 70 30

1.0 500 5 95

8.0 500 5 95

8.0 500 70 30

<표 3-1-5>. 신방오화합물 분석을 위한 HPLC 분석조건

LC/MS/MS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나타낸 신방오 화합물의 검출순서와 머무름 시간은 M1

(3.26 min), Atrazine-13C3 (3.57 min), CuPT (3.61 min), ZnPT (3.62 min), Diuron (3.71 min),

Irgarol-1051 (3.91 min), Dichlofluanid (4.03 min), Sea-Nine 211 (4.56 min)의 순서로 5분

이내에 모두 검출되었다(그림 3-1-1). 각 화합물 별 크로마토그램과 MRM 스펙트럼(Q1/Q3

masses, amu)을 나타냈다(그림 3-1-1~8).

<그림 3-1-1>. 신방오화합물 표준물질의 총이온크로마토그램

1. Atrazine13C3(internal standard); 2. Zinc pyrithione; 3. Copper pyrithione; 4.

Diuron; 5. Irgarol-1051; 6. Dichlofluanid; 7. Sea-Nine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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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그림 3-1-2>. Atrazine13C3 (I.S, Conc. 10 ppb)의 선택적 이온크로마토그램

(a)과 MRM 스펙트럼(b)

a

b

c

<그림 3-1-3>. ZnPT(a)과 CuPT(b)의 선택적 이온크로마토그램

(Conc. 500 ppb)과 MRM 스펙트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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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4>. Diuron (Conc. 50 ppb)의 선택적 이온크로마토그램(a)과

MRM 스펙크럼(b)

a

b

<그림 3-1-5>. Irgarol-1051(Conc. 50 ppb)의 선택적 이온크로마토그램(a)과

MRM 스펙트럼(b)



- 43 -

a

b

<그림 3-1-6>. Ddichlofluanid(Conc. 50 ppb)의 선택적 이온크로마토그램(a)과

MRM 스펙트럼(b)

a

b

<그림 3-1-7>. Sea-Nine 211(Conc. 50 ppb)의 선택적 이온크로마토그램(a)과

MRM 스펙트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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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1-8>. M1(Conc. 5 ppb)이 포함된 총이온크로그램(a), 선택적 이온

크로마토그램(a), 그리고 MRM 스펙트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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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방오제 화합물 분석 정도관리

(1) 정량을 위한 검량선 작성

분석대상물질 7종 Diuron, Irgarol-1051, Sea-nine 211, M1, Dichlofluanid, 그리고 Zinc 및

Copper Pyrithiones 화합물의 정량을 위한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내부표준물질로 첨가한

Atrazine-13C3을 이용하여 내부표준법 방식으로 response factor를 계산하였다. 5단계로 검량

구간을 선정했으며, 각각의 구간은 5, 10, 20, 50, 100 ng mL-1(Pyrithiones 계열의 경우 50 -

1,000 ppb)를 나타났다. 각 화합물의 검량선은 표준물질 농도 구간에서 직선성을 나타냈으며

(R2=0.99, p < 0.0001), 이를 이용해서 분석대상화합물의 정량을 실시하였다(그림 2-1-9).

<그림 3-1-9>. 분석대상 신방오제 화합물의 정량을 위한 검량선

(2) 분석방법의 검출한계

본 연구에서는 IDL(Instrumental Detection Limit) 방식의 검출한계를 계산했다. IDL 계산을

위해 먼저 각 분석대상 화합물의 S/N (signal to noise) ratio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이용해서

해수와 퇴적물 내 신방오제 화합물의 검출한계를 계산하였다. 각각의 화합물 별로 반응도가 달라서

S/N ratio 3 이상의 값을 보이는 농도에 차이가 있었다. 신방오제 주요 물질중의 각 화합물 별로

IDL 값은 Diuron이 가장 낮았으며 뒤를 이어 Irgarol-1051, M1, Sea-nine 211 등의 순이였다.

Pyrithion 계열 화합물과 Dichlofluanid의 경우 유사한 검출한계 값을 보였다(표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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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ng L-1) 퇴적물 (ng g-1, wet weight)

Diuron 0.05 0.005

Irgarol 0.1 0.01

M1 0.5 0.05

SeaNine 1 0.1

CuPT 50 5

ZnPT 50 5

Dichlofluanid 50 5

<표 3-1-6>. 해양 환경시료 내 신방오제화합물의 검출한계(IDL)

(3) 표준용액물질 첨가(spike) 회수율

본 연구의 분석대상 화합물 중 M1을 제외한 6종의 신방오제화합물의 매질별 회수율을 확인

하였다. Diuron, Irgarol-1051, Sea Nine-211, Dichlofluanid의 경우 1 ㎍ mL-1, Copper

pyrithione 및 Zinc pyrithione의 경우 5 ㎍ mL-1 농도의 stock 용액을 물 1 L에 100 uL 첨가

한 후 환경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퇴적물의 경우 습중량 10 g에 동일한 stock

용액을 500 uL 첨가한 후 분석을 진행했다.

물 시료중의 첨가한 표준용액 회수율(±편차)은 Diuron, Irgarol-1051, Sea Nine-211,

Dichlofluanid, Copper pyrithione 및 Zinc pyrithione 각각 화합물 별로 99(±6.8)%, 86(±8.1)%,

89(±12)%, 85(±20)%, 90(±12)% 및 76(±3.1)%로 기준치인 60 ~ 110% 범위를 만족했다. 퇴적물

중의 회수율(±편차)도 Diuron 88(±4.7)%, Irgarol-1051 68(±6.2)%, SeaNine 211 81(±13)%

Dichlofluanid 76(±7.3)%, Pyrithiones(Cu 및 Zn) 80(±8)%로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4) 공시료 분석

실험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약, 초자기구, 분석기기 등의 오염을 체크하기 위해서,

공시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HPLC에 가장 필수적인 증류수를 확인하였다. Millipore 18 Ω 3차

증류수(유기물 제거용 UV 램프 사용)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지의 오염성분이 확인되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를 사용하기 전에 디클로로메탄으로 세척을 하였으며, 이 과정을 거친

증류수의 경우 오염성분이 IDL 이하로 감소하였다. 공시료로 사용된 퇴적물 시료의 경우 추출

과정에서 세척 된 증류수를 사용한 결과, 물과 마찬가지로 실험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수준은

IDL 이하로 대상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에는 영향을 끼치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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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물 및 퇴적물 공시료 분석 크로마토그램

라. 환경시료 내 신방오제 화합물 분석방법

신방오제 화합물 분석은 현재까지 다양한 환경시료에 대해서 분석방법이 정립되어 있으며,

추출 및 정제를 포함한 전처리 방법 및 최종검출기의 종류에 따라서 신방오제 화합물 검출은

달라진다(Lambropoulou & Albanis, 2004; Cai et al., 2006). 신방오제의 특성상 HPLC 분석방법이

주로 사용되나, GC-ECD, GC-MS 등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GC 등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GC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다량의 유기용매

사용, 유도반응, 정제과정 등 시간 소요 및 복잡한 전처리과정이 요구된다. 최근 Harino 등의

연구자들이 환경시료 중에서 다양한 종류의 신방오제화합물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Harino et al., 2005, 2006a,b). 본 연구에서는 Harino 등의 분석방법을

기초로 국내 상황에 맞는 분석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환경매질 중 해수와 퇴적물 시료는 추출방법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후 농축, 용매지환, 기기

분석의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그림 3-1-11). 해수의 경우 액액추출법으로, 퇴적물은 교반

후 원심분리 및 액액추출법으로 진행했다. LC의 가장 큰 장점인 추가적인 정제과정이 불필요

했으며, 앞서 정립된 기기분석 방법을 통해 대상 화합물을 정성, 정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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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환경시료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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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수 내 신방오제 화합물 분석방법

해수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분석을 위한 추출과정은 액-액추출 (liquid-liquid extraction) 방법

으로 진행하였다. 채수된 시료 1 L를 분액 깔대기에 넣고 추출용매로 디클로로메탄 50 mL

첨가한 후 KM shaker를 이용해 200 SPM에서 10분간 액-액 추출하였다. 디클로로로메탄과

시료층 분리를 위하여 10분 후 디클로로메탄 추출액 추출액을 450 ℃에서 오염을 제거한 무수

황산나트륨이 채워져 있는 깔대기를 통과 시킨 후 25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분액을 받는다.

동일한 과정을 3회 반복하였다. 진공회전농축기를 이용하여 추출액을 5 mL까지 농축한 후 메탄올

10 mL를 첨가하였다. 메탄올로 치환 된 용매를 약 1 mL까지 농축하였다. 농축액을 눈금 있는

유리 시험관에 옮겨 담고 2회 메탄올로 세척한 후 고순도 질소 농축기에서 0.9 mL까지 정밀

농축하였다. 내부표준물질을 최종농도가 10 ng mL-1되도록 주입하고 추출액의 최종 부피를

1 mL로 만들었다. 이후 LC-MS/MS를 이용하여 해수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정성 및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수 중에서는 주로 Irgarol-1051 및 Diuron화합물 검출이 우세하며 SeaNine-211,

그리고 M1이 검출되었다(그림 3-1-12).

<그림 3-1-12>. 해수 내 신방오제 화합물 분석결과 크로마토그램



- 50 -

(2) 퇴적물 내 신방오제 화합물 분석방법

건조하지 않은 퇴적물(습시료) 10g±SD0.5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넣고 추출용매로 아세토니

트릴을 사용하였다. 아세토니트릴 20 mL를 넣고 교반기에서 20분간 추출을 하였다. 추출된 시료는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옮겨 담았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였다. 추출액을 진공회전농축기를 이용하여 10 mL까지 농축 한 후 메탄올 10 mL를

첨가하였다. 메탄올로 치환된 농축액에 디클로로메탄으로 세척한 증류수 50 mL을 첨가하였다.

증류수와 메탄올 혼합액을 분액깔대기에 넣은 후 디클로로메탄 10 mL을 이용하여 액-액 추출

(liquid-liquid extraction)하였다. 디클로로메탄 추출액은 450 ℃에서 활성화시킨 무수황산나트륨이

채워져 있는 깔대기를 통과시킨 후 12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받았다. 동일과정을 3회 반복

하였다. 진공회전농축기를 이용하여 디클로로메탄 추출액을 5 mL까지 농축한 후 메탄올

10 mL를 첨가하였다. 메탄올로 용매를 치환한 후 약 1 mL까지 농축하였다. 농축액을 눈금 있는

유리시험관에 옮겨 담고 2회 메탄올로 세척한 후 고순도 질소 농축기에서 0.9 mL까지 정밀

농축하였다. 내부표준물질을 최종농도가 10 ng mL-1되도록 주입하고 추출액의 최종 부피를

1 mL로 만들었다. 이후 LC-MS/MS를 이용하여 해수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정성 및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퇴적물에도 해수와 유사하게 주로 Irgarol-1051 및 Diuron이 우세하게 검출되며

일부 정점에서 SeaNine-211, 그리고 M1이 검출되었다(그림 3-1-13).

<그림 3-1-13>. 퇴적물 내 신방오 화합물 분석결과 크로마토그램



- 51 -

1.2절. 부틸주석화합물 오염현황

1.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가.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구방오제에 해당하는 트리부틸주석(Tributyltin; TBT) 및 그 분해산물이거나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디부틸주석(Dibutyltin; DBT)와 모노부틸주석(Monobutyltin; MBT)의 오염현황을 파악하였다.

부틸주석화합물의 오염현황에 대한 조사는 3차년에 걸쳐 3단계의 다른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접근

하였다. 2008년에는 과거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에서 TBT 모니터링이 최초로 체계적으로 수행

된 J 만 전반에 걸쳐서 오염현황을 조사하였다. J 만의 경우 항구, 소형포구, 조선소 등의 TBT 유입

원은 물론 어패류 양식장 및 생태적으로 중요한 연안해역을 포함하고 있다. J 만 전반에 걸친 조사

는 TBT의 최근 오염현황을 과거자료와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오염원 특이적인 오

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9년에는 2008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J 만 내의 3개 주요 TBT 유

입원이 위치한 M 만(상업항+어항), H 만(어항+소형조선소), K 만(대형조선소)에서 집중 조사를 수행

하여 유입원별 오염변화 추이를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0년에는 J 만의 소형포구에 집중하

여 오염현황을 1차로 파악하고, J 만의 조사결과 및 과거 TBT 오염자료에 근거하여 전국 주요항구

중심으로 오염현황을 파악하였다.

2008년 J 만 해역에서 구방오제인 TBT 오염잔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층해수, 퇴적물

및 생물에서 유기주석화합물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층해수는 하계(8월)와 2009년 동계(1월)에

Ma-J 만 해역을 아우르는 총 17개 정점에서(그림 3-2-1) 채취하였다. 표층해수는 표층 0.5 m

이하에서 채수기를 이용하여 450℃ 고온오븐에서 멸된 된 4 L 갈색유리병에 채수하여 염산(6

M, 8 mL)를 첨가한 후 2일 이내 분석하였다. 표층퇴적물은 해수와 동일한 정점에서 2008년 8월

에 채취하였다. 표층퇴적물은 반빈형 그랩 채니기 (van Veen Type Grab Sampler)를 이용하여

표층 2 cm이내의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멸균된 갈색 유리병에 담아 선상에서 즉시 얼음에

얼려 실험실로 운반한 후 분석 전까지 -20℃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또한 생물체내의 유

기주석화합물 오염잔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8월에 13개 해안정점에서 굴을 채취하였다

(그림 3-2-2). 굴은 일정한 크기로 선별하여 채취도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패각을 제거한 후 갈

색유리병에 담아 즉시 드라이아이스에 얼렸다. 또한 굴 개체의 생물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정점마다 20개체를 채취하였다. 각 정점의 생물 개체별로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였다.

2008년 1차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조사시기인 2009년 J 만의 주요 TBT 오염원 주

변 해역인 1) M 만, 2) H 만, 3) K 만의 항(포)구와 조선소 인접 해역을 중심으로 해수와 퇴적

물 시료를 채취하였다(그림 3-2-3). M 만과 H 만의 5개 정점 및 K 만의 6개 정점(총 16개 정

점)에서 표층퇴적물과 표층해수를 채취하였다. 해수는 하계(8월)과 동계(12월)에 각각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퇴적물은 8월에만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 및 보관 방법은 2008년과 동일

하였다.

3차년도인 2010년에는 하계(8월-9월)에 J 만 소형 어항을 중심으로 13개 정점에서 표층 해수

및 표층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였다(표 3-2-1, 그림 3-2-3b). 해수 시료는 TBT 및 신방오제의 유입

여부를 평가하고자 포구에 위치한 방파제 또는 구조물을 경계로 포구의 안과 밖에서 각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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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하였다. 퇴적물의 경우도 소형 어항의 안과 밖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어항 밖의 퇴적

층은 일반적으로 모래 또는 자갈로 이루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료채취가 어려웠으며, 어항 안

쪽의 경우도 일부 뻘질로 이루어진 정점에서만 제한적으로 퇴적물 시료채취가 가능하였다.

2010년에는 서해, 남해, 및 동해를 아우르는 총 9개의 전국 주요 항구에서 표층해수 및

표층퇴적물 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3-2-3a). 서해부터 In, Ku, Mo, Ye, Kw, To, Bu, Us, So

항 주변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항구의 접근성에 따라 부두 주변 또는 인근 해역에서 시료

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 및 보관 방법은 2008년과 동일하였다.

<그림 3-2-1>. 2008년 8월 및 2009년 1월 J 만

표층퇴적물 및 표층해수 시료채취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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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2008년 8월 및 2009년 1월 J 만의

굴 및 대수리 시료채취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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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신구방오제 오염현황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정점: (a) 2010년 8월-9월 전국 주요 항구의

시료 채취 정점, (b) 2010년 8월-9월 J 만 소형 어항의 시료 채취 정점, (c) 2009년 8월 및

12월 J 만의 주요 항구 및 조선소 주변 시료 채취 정점

(M 만:c-1, H 만:c-2, K 만: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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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역 정 점 조사 정점 특징
시료채취 당시의

정박된 선박 수

J 만 항(포)구 주변

J1 암반 -

J1-1 방파제 포구 안쪽 50여척

J2 방파제 안쪽 20여척

J3 해안 -

J4 해안 -

J5 암반 -

J5-1 방파제 안쪽 10여척

J6 신리 암반 -

J6-1 방파제 포구 안쪽 30여척

J7 암반 -

J7-1 방파제 30여척

J8 암반 -

J8-1 방파제 안쪽 60여척

J9 흰녀끝 -

J9-1 항구 앞 80여척

J10 해안 -

J11 해안로 -

J12 항부두주변 해안안쪽 30여척

J13 중공업 부근 암반 -

J13-1 방파제 안쪽 50여척

전국 주요항구 주변

1(IC) 부두 70여척

2(KS) 방파제 바깥쪽 90여척

3(MP) 여객선터미널 주변 230여척

4(YS) 가장 안쪽 220여척

5(KY) 컨테이너 기수지역 -

6(TY) 조선소 주변 120여척

7(BS) 물양항 가장 안쪽 60여척

8(US) 포구 가장 안쪽 50여척

9(PH) 방파제 안쪽 80여척

10(UJ) 방파제 안쪽 -

11(SC) 항구 가장안쪽 130여척

<표 3-2-1>. 2010년 8-9월 J 만 소형포구 및 전국 주요항구 주변 해수 및

퇴적물 시료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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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틸주석화합물 분석방법

부틸주석화합물의 분석과정은 5단계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1)시료의 산처리(acid digestion),

(2) 용매추출(solvent extraction), (3) 유도체화(derivatization), (4) 정제(clean-up), (5) 기기분

석(Gas Chromatograph Flame Photometric Detector)이다. 부틸주석화합물의 시료 전처리 과정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피-불꽃광학검출기분석 조건은 그림 3-2-4, 표 3-2-2에 나타냈다.

Extraction with CH2Cl2 with  0.1% tropolone

Derivatization with propylmagnesium bromide

Clean-up through florisil liquid chromatography

Concentration with nitrogen

GC-FPD
GC internal std

Water Sediment Biota

Homogenization

Digestion with 50%(v/v) HCl
Surrogate std

Filtration pH < 2  for water

LLE with CH2Cl2 with 0.01% tropolone

Concentration and solvent exchange with hexane

<그림 3-2-4>. 해수, 퇴적물 및 생물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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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Hewlett Packard 5890 Series Ⅱ Gas Chromatography

Detector
Flame photometric detector equipped with a tin

mode filter for 610 ㎚

Capillary column
DB-5, 30 m length × 0.25 ㎜

inner diameter × 0.25 ㎛ film thickness

Injection technique

Gases rate

Splitless(splitter closing time: 1 min)

Volume 2 µL

Injection technique

Gases rate

Helium(carrier gas & make up gas) 35 mL min-1

Hydrogen 170 µL min-1

Air 100 µL min-1

Oven program

Column head pressure 28 psi

Injector 250 ℃, Detector 225 ℃

Initial temperature 50 ℃(held for 2 min)

then 10 ℃/min to 150 ℃(held for 2 min)

then 10 ℃/min, final temperature 280 ℃

(held for 3 min)

<표 3-2-2>. 부틸주석화합물 분석을 위한 GC-FPD 분석조건

표층퇴적물

표층퇴적물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석은 Shim et al. (2002)가 제안한 방법을 따랐다. 냉동된

퇴적물은 동결건조기로 건조 한 후 패각의 조각 및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다음, 막자사발에

분쇄하여 체질(Sieve: 200 ㎛ mesh)하였다. 분쇄한 퇴적물 약 5.0 g을 50 mL 폴리프로필렌

원심분리튜브에 넣고 이후 전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내부

표준물질을 시료에 첨가한 후 50%(v/v) 염산을 10 mL 넣어 30분간 방치하였다. 이후, 0.1%

tropolone이 함유된 DCM을 20 mL 넣어 교반기에서 3시간 흔들어주었다. 추출된 시료는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킨 후 4 mL의 유기용매층을 15 mL 유리 시험관에 옮겨 담아

질소가스에서 추출용매를 수 uL 정도로 농축하고, n-핵산 2 mL를 넣어 용매 치환하였다.

Stock 표준용액을 일정용량을 비례로 혼합하여 n-헥산 2mL에 일정량을 단계별로 첨가하여 준비

하였다. 동시에 표준용액과 치환된 용매에 프로필마그네슘 브로마이드(n-Propylmagnesium

Bromide)를 250 µL 넣고 혼합기로 섞어서 20분간 방치하였다. 0.4 N 황산을 4 mL 첨가하여

중화 시킨 후 35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 후 노말 헥산을 이용하여 활성화시킨 프로리실

(Supelco) 컬럼에 정제하였다. 정제된 시료는 고순도 질소가스로 수 µL 정도로 농축 시킨 후

GC 내부표준물질로서 테트라부틸틴(TeBT: tetrabutyltin, Aldrich, 93%)를 넣고 가스크로마토

그래프-불꽃광학 검출기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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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해수

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석은 Shim et al. (2005)이 제안한 방법을 따랐다. 표층해수(1.5

L)는 멸균된 유리분액깔때기에 넣고, 내부표준물질(tripentyltin coloride: Aldrich co, 95%)과

추출 용매인 DCM(0.01% with tropolone) 60 mL를 첨가하여 교반기에서 10분간 흔들어준 후

10분간 방치하여 추출용매와 시료를 분리시켰다. 분리된 추출용매는 500 mL 둥근 플라스크에

옮기고 450℃에 활성화시킨 무수 황산나트륨(Na2SO4)을 넣어 유기층만 분리하였다. 분액

깔때기에 남아 있는 시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 추출하며 같은 방법으로 연속하여 2회

반복 추출하였다(total volume: 해수 3 L, DCM 240 mL). 추출된 유기용매는 회전식 증발기를

이용하여 약 5 mL까지 농축하였다. 농축된 시료는 15 mL 유리 시험관에 옮겨 질소가스에

농축시킨 후 n-헥산으로 용매치환 후 이후 분석과정은 퇴적물과 같다.

생물

굴 및 대수리 조직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석은 Shim et al.,(2005)이 제안한 방법을 따랐다.

생물은 상온에서 녹인 후 분쇄기로 굴 시료를 균질화 하였다. 생물 약 5.0 g을 50 mL 폴리프

로필렌 원심분리튜브에 넣고 이후 전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내부표준물질을 시료에 첨가한 후 50%(v/v) 염산을 10 mL 넣어 30분간 방치하였다. 이후,

0.1% tropolone이 함유된 DCM을 20 mL 넣어 교반기에서 3시간 흔들어주었다. 추출된 시료는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킨 후 4 mL의 유기용매층을 15 mL 유리 시험관에 옮겨

담아 질소가스에서 추출용매를 수 µL 정도로 농축하고, n-핵산 2 mL를 넣어 용매치환 후,

이후 분석 과정은 퇴적물과 같다.

다. 부틸주석화합물의 분석 정도관리

모든 실험 유리초자기구는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여 450℃ 고온 오븐(muffle furnace)에 5시간

이상 가열한 후, 실험 전 DCM(dichloromathane)으로 세척한 후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모든 유기용매는 고순도 GC등급(미국 Baxter)를 사용하였다. 시료분석의 매 배치(시료 20개

이내)마다 검량선 표준용액, 내부표준물질 회수율, 공시료(blank), 시료반복(duplicate), 표준용액

첨가(spike)회수율 및 공인된 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s)을 동시 진행하여 분석과

정의 오염 확인 및 유기주석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을 확인하였다. 생물, 퇴적물의 농도 단위는

건중량 주석(Sn)으로 계산하였다. 분석방법에 대한 검출한계(MDL: method detection limit),

분석기기의 안정성, 분석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결과 값은 표 3-2-3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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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
Organotin speices

Monobutyltin Dibutyltin Tributyltin

aMethod detection limits(MDL):

Water (ng Sn L-1 n=7)

Sediments (ng Sn g-1 dw. n=7)

Mussel (ng Sn g-1 dw. n=7)
bReproducibility (RSD%)

Biota (n=10)

Sedimen (n=10)
cPACS-1 (n=6)

Certified values(㎍ g-1 dw. as Sn)

Results(㎍ g-1 dw. as Sn) Mean ± SD
dCRM 477 (n=6)

Certified values(㎍ g-1 dw. as cation)

Results(㎍ g-1 dw. as cation) Mean ± SD

1.4

5.8

3.9

2.2

5.3

0.28 ± 0.17

0.98 ± 0.15

1.50 ± 0.28

1.48 ± 0.12

0.5

3.9

2.5

2.4

2.3

1.16 ± 0.18

1.14 ± 0.18

1.54 ± 0.12

1.45 ± 0.09

0.3

3.3

2.4

2.7

2.3

1.27± 0.22

1.34± 0.05

2.20 ± 0.19

2.01 ± 0.09

<표 3-2-3>. 부틸주석화합물의 분석방법 신뢰도(QA/QC)

                              aMDL was calculated from 3.14 x SD(3.14 of t-value is from 

                                    t-distribution with degree of freedom and 99% confidence level.).
                              bRSD%: replicate injections of the biota and sediment sample
                              cPACS-1: reference material in sediment by NRC-CNRC 
                              dCRM-477: reference material in mussel tissue by BCR

라. 대수리 임포섹스 측정방법

대수리를 비슷한 크기로 20~30마리를 선정한 후, 패각의 각장을 0.01mm 범위까지 측정 후,

패각을 파쇄하여 생물조직을 적출하였다. 꺼낸 생물조직은 sperm ingesting gland의 유무로 암

수를 구별하였다. 암수구별에서 암컷으로 판명된 개체 중 수컷의 성기가 발견된 것을 임포 섹스

가 발현된 개체로 판별하였다. 성기가 발견되는 수컷과 암컷 모두에서 성기를 해부가위로 절단

해 낸 후,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로 0.01mm 범위까지 길이를 잰 후 기록하였다. 한 정점에서

조사된 암컷 중에서 수컷의 성기가 발현된 암컷의 백분율을 임포섹스 발현율로 계산하였다. 각 정점

간의 임포섹스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으로 상대성기길이지수(Relative Penis

Length Index; RPLI)를 계산하였다(Shim et al., 2000a).

RPL index (%) = (FMPL/MMPL)x100

where FMPL: Female Mean Penis Length

MMPL: Male Mean Peni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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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해역의 부틸주석화합물 오염실태

가. 2008년 J 만 1차 조사: 해역 전반

(1) 표층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포

2008년 8월 J 만 해역 전반에 걸쳐 17개 정점에서 채수된 표층해수 시료 모두에서 MBT와

DBT는 모두 검출되었다(표 3-2-4). MBT와 DBT는 각각 미검출(nd)-2.2 ng Sn L-1와 nd-2.3

ng Sn L-1의 농도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농도는 MBT가 1.1 ng Sn L-1이고 DBT가 0.7 ng

Sn L-1였다. 17개 조사정점에서 해수 중의 3종의 부틸주석화합물 중 MBT 화합물이 우세하였다.

TBT 화합물은 M 만 내측(정점 1 및 2)과 S항이 위치한 H 만 내측(정점 4) 및 조선소에 인접

한 정점(정점 11 및 17)에서 검출되었다. 17개 조사 정점 중 조선소에 인접한 정점 11에서

MBT, DBT 및 TBT 농도는 각각 1.8 ng Sn L-1, 2.3 ng Sn L-1 및 0.9 ng Sn L-1로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부틸주석화합물 농도의 공간 분포는 M 만 내측(정점 1) 및 H 만 내측 (정점

4)에서 외측(정점 6)으로 나갈수록, 그리고 조선소의 내측(정점 11)에서 외측(정점 7)으로 이동

할수록 3종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3-2-5). J 만 17정

점의 총 부틸주석화합물(MBT+DBT+TBT) 농도는 0.3-5.1 ng Sn L-1의 범위를 보였다.

정점
Concentration of butyltins in seawater (ng Sn L-1)

MBT DBT TBT ΣBTa

1 1.9 1.1 0.3 3.1

2 0.9 0.7 0.2 1.8

3 0.1 0.2 ndb 0.3

4 0.8 0.9 0.4 2.0

5 0.7 0.4 nd 1.1

6 0.8 nd nd 0.8

7 2.2 0.3 nd 2.5

8 2.1 0.7 nd 2.8

9 1.2 1.1 0.4 2.7

10 1.3 1.5 0.4 3.3

11 1.8 2.3 0.9 5.1

12 0.5 0.7 nd 1.3

13 0.5 nd nd 0.5

14 1.3 0.5 nd 1.9

15 nd 0.5 nd 0.5

16 20. 0.4 nd 2.3

17 0.9 0.5 0.2 1.5

<표 3-2-4>. 2008년 하계(8월) J 만의 표층 해수 중의 부틸주석

화합물 농도분포

aΣBT: (MBT+DBT+TBT)
b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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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J 만 내 표층 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한편 1차년도의 동계 조사인 2009년 1월 중 J 만 내 17개 정점의 표층해수에서 MBT와

DBT은 모두 검출되었다(표 3-2-5). MBT 및 DBT 농도범위는 각각 nd-2.0 ng Sn L-1와

nd-1.7 ng Sn-1L였으며, MBT는 1.0 ng Sn L-1 DBT는 0.8 ng Sn L-1의 평균농도를 보였다.

17개 조사 정점의 하계인 2008년 8월의 해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3종 부틸주석화합물

중 MBT가 가장 우세하였다. 반면에 TBT 화합물은 17개 조사 정점 중 9개 정점에서 검출되었

으며, 하계와 비교하여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수 중의 TBT 농도는 nd-1.5 ng Sn L-1로

분석되었다. TBT는 M 만 내측(정점 1-3), S항이 위치한 H 만 내측(정점 4), 소형포구 주변 해

역에서 채취한 신리(정점 12)와 조선소에 인접한 정점(정점 9-11 및 17)에서 검출되었다. 조선소

에 인접한 정점 11에서 MBT, DBT 및 TBT 농도는 각각 0.5 ng Sn L-1, 1.7 ng Sn L-1 및 1.5

ng Sn L-1로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부틸주석화합물 농도의 공간 분포는 하계 결과와 마찬

가지로 M 만 내측(정점 1) 및 H 만 내측(정점 4)에서 외측(정점 6)으로 나갈수록, 그리고 조선소

의 내측(정점 11)에서 외측(정점 7)으로 이동할수록 3종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가 뚜렷하게 감소

하는 경향을 동일하게 보였다(그림 3-2-6). J 만 내 17정점의 총 부틸주석화합물

(MBT+DBT+TBT) 농도는 1.2-3.8 ng Sn L-1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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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Concentration of butyltins in seawater (ng Sn L-1)

MBT DBT TBT ΣBTa

1 1.6 1.0 0.3 2.8

2 1.0 0.7 0.2 1.9

3 0.9 0.4 0.2 1.4

4 2.0 0.6 0.5 3.1

5 1.0 0.5 nd 1.6

6 1.2 ndb nd 1.2

7 1.2 0.3 nd 1.5

8 1.4 0.7 nd 2.1

9 1.1 0.8 0.6 2.6

10 0.4 0.9 0.8 2.1

11 0.5 1.7 1.5 3.7

12 1.6 1.1 0.6 3.4

13 nd 1.1 0.8 1.9

14 nd 1.4 nd 1.4

15 1.0 0.7 nd 1.7

16 0.7 0.9 nd 1.6

17 1.1 0.3 nd 1.5

<표 3-2-5>. J 만 내 동계 표층 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분포

aΣBT: (MBT+DBT+TBT)
b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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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J 만 동계 표층 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분포

(2) 표층퇴적물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포

2008년 8월 중 J 만 17개 정점의 표층퇴적물에서 MBT, DBT 및 TBT 화합물은 모두 검

출되었다(표 3-2-6). 표층퇴적물에서의 MBT, DBT 및 TBT의 농도는 각각 16-166 ng Sn g-1 건

중량(dw), 11-213 ng Sn g-1, 6-762 ng Sn g-1이며, 평균 농도는 각각 72 ng Sn g-1, 80 ng

Sn g-1, 118 ng Sn g-1 값으로 TBT 화합물이 MBT와 DBT에 비해 다소 높은 농도를 보였다.

ΣBT은 33-1,123 ng Sn g-1의 농도 범위를 보였다. 표층퇴적물 중 TBT의 농도 분포는 해수와

유사하게 K 만 내 조선소가 인접한 정점 11에서 762 ng Sn g-1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ΣBT 역시 I,123 ng Sn g-1으로 정점 11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그림 3-2-7). 항구의

선박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되는 S항이 위치한 정점 4에서 TBT 농도 역시 376 ng Sn g-1으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상업항 및 어항이 위치하는 M 만 내측에서 높은 농

도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외만에 위치한 정점 6에서 TBT 및 ∑BT 농도는 각각 6 ng Sn g-1,

33 ng Sn g-1이하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양식시설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정점 12~15에

서의 TBT 및 ΣBT 농도 분포는 각각 16-85 ng Sn g-1 dw, 60-399 ng Sn g-1을 나타냈

다. 한편 2008년 8월 표층퇴적물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는 동일 정점의 해수에서의 농도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r2=0.81; p<0.05)를 보였다(그림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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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Concentration of butyltins in sediment (ng Sn g-1 dw.)

MBT DBT TBT ΣBTa

1 56 117 86 259

2 150 89 114 354

3 166 56 142 363

4 156 196 376 728

5 54 38 17 109

6 16 11 6 33

7 17 14 18 50

8 56 48 20 123

9 40 56 58 154

10 87 111 200 397

11 148 213 762 1123

12 44 94 31 169

13 21 24 16 60

14 136 178 85 399

15 25 41 18 84

16 15 32 16 62

17 35 40 48 122

<표 3-2-6>. 2008년 J 만의 표층퇴적물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분포

aΣBT: (MBT+DBT+TBT)

<그림 3-2-7>. 2008년 8월 J 만 내표층퇴적물중의부틸주석화합물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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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 0.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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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2008년 8월 J 만 내 해수와 퇴적물 중 TBT 농도의 상관 관계

(3) 굴 체내의 부틸주석화합물 잔류 분포

굴은 TBT를 잘 축적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공간적인 오염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착생물

로서 TBT의 오염을 모니터링 할 대상 생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Shim et al. 1998).

조사대상 해역인 J 만의 경우 해안을 따라서 굴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항(포)구 주변

에서도 채취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과거 J 만 TBT 모니터링 연구에서도 같은 이매패류

인 진주담치에 비하여 TBT의 축적량이 많고(Shim et al., 2005), 반대로 분해 능력은 낮기 때

문에 TBT 오염을 모니터링 하기에 가장 적합한 패류 생물종에 해당된다.

2008년 8월 중 J 만을 접한 해안을 따라 13개 정점에서 채취된 굴 시료의 평균(±표준편차)

각장은 43.48±7.97 mm, 평균 각폭은 26.34±6.15 mm, 평균 각고는 16.64±4.34 mm, 평균 무게

(패각포함)는 13.26±5.34 g, 육질부의 평균 무게는 2.70±1.35 g이였다. 해안의 굴 채집 정점 1, 2

및 11에서 MBT를 제외한 DBT 및 TBT 화합물이 모두 검출되었다(표 3-2-7). MBT, DBT 및

TBT 농도는 각각 nd-44 ng Sn g-1 dw, 12-176 ng Sn g-1 및 26-365 ng Sn g-1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농도는 각각 16 ng Sn g-1, 72 ng Sn g-1, 및 147 ng Sn g-1 이였다. 13개의

정규 모니터링 정점 중 H 만의 S항 인근에 위치한 정점 12에서 굴 중의 TBT 농도는 365 ng

Sn g-1 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어선 활동이 활발한 방파제, 인근의 굴양식 시설 및 조선소 주

변에서 채취한 정점 2, 4, 5 및 13에서의 TBT 농도는 154-335 ng Sn g-1의 범위로 검출되었다

(그림 3-2-9). 이는 비교적 시료 채취 정점 주변에 선박의 영향이 적은 정점 1, 6, 7, 8 및 11

정점에서 검출된 TBT 농도 범위인 26-61 ng Sn g-1과 비교하여 약 5배 이상 높은 농도에 해당된다.

한편 정점 13 바로 옆에 인접한 어항에서 추가로 굴 시료가 채집된 정점을 정점 1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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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였다. 정점 13-1의 경우 정박된 어선이 밀집한 방파제 가장 안쪽에서 굴을 채취하였으며,

굴 시료중의 TBT 농도는 다른 정점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은 4,000 ng Sn g-1이상의 농도를

보였으며, DBT 역시 1,000 ng Sn g-1 이상의 값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조선소에 인접해

있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정점 13이나 정점 4의 굴 중의 TBT 농도와 비교해 보면,

정점 13-1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굴 중의 TBT 농도는 TBT 오염원과의 거리가 생물체내

TBT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TBT 사용 규제 이후 일지라도, 기존

의 TBT가 도장된 선박 또는 오염된 퇴적물로 부터 여전히 높은 TBT 오염 잔류영향이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ΣBT 농도에서 TBT 및 DBT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각각 35-85%

(평균: 62%), 10-55%(평균: 32%)이며, MBT는 10%(평균: 6%)이하의 범위를 나타냈다(그림

3-2-10). 생물체 중의 TBT 구성비가 TBT 함유 방오도료의 사용 전면규제 시행 5년후인 2008

년 조사에서도 높은 점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BT가 일정수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점
Concentration of butyltins in oyster (ng Sn g-1 dw.)

MBT DBT TBT ΣBTa

1 ndb 20 56 76

2 nd 57 154 211

3 16 86 91 194

4 44 176 231 452

5 34 125 335 494

6 11 46 61 119

7 7 25 58 91

8 11 68 58 137

9 28 155 98 281

10 6 12 106 124

11 nd 21 26 47

12 25 87 365 477

13 26 55 266 347

13-1 809 1,167 4,439 6,415

<표 3-2-7>. J 만 해안지역 굴 체내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aΣBT: (MBT+DBT+TBT)
b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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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J 만 해안 서식 굴 체내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그림 3-2-10>. J 만 해안 서식 굴 체내 부틸주석화합물 농도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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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수리의 임포섹스 및 체내 TBT 잔류 농도

TBT는 대수리와 같은 신복족류의 고둥류의 암컷에서 수컷의 성기가 형태적으로 발현되는

임포섹스(Imposex)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m et al., 2000a). 과거에 J 만 일원은 물

론 전국연안의 대수리 임포섹스 발현 조사에서 총 61개 조사 정점 중 58개 정점의 대수리 암

컷에서 임포섹스가 발현 된 것이 보고된바 있으며, 임포섹스의 발현 정도는 대수리 체내 TBT

잔류 농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밝혀진 바 있다(Shim et al., 2000a). 2008년 8월

의 1차 조사 시 J 만 해안의 13개 굴 채집 정점에서 동시에 대수리 시료를 채집하였다. 대수리

는 임포섹스 발현 유무와 정도 및 체내 TBT 잔류 농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수리가 채집된 13개 정점의 평균 암수 성비(female/male ratio)는 1.75로 암컷이 수컷에

비해 많았다. 조사된 13개 모든 조사정점의 대수리 암컷에서 임포섹스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암컷 중 비정상적인 임포섹스 발현율은 43-100%를 보였다(표 3-2-8). 조사 정점 중 M 만 동

쪽에 위치한 정점 11에서 43%로 가장 낮은 발현율을 보였고, 정점 8(진동만)과 정점 1(거제도

북단)에서 각각 89와 92%의 발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10개 정점에서는 모두 임포섹스가

100%로 관찰되었다. 암컷에서 비정상적으로 발현된 임포섹스의 정도를 정상 수컷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상대성기길이지수(Relative Penis Lenghth Index; RPLI)는 조사 정점에서

3-58%의 범위를 보였다. 가장 낮은 RPLI 값은 임포섹스 발현율과 같이 정점 11에서 관찰되었

으며, 가장 높은 값은 대형조선소 인근에서 채집된 정점 13에서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34-38%의

상대적으로 높은 RPLI 값은 정점 2, 4, 5, 12에서 나타났으며, 이들 정점은 포구, 항구 또는

조선소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정점이다.

Site
Sex ratio

(M:F)

Mean penis length

(mm)

Male Female

Imposex

occurrence

(%)

RPLI (%)

1 7:13 12.9 2.0 92 16 
2 7:14 19.1 6.5 100 34 
3 7:13 18.3 4.9 100 27 
4 10:10 16.1 6.1 100 38 
5 8:12 13.6 4.8 100 35 
6 7:15 14.9 2.8 100 19 
7 7:13 16.0 2.2 100 14 
8 4:18 16.3 2.1 89 13 
9 7:14 15.1 3.6 100 24 
10 7:13 13.2 3.3 100 25 
11 7:13 14.0 0.4 43 3 
12 9:11 13.8 5.3 100 38 
13 7:12 14.1 8.2 100 58 

<표 3-2-8>. 2008년 8월 J 만 해안 서식 대수리의 암수 성비, 암·수컷의 평균

성기 길이, 임포섹스 발현율 및 발현 정도



- 69 -

한편 대수리의 체내의 TBT 잔류 농도와 RPLI로 표현된 임포섹스의 발현정도 간에는 통계

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TBT가 임포섹스 발현의 주요 원인물질임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2-11).

R2 = 0.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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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2008년 8월 J 만 내 해수와 퇴적물 중 TBT 농도의 상관 관계

나. 2009년 J 만 2차 조사: 우심해역

(1) 표층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포

2009년 8월 J 만의 주요 TBT 유입원이 위치한 M 만, H 만, K 만 내 TBT 유입원에 인접한

총 16개 정점(그림 3-2-3c)에서 채수된 표층 해수 시료에서 TBT, DBT, MBT는 각각 8, 14, 10

개 정점에서 검출되었다(표 3-2-9). 각 화합물이 검출된 정점의 TBT, DBT, MBT의 농도는 각각

nd-2.9, nd-1.3, nd-5.0 ng Sn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농도(±표준편차)는 각각 0.4±0.7,

0.7±0.4, 0.9±1.3 ng Sn L-1의 값을 나타냈다. ∑BT의 농도는 nd-6.3 ng Sn L-1의 범위를 보였으

며, 평균농도는 1.9±1.5 ng Sn L-1로 나타났다. 해수 중의 TBT 농도는 대형조선소가 위치한 K 만

의 정점 G7에서 2.9 ng Sn L-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T는 소형 선박이 주로 정박하는 H

만의 정점 H3에서 6.3 ng Sn L-1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3-2-12). 지역별 TBT 평균 농

도의 경우 K 만(0.8 ng Sn L-1) > H 만(0.1 ng Sn L-1) > M 만(0.1 ng Sn L-1) 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BT의 평균 농도는 H 만(2.8 ng Sn L-1) > K 만 (1.9 ng Sn L-1) > M 만(1.1 ng Sn

L-1)순으로 높았다.

∑BT 농도 중 TBT가 차지하는 비율은 K 만에서 42%로 가장 높았으며, M 만과 H 만은

5.3-5.5%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새로운 TBT의 유입원을 평가하는 부틸주석분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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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uyltin degradation index; BDI = (DBT+MBT)/TBT]는 M 만과 H 만에서는 각각 17.4와 17.8의

값을 보여, 과거에 사용되었던 부틸주석화합물이 해당 해역에서 분해되었거나, 분해 중인 부틸주석

화합물이 수계로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 K 만의 경우 BDI 값이 1.4로 비록 1.0보다는 높은

값을 보였지만, M 만과 H 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M 만과 H 만

과 비교하여 K 만에서 과거에 사용된 TBT의 분해가 매우 지연되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거나,

최근에 사용된 TBT의 유입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Concentration in seawater (ng Sn L-1)

 MBT DBT TBT ∑BTa

 Range Average Range Average Range Average Range Average

Summer (Aug 2009)

M (n=5) ndb-0.8 0.4 0.5-0.9 0.6 nd-0.3 0.1 0.5-1.6 1.1

H (n=5) 0.7-5.0 2.1 nd-0.9 0.5 nd-0.4 0.1 1.6-6.3 2.8

K (n=6) nd-1.2 0.3 nd-1.2 0.8 nd-2.9 0.8 nd-4.2 1.9

Winter (Dec 2009)

M (n=5) 0.3-1.0 0.5 0.7-1.2 0.9 nd-0.6  0.2 0.9-2.5  1.6

H (n=5) 0.2-0.6 0.4 0.5-0.7 0.6 nd-0.9  0.3 0.7-2.1 1.3 

K (n=6) 0.2-1.0   0.6 0.8-1.9 1.4 1.1-2.7  2.0 2.8-5.2 4.0 

<표 3-2-9>. J 만 오염원 주변 표층해수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분포

a∑BT(sum of MBT+DBT+TBT)
bnot detected

<그림 3-2-12>. 2009년 8월 J 만 오염원 주변 표층 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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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동계 시료경우 M 만, H 만, K 만 내의 총 16개 정점에서 채수된 표층해수에서

TBT, DBT, MBT는 각각 10, 16, 16개 정점에서 검출되었다(표 3-2-9). K 만의 경우 표층해

수에서 TBT, DBT, 및 MBT 화합물이 모두 검출되었으며 3종의 화합물 농도 역시 높게 나타

났다. 각 화합물이 검출된 정점의 TBT, DBT, MBT의 농도는 각각 nd-2.7, nd-1.9, nd-1.0 ng

Sn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표준편차)농도는 각각 0.9±1.0, 1.0±0.4, 0.5±0.2 ng Sn L-1의 값

을 나타냈다. ∑BT의 농도는 0.7-5.2 ng Sn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표준편차)농도는

2.4±1.5 ng Sn L-1로 나타났다. 해수 중의 TBT 농도는 대형조선소에 위치한 K 만의 정점 G8

에서 2.7 ng Sn L-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Ts는 정점 G7에서 5.2 ng Sn L-1로 가장 높

은 값을 보였다(그림 3-2-13). 지역별 TBT 평균 농도의 경우 K 만(2.0 ng Sn L-1)이 H 만(0.3

ng Sn L-1) 및 M 만(0.2 ng Sn L-1)과 비교하여 약 10배 높았으며, H 만과 M 만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BT의 평균농도는 K 만(4.0 ng Sn L-1) > M 만 (1.6 ng Sn L-1) > H 만(1.3 ng

Sn L-1)순이었다. ∑BT의 농도 중 TBT 농도의 구성비는 K 만에서 평균 50%를 차지하였으며,

M 만 및 H 만은 9~14%를 나타냈다.

<그림 3-2-13>. 2009년 12월 J 만오염원주변표층해수중의부틸주석화합물농도분포

(2) 표층퇴적물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포

2009년 8월 M 만, H 만, K 만 내의 총 16개 정점에서 채집된 표층퇴적물에서 TBT, DBT, MBT

는 모두 검출되었다. 표층퇴적물 중의 TBT, DBT, MBT의 농도는 각각 12.6-1,018, 22.5-455,

23.6-1,048 ng Sn g-1 dw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농도(±표준편차)는 각각 244±317, 112±101,

366±312 ng Sn g-1의 값을 나타냈다(표 3-2-10). ∑BTs의 농도는 118-2,208 ng Sn g-1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722±544 ng Sn g-1로 나타났다. 퇴적물 중의 TBT 농도는 대형조선소의 대형

드라이독에 가장 인접한 K 만의 정점 G5에서 1,018 ng Sn g-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T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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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소형 조선소가 위치한 H 만의 정점 H5에서 2,208 ng Sn g-1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그

림 3-2-14). 지역별 TBT 평균 농도는 H 만과 K 만이 각각 325 ng Sn g-1과 316 ng Sn g-1으로 유

사한 값을 보였고, M 만에서 77.0 ng Sn g-1으로 두 만에 비해서 약 4배이상 낮은 값을 보였다. 반면 ∑

BTs 농도는 M 만과 H 만에서 각각 844 ng Sn g-1과 827 ng Sn g-1으로 유사한 값을 보인 반면 K

만에서 532 ng Sn g-1으로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M 만에서 TBT에 비하여 MBT가 월등히

높게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BTs의 농도 중 TBT 농도가 차지하는 정도는 K 만에서 59%로 가장 높았으며, H 만과 M

만에서 각각 39%와 9.1%로 해수와 같이 현저하게 K 만에서 TBT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BDI의 경우 M 만에서는 10.0의 값을 보인 반면, 행만만과 K 만에서는 각각 1.54와 0.69의 값

을 보이고 있어 K 만은 1보다 낮은 값을, H 만은 1에 근접한 값을 보였다. 이는 K 만과 H 만

에서 최근에도 TBT가 일정 수준 유입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정점
Concentration of butyltins in sediment (ng Sn g-1 dw.)

MBT DBT TBT ΣBTa

M1 1,048 22 13 1,083

M2 691 71 47 809

M3 504 96 101 701

M4 399 122 134 655

M5 768 111 91 970

H1 449 145 162 759

H2 89 53 49 191

H3 234 180 367 781

H4 91 49 61 201

H5 765 455 987 2,208

G2 24 71 23 118

G3 67 28 36 130

G4 126 81 226 433

G5 312 131 1,018 1,461

G6 190 99 388 676

G7 92 81 203 375

<표 3-2-10>. 2009년 8월 J 만 주요 오염원 주변해역 표층퇴적물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분포

a∑BT(sum of MBT+DBT+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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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2009년 8월 J 만 오염원 주변 해역 표층퇴적물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분포

다. 2010년 J 만 3차 조사: 소형 어항

(1) 표층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포

2010년 8월 J 만 내에 위치한 소형 어선이 정박하는 소형+ 어항 밖에 위치한 13개 정점

(J1~J13)과 이들 어항의 방파제 또는 구조물 안쪽의 항내에 위치한 7개 정점(J1-1, J5-1~J9-1,

J13-1)에서 표층 해수를 채취하였다(그림 3-2-3b). J 만의 어항 안과 밖의 총 20개 정점의 표

층 해수에서의 MBT, DBT, 및 TBT 농도는 각각 nd-17.9 ng Sn L-1, nd-28.1 ng Sn L-1,

nd-23.9 ng Sn L-1의 범위를 나타냈다(표 3-2-11). TBT 경우 총 20개 정점 중 10개 정점에서만

검출되었다. J 만의 어항의 해수에서 MBT, DBT, TBT의 평균농도는 각각 4.1 ng Sn L-1, 2.2

ng Sn L-1 1.9 ng Sn L-1로 MBT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조사 정점 중 J 항 부두 및 선박

이 정박하는 정점 J12의 해수에서 MBT, DBT 및 TBT 농도는 각각 17.9 ng Sn L-1, 28.1 ng

Sn L-1, 23.9 ng Sn L-1로 예외적으로 3종 화합물 모두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3-2-15).

정점 J12에서의 농도는 TBT 사용규제 이후 해수에서 이례적으로 TBT가 매우 높게 검출된

것이며, 이에 상응하여 신방오제 주요물질 중 Diuron 화합물 역시 높은 농도 값으로 검출되어

(4장에 기술)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로 농도가 높게 나타난 정점은 선박 밀집하여

정박한 방파제 안쪽의 정점인 J13-1에서 MBT, DBT 및 TBT는 각각 14.1 ng Sn L-1, 6.5 ng

Sn L-1, 5.9 ng Sn L-1의 값을 나타냈다. 비록 어항 밖 정점이지만 해안가 암반에서 시료가 채

취된 정점 J8의 해수 시료에서는 TBT, DBT, MBT의 3종 화합물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정

점 J8에 위치한 어항의 안쪽 정점인 정점 J8-1의 시료 경우 MBT, DBT 및 TBT 농도는 4.7

ng Sn L-1, 0.4 ng Sn L-1, 0.3 ng Sn L-1의 값을 보여 정박된 선박의 영향을 다소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종의 화합물이 가장 높게 나타낸 정점 J12를 제외하고 정점 J1, J5~J9, J13

과 이들 정점의 어항 안쪽에서 위치한 정점 J1-1, J5-1~9-1, J13-1를 구분하여 해수 중의

MBT, DBT, TBT의 평균 농도를 비교해 보았다. 각 화합물별로 어항 밖의 정점의 M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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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T, TBT의 평균 농도는 각각 1.8 ng Sn L-1, 0.3 ng Sn L-1, 0.1 ng Sn L-1인 반면, 어항 내에

위치한 정점에서는 평균 농도가 각각 4.6 ng Sn L-1, 1.8 ng Sn L-1, 1.8 ng Sn L-1의 값을

보였다. 어항 내부가 외부에 비해서 TBT와 DBT는 약 10배 높았으며, MBT는 약 3배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TBT가 축적된 퇴적물 또는 기존에 TBT가 도말되어

제거되지 않은 소형 선박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J 만 어항 안과 밖의 전

체 정점 해수 중의 ∑BTs 농도는 1.1~69.9 ng Sn L-1 범위를 보였다. 어항 밖의 7개 정점(J1,

J5-9, J13)과 어항 내의 7개 정점(J1-1, J5-1~9-1, J13-1) 해수 중의 ∑BTs 평균 농도는 각각

2.2 ngSn L-1과 8.2 ng Sn L-1로 어항 내에서 4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어항 밖의 정점의

해수에서 ∑BTs 농도 중의 TBT 및 DBT의 구성비는 9% 이하이며, MBT는 80% 이상인 반

면에 어항 내의 7개 정점 해수에서 TBT와 DBT 구성비는 각각 19%, 18%, MBT는 63%를 차

지하였다. 항내의 정점에서 TBT와 DBT의 구성비가 어항 밖의 정점에 비해서 높은 값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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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Concentration of butyltins in seawater (ng Sn L-1)

MBT DBT TBT ΣBTa

J1 1.1 ndb nd 1.1

J1-1 4.0 1.6 2.1 7.8

J2 0.8 0.4 0.5 1.8

J3 1.6 0.4 nd 2.0

J4 4.0 0.5 0.3 4.7

J5 1.6 0.8 0.8 3.2

J5-1 2.3 1.9 1.9 6.1

J6 1.5 nd nd 1.5

J6-1 2.8 1.6 1.8 6.1

J7 1.7 nd nd 1.7

J7-1 1.4 nd nd 1.4

J8 nd nd nd nd

J8-1 4.7 0.4 0.3 5.4

J9 1.8 0.4 nd 2.2

J9-1 2.6 0.6 0.7 3.9

J10 3.3 0.7 nd 4.1

J11 10.2 0.5 nd 10.8

J12 17.9 28.1 23.9 69.9

J13 5.1 0.6 nd 5.7

J13-1 14.1 6.5 5.9 26.5

<표 3-2-11>. 2010년 8월 J 만 어항 주변 표층 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분포

a∑BT(sum of MBT+DBT+TBT)
b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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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2010년 8월 J 만 어항 주변 표층 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의 공간 분포

(2) 표층퇴적물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포

2010년 8월에 J 만 어항 주변 7개 정점(J1-1, J2, J5-1~9-1)에서 표층 해수 시료 채취와 동

시에 표층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여 부틸주석화합물의 오염현황을 파악하였다(그림 3-2-3b). J

만 어항 내의 표층퇴적물 중의 MBT, DBT, TBT 농도는 각각 40~281 ng Sn g-1 dw, 62~200

ng Sn g-1, 44~116 ng Sn g-1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각각 173 ng Sn g-1, 162 ng Sn

g-1, 80 ng Sn g-1의 값을 보였다(표 3-2-12). DBT와 MBT 농도와 비교하여 TBT의 평균 농

도는 약 2배 정도 낮은 값을 보였다. 정점 J1-1, J5-1, J7-1, J9-1의 4개 퇴적물 시료에서 MBT

농도는 225~281 ng Sn g-1 dw 범위로 유사하게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그림 3-2-16). 정점 J2,

J6-1, J8-1 3개 퇴적물 중의 MBT 농도는 앞선 4개 정점에 비하여 약 4배 낮은 수준이었다.

DBT 농도는 정점J2를 제외하고 6개 정점의 퇴적물에서 200 ng Sn g-1dw의 이하 값으로 일정

한 분포를 보였다. 조사된 7개 정점 표층 퇴적물중 ∑BT 농도는 146~567 ng Sn g-1 dw의 범위

를 보였다. ∑BT 농도 중의 MBT의 구성비는 37%, DBT는 42%, TBT는 21%로 TBT가 상대

적으로 낮고, MBT와 DBT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수 중의 TBT 구성비인 19%와 비교해서는

퇴적물에서 유사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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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Concentration of butyltins in sediment

(ng Sn g-1 dw.)

MBT DBT TBT ΣBTa

J1-1 225 174 76 475

J2 40 62 44 146

J5-1 281 186 99 567

J6-1 47 172 116 335

J7-1 280 200 69 549

J8-1 61 155 57 273

J9-1 279 185 96 560

<표 3-2-12>. 2010년 8월 J 만 어항 주변 표층 퇴적물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분포

a∑BT(sum of MBT+DBT+TBT)

<그림 3-2-16>. 2010년 8월 J 만 어항 주변 표층 퇴적물 중의 부틸주석

화합물 농도의 공간 분포



- 78 -

라. 2010년 전국 주요 항구 조사

(1) 표층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포

2010년 9월에 11개의 전국 주요 항구의 선박이 밀집하여 정박한 주변해역에서 표층해수를 채취

하였다(그림 3-2-3a). 조사 정점은 In남항부두, Ku항, Mo항을 포함한 서해안 3개 항구(정점

1-3), Ye K항, Kw항, To항, Bu 남항부두를 포함한 남해안 4개 항구(정점 4-7) 그리고 Us B

항, Po 구룡Po, Uj J항, So J 항을 포함한 동해안 4개 항구(정점 8-11)에서 표층해수를 채집

분석하였다. 채취된 표층해수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분포를 표 3-2-13에 나타냈다. 주요 항구 주

변의 표층 해수에서 TBT, DBT, MBT화합물은 정점 1(In)과 정점 5(Kw)을 제외하고 모두 검출되었

다. J 만의 어항 정점 J12를 제외하면, 규모가 큰 주요 항구의 11개 표층 해수에서 부틸주석화합물

농도는 대체로 J 만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11개 주요 항구 주변 표층 해수 중의 MBT, DBT,

TBT 농도는 각각 0.9-20.2 ng Sn L-1, nd-13.4 ng Sn L-1, nd-10.6 ng Sn L-1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MBT는 5.4 ng Sn L-1, DBT는 2.8 ng Sn L-1, TBT는 3.0 ng Sn L-1의 평균농도를 보였다. 조선소

와 선박이 매우 밀집하여 정박한 정점 6~8(To항, Bu항 및 Us B항 주변)의 표층 해수에서 TBT의

농도가 5.7-10.6 ng Sn L-1로 나머지 7개 주요 항구 정점의 nd-2.0 ng Sn L-1에 비해 약 5배 가량

높았다(그림 3-2-17). 이들 3개의 주요 항구 주변 정점 중에서 Us B항의 방파제 안쪽에 위치한 정

점 8에서 MBT, DBT, TBT의 농도는 각각 20.2 ng Sn L-1, 13.4 ng Sn L-1 10.6 ng Sn L-1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표층 해수 중의 TBT의 해역별 평균 농도는 서해(정점 1~3) 항구 주변이 0.4

ng Sn L-1로 남해(정점 4~7) 및 동해 (정점 8~11) 항구 주변의 각각 TBT 평균 농도인 3.9 ng Sn

L-1와 4.0 ng Sn L-1에 비해 낮았다. 서해, 남해 및 동해 3개 해역별로 항구 주변의 해수 중의 Σ

BT의 평균 농도는 각각 2.5 ng Sn L-1, 11.0 ng Sn L-1 17.8 ng Sn L-1의 값을 보였다. 전국 주요

항구 주변 해수에서 ΣBT 농도 중의 MBT, DBT, TBT 농도의 구성비는 각각 55%, 22%, 23%를

차지하였으며, J 만 어항에서 나타난 DBT(19%), TBT(18%) 구성비보다 다소 높았다.

Station
Concentration of butyltins in seawater (ng Sn L-1)
MBT DBT TBT ΣBTa

1 (In) 2.1 0.7 0.7 3.5
2 (Ku) 0.9 nd 0.2 1.1
3 (Mo) 1.8 0.8 0.4 3.0
4 (Ye) 2.1 0.9 2.0 5.0
5 (Gw) 1.0 0.4 ndb 1.4
6 (To) 8.9 4.2 5.7 18.8

7 (Bu) 8.4 2.6 7.8 18.8
8 (Ul) 20.2 13.4 10.6 44.2
9 (Po) 6.9 3.09 1.5 11.3
10 (Ul) 2.3 2.3 2.0 6.6
11 (So) 5.0 2.2 1.8 9.0

<표 3-2-13>. 2010년 9월 전국 주요 항구 주변 표층 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분포

a∑BT(sum of MBT+DBT+TBT), bnot detected



- 79 -

<그림 3-2-17>. 2010년 9월 전국 주요 항구 주변 표층 해수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의 공간 분포

(2) 표층퇴적물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포

2010년 9월 전국 주요항구 주변 9개 정점(정점 1~8, 11)에서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였다(그림

3-2-3a). 전국 주요 항구 주변 9개 정점에서 채취된 표층퇴적물 중에서 검출된 부틸주석화합물

의 농도는 정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다(표 3-2-14, 그림 3-2-18). 주요 항구 주변 퇴적물

중의 MBT, DBT, TBT 농도는 각각 15~6,212 ng Sn g-1 dw, 1~8,747 ng Sn g-1, 3~55,264 ng

Sn g-1의 범위를 보였다. 조사 정점 중, Us B항 안쪽의 정점 8에서 MBT, DBT, TBT농도는

각각 6,212 ng Sn g-1 dw, 8,747 ng Sn g-1, 55,264 ng Sn g-1의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2004년 대형 조선소 주변의 TBT 오염조사(한국해양연구원, 2005)에서 표층퇴적물 중의

TBT 농도(36,292 ng Sn g-1 dw)와 비교해도 Us B항 정점 8 퇴적물 중의 TBT 농도는 높은

값이다. 정점 4에 해당하는 Ye K항의 퇴적물에서 TBT 농도는 2,343 ng Sn g-1 dw으로 조사

정점 중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정점 7(Bu항) 및 정점11(So항)의 퇴적물에

서 TBT 농도는 각각 1,041 ng Sn g-1 dw과 877 ng Sn g-1 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주요 항구

주변 표층퇴적물 중의 DBT와 MBT 화합물의 경우, 정점 8 Us을 제외하고 정점 11(So항)에서

각각 860 ng Sn g-1 dw과 1,285 ng Sn g-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ΣBT의 농도는 Us B항

(70,223 ng Sn g-1 dw) > Ye K항(3,366 ng Sn g-1 dw.) > So항(3,022 ng Sn g-1 dw.) > Bu

항(2,078 ng Sn g-1 dw) > Mo항(1,328 ng Sn g-1 dw) > To항(1,028 ng Sn g-1 dw) 순으로

높은 농도 값을 보이고 있다. 주요 항구 9개 정점 표층퇴적물중의 MBT, DBT, TBT 농도의

조성비는 각각의 정점에 따라서 매우 다른 분포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2-19). 정점 8 Us

B항의 퇴적물에서 TBT 조성비는 가장 높은 79%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정점 5 Kw항에서는

MBT 조성비가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정점 중 TBT화합물의 분해 및 신규 유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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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가늠하는 BDI값의 범위는 0.3~8.8(평균 3.0)의 값을 보였다. 정점 8 Us B항에서 최근의

TBT 유입을 반영하는 가장 낮은 0.3 값을 나타냈으며, 정점 5 Kw항에서 가장 높은 BDI 8.8

의 값으로 보였다. Us B항의 정점 8의 표층퇴적물에서 가장 높은 TBT, DBT 및 MBT 농도를

보인 것은 동일한 정점 표층 해수 중의 TBT, DBT 및 MBT 농도가 높게 검출된 것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 전국 주요항구 주변 9개 정점 중 표층 해수와 퇴적물에서 두 매질간의 TBT 농

도의 조성비는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그림 3-2-20),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2=0.57; p<0.05)를 나타냈다.

Station
Concentration of butyltins in sediment (ng Sn g-1 dw.)

MBT DBT TBT ΣBTa

1 (In) 56 13 35 104

2 (Ku) 15 1 3 19

3 (Mo) 841 319 168 1,328

4 (Ye) 382 640 2,343 3,366

5 (Gw) 100 4 12 116

6 (To) 86 365 577 1,028

7 (Bu) 297 740 1,041 2,078

8 (Ul) 6,212 8,747 55,264 70,223

11 (So) 1,285 860 877 3,032

<표 3-2-14>. 2010년 9월 전국 주요 항구 주변 표층퇴적물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 분포

a∑BT(sum of MBT+DBT+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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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2010년 9월 전국 주요 항구 주변 표층퇴적물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의 공간 분포

<그림 3-2-19>. 2010년 9월 전국 주요 항구 주변 표층퇴적물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의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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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2010년 9월 전국 주요 항구 주변 해수 및 퇴적물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의 조성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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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BT 오염의 비교평가

가. J 만 해수 중의 농도 비교

2008년에는 J 만에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의 표층의 해수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 졌

으며, 2009년에는 J 만에 위치한 3개 주요 만의 항구 및 조선소 주변 해역에서 조사가 진행되

었다. 2008년의 J 만 전체 해역 및 2009년 주요만 오염원 주변 해역의 해수 중 부틸 주석화합

물 농도를 비교해 보았다(그림 3-2-21). TBT와 ∑BT 모두 최대값은 2009년 하계 조사에서

2.9 및 6.3 ng Sn L-1로 2008년 조사 시 최대값인 0.9 및 5.1 ng Sn L-1 보다 높게 나타났다.

TBT의 평균값에서도 2009년 조사 정점에서 0.37±SD0.74 ng Sn L-1로 2008년의 0.2±SD0.2 ng

Sn L-1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BT의 평균값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97±SD1.24 및 1.9±1.5 ng Sn L-1 유사한 값을 보였다. ∑BT 농도에서 TBT가 차지하는 비중

은 2009년에 19.1%로 2008년의 7.9%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종

합해 보면 J 만의 경우 해역 전반에서 오염원 주변으로 갈수록 TBT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염원 주변에서 TBT가 유입되고 있으며, 부틸주석화합물의 조성비로 볼 때 대

형조선소 인접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TBT가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2-21>. 2008년(J 만 전체) 및 2009년(주요 만 오염원 주변) 해수 중

TBT와 ∑BT의 농도 비교

2008년과 2009년에 J 만의 해수 중에서 분석된 부틸주석화합물의 농도와 1995년에 동일해

역에서 조사된 자료를 비교해 보았다(그림 3-2-22).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400톤 이하의

소형선박에 대한 트리알킬주석(트리부틸틴 및 트릴페닐틴)이 함유된 방오도료의 사용의 규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대상 선박을 확대하여 2003년 11월부터 군함 등 일부 특수선을 제외한

모든 신조선에 대한 트리알킬주석화합물 함유 방오도료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1995년에

이루어진 J 만의 유기주석화합물 오염 조사는 국내 TBT 사용 규제 시작 5년 전의 결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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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 조사는 전체 선박에 대한 TBT 사용 전면 규제 5-6년 이후의 조사 결과에 해당

된다.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농도 수준 및 분포를

사용 규제 전후로 비교하는 것은 사용 규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2008년 J 만 전체 해역 조사에서 TBT와 ∑BTs 농도의 최대값은 각각 0.9 ng Sn L-1와

5.1 ng Sn L-1로 1995년의 최대값인 35 ng Sn L-1와 111 ng Sn L-1 보다 각각 37배와 22배

이상의 현저히 낮은 값을 보였다. TBT는 평균값에서도 2008년에 0.2±SD0.2 ng Sn L-1로 1995년의

17.6±SD11.4 ng Sn L-1에 비하여 100배 이상 낮은 값을 보였다. ∑BTs의 평균값 역시 2008년에

1.9±SD1.2 ng Sn L-1로 1995년의 50.6±SD30.5 ng Sn L-1에 비하여 26배 낮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TBT 사용 규제 이전과 이후에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TBT의

반감기가 수 일에서 수 주로 생물과 퇴적물에 비해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해수 중 TBT

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1995년과 2008-2009년 사이에 해수 중으로 유입되는 TBT 양의

차이가 매우 컸음을 의미하였다. 반면, 규제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TBT가

검출되고 있고, 특히 분해산물을 포함한 ∑BTs의 농도 감소 폭이 TBT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과거에 사용되어 선박표면, 항(포)구 및 조선소 등의 시설, 퇴적물 등에 잔류하는

TBT와 그 분해산물이 지속적으로 해수 중으로 미량이나마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8년 1차년도 조사에서 해수와 퇴적물 중의 TBT 농도 분포가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2009년

2차년도 조사에서 유입원 주변의 TBT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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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2008년(J 만 전체), 2009년(주요 만 오염원 주변) 및

1995년(J 만 전체) 해수 중 TBT 및 ∑BT의 농도 비교

나. J 만 퇴적물 중의 농도 비교

2008년의 J 만 해역 전반 및 2009년 주요 만 오염원 주변 해역의 표층퇴적물 중 부틸 주

석화합물 농도를 비교해 보면, TBT와 ∑BTs 모두 최대값은 2009년 조사에서 각각 1,018 ng

Sn g-1과 2,208 ng Sn g-1로 2008년 조사 시 최대값인 762 ng Sn g-1 및 1,123 ng Sn g-1 보다

높게 나타났다. TBT의 평균 농도에서도 2009년 조사 정점에서 244±SD317 ng Sn g-1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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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118±190 ng Sn g-1로 약 2배 이상 높을 값을 보이고 있다. ∑BTs의 평균농도 역시 2009

년에 722±SD544 ng Sn g-1으로 2008년의 270±286 ng Sn g-1에 비하여 약 2.5배 이상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3-2-23). ∑BTs의 농도에서 TBT 농도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2008년도 J 만 해역

전체 조사의 경우 32%로 2009년의 주요 3개만 조사 시 값인 34%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지역

별로 나눠보면, M 만 안쪽은 9.1%로 2008년 보다 현저히 낮은 값을 보였고, H 만은 39%로 다

소 높은 값을, K 만은 59%로 현저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수와 같이 퇴적물 에서도

조선소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TBT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정도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나 규제 이후에도 조선소 주변해역 퇴적물 내의 TBT가 분해되지 않고 상당기

간 잔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 J 만의 표층퇴적물 중에서 분석된 부틸주석화합물의 농도와 1995년에

동일해역에서 조사된 자료를 비교해 보았다(그림 3-2-24). 2008년 J 만 전체 해역 조사 시

TBT의 최대 농도는 762 ng Sn g-1로 1995년의 최대값인 382 ng Sn g-1에 비해서 오히려

약 2배 정도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BTs는 2008년에 1,123 ng Sn g-1으로 1995년의

1,763 ng Sn g-1에 비하여 약 1.5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TBT의 평균 농도에서도 2008년에

118±SD190 ng Sn g-1로 1995년의 77±SD111 ng Sn g-1에 비하여 1.5배 높은 값을 보였고, ∑

BTs의 평균 농도는 2008년에 270±SD285로 1995년의 296±SD429 ng Sn g-1 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특히, 2009년에 오염원 주변해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1995년에 비하여 TBT와

∑BTs 농도의 최대값과 평균값이 각각 2.6배 및 1.2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퇴적물

내의 TBT의 농도 분포가 오염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급격한 농도구배를 보이기 때문에

(Shim et al., 1999), 과거 2008의 J 만 해역 전반에 대한 조사와 2009년 오염원 주변해역 조사

에서 차이를 보이듯이, 1995년의 조사정점이 J 만 전체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로부터 TBT 사용 규제 5년전인 1995년에 비하여 규제 5년 후인 2008년에 J 만의

표층퇴적물 중 TBT 농도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5년 조사 시점부터 사용

규제 이전인 2000년까지 J 만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TBT 사용량 및 유입량이 증가하였고, 퇴

적물 내의 TBT 잔류 기간이 수 년으로(Shim et al., 2002) 매우 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해수 중의 농도가 1995년에 비하여 2008년에 약 100배 이상 현저하게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퇴적물 내의 TBT 농도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퇴적물 내에 잔류하는 TBT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2009년 오염원 주변해역 및 2010년 J 만

소형 어항과 전국 주요 항구의 조사에서 보듯이, TBT의 주요 유입원 주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경농도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03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TBT 함유 방오도료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해수 중의 농도 감소에는

큰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퇴적물에서는 아직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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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2008년(J 만 전체) 및 2009년(주요 만 오염원 주변)

퇴적물 중 TBT 및 ∑BT의 농도 비교

<그림 3-2-24>. 2008년(J 만 전체), 2009년(주요 만 오염원 주변) 및

1995년(J 만 전체) 표층퇴적물 중 TBT 및 ∑BT의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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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J 만 굴 체내 농도 비교

해수와 퇴적물과 달리 대형 항구와 조선소와 같은 오염원 인접해역의 근접 조사에서는

사업장과 시설 등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해안가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굴과 같은 이매패류의

채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J 만 해역 전반에 대한 2008년 총 13개 정점의 조간대 서식 굴

에 대한 결과를 동일지역에서의 과거 조사 자료와 비교하였다(그림 3-2-25). J 만 굴 체내 잔

류 TBT 농도에 대한 과거자료는 1995년과 1997년에 수행된 것을 활용하였다(Shim et al.,

1998; Shim, 2000b). 1995년, 1997년 및 2008년 조사 정점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M 만,

H 만, K 만을 포함하는 J 만 전체에 걸쳐 유사한 지역에서 시료가 채취되었다. TBT의 경우

1995년에 95-885 ng Sn g-1 dw의 농도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표준편차는 385±217 ng Sn g-1

였으며, 1997년에는 158-2,245 ng Sn g-1 (918±622 ng Sn g-1) 였다. 반면 2008년 8월의 TBT

농도는 26-365 ng Sn g-1 (140±105 ng Sn g-1)로, 1995년의 TBT 평균 농도 대비 2.7배, 1997

년 대비 6.5배 감소한 값을 보였다. ∑BTs 평균 농도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농도 감소를 보이

고 있다. 1995년, 1997년 및 2008년에 ∑BTs의 농도에서 TBT 농도가 차지하는 구성비의 평균

값은 각각 75, 72, 75%로 매우 유사하였으며, DBT와 MBT에 비하여 TBT가 월등히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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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2008년 J 만 및 1995년과 1997년 J 만 해안 서식

굴 중의 TBT 및 ∑BT의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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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만의 해수, 굴, 퇴적물 중의 TBT 잔류 농도를 TBT 함유 방오도료 사용 규제 5년 전인

1995년과 사용 전면규제(2003년) 5년 후인 2008년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그림 3-2-26과 같다.

해수 중의 TBT 농도는 규제 이전인 1995년에 비해 규제 이후인 2008년에 약 100배 감소하였

으며, 굴 체내의 TBT 농도는 2.7배 감소한 반면, 퇴적물 중의 TBT 농도는 약 1.5배 증가하였다.

일반적인 해양환경 중의 TBT의 반감기가 퇴적물(years) > 이매패류(weeks-months) > 해수

(days-weeks) 순으로 긴 것을 감안하면, 3종류의 대상 매질 별 농도감소 폭은 각 매질의 TBT의

반감기를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특히 조간대의 서식하는 여과식자인 굴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변해수 중의 TBT 농도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Shim et al., 2005; Kim et al.,

2008), 해수 중의 TBT 농도 감소 폭에 비하여 약 37배 낮은 감소폭을 보이는 것은 퇴적물로

부터 해수 중으로 유입되는 TBT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대상인 자연산 굴은

다년생으로 채수 순간의 해수 농도와 달리 수년간에 걸쳐 축적된 TBT 농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점별 농도는 해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농도 변화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조간대에 서식하는 굴의 특성상 항(포)구 및 조선소와 같은 해안의 TBT 오염원의

영향을 근접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TBT 오염원 주변 퇴적물에 장기간 잔류하는 TBT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6>. 1995년과 20008년 J 만의 해수, 굴 및 퇴적물 중의 잔류 TBT 농도 비교

라. J 만 대수리 임포섹스 및 체내 농도 비교

2008년에 조사된 J 만 12개 정점(조선소 인근에 위치한 정점 13은 1995-1997년 비교대상 정

점이 없어 제외)의 대수리의 임포섹스 조사 결과를 1995년과 1997년에 유사한 정점에서 조사

된 결과와 비교하였다(그림 3-2-27). 대수리 암컷의 백분율로 표시된 암수의 성비는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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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에서 1995-1997년에 10-36%의 범위를 보인 것에 비하여 2008년에 뚜렷하게 증가하여, 대부분

50-82%를 보이고 있다. 암컷에서 임포섹스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수컷의 vas deference가 암

컷에서 발현되고 이는 암컷의 수란관을 막아 산란을 방해하며, 심할 경우 암컷의 폐사를 유발하

게 된다. 1995-1997년 조사에서 TBT 농도가 200 ng Sn g-1 dw 이상에서 암수의 성비가 대부

분 50%미만의 값을 보여, 암컷의 선택적인 폐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으나, 2008년의 암수

성비의 증가는 임포섹스 발현에 의한 암컷의 폐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로 사료된다.

반면 대수리 암컷의 임포섹스 발현빈도는 1995-1997년 조사 시 전 정점에서 100%(모든

암컷에서 임포섹스 관찰)되었는데, 2008년 조사에서도 4개 정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였으며,

평균적으로는 93.7%의 임포섹스 발현빈도를 보였다. 임포섹스의 발현빈도가 정점에 따라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08년 현재 해수, 생물, 퇴적물 내에서 일정 농도 이상으로 존재하는

TBT가 여전히 대수리의 임포섹스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포섹스 발현된 암컷의 RPLI

역시 1995-1997년에 비하여 모든 정점에서 뚜렷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RPLI 값은 1995-1997년에 89±10%에서 2008년에 24±11%로 약 3배 이상 감소하였다. 대수리

체내의 TBT 잔류농도 역시 1995-1997년에 110±72 ng Sn g-1 이었던 것이, 2008년에 32±20

ng Sn g-1으로 약 3배 이상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대수리의 암수성비, 임포섹스 발현빈도 및

정도, 체내 TBT 잔류 농도 모두에서 규제 이전에 비하여 규제 5년 이후에 뚜렷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연구(Ruiz et al., 2010) 결과에서도 TBT 규제 이후 대

수리중의 TBT 오염잔류 감소경향은 뚜렷하였다. 이는 퇴적물을 제외한 해수와 굴 체내 TBT

농도 감소 경향에서 보듯이 대수리의 TBT에 대한 노출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대수리의 임포섹스가 수 ppt 수준의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발생(Shim et al., 2009)하는 매우

민감한 생물영향으로, 현재의 TBT 농도 수준은 임포섹스 발현 정도는 규제이전에 비하여 현

저히 감소시켰으나, 여전히 일정수준의 임포섹스를 유발할 수 있는 농도로 존재하고 있어,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2008년 대수리 체내의 TBT 잔류 농도와 임포섹스 발현 정도인 RPLI 간의 상관관계를

1995-1997년 자료와 함께 도식화하면 두 개의 상으로 구별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2-28a). 이는 1995-1997년 조사에서는 대수리 체내에 TBT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임포섹스

유발 물질인 트리페닐주석(Triphenyltin; TPT)이 TBT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된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2008년 조사에서는 대수리 체내에서 TPT는 모두 검출한계

이하의 값을 보였다. 이는 2002년 전국 모니터링 연구에서 TBT에 비하여 TPT의 농도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Shim et al., 2005). 따라서 대수리 체내의 TBT와 TPT

잔류 농도의 합과 임포섹스 발현정도의 상관관계를 1995-1997년 및 2008년 자료를 조합하여

도식화하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그림 3-2-28b). 이는 대수

리의 임포섹스 발현이 규제 이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TBT 노출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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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1995-1997년과 20008년에 J 만 서석 대수리의 임포섹스 발현정도 및

체내 TBT 잔류농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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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대수리의 체내 TBT 잔류농도와 임포섹스 발현정도 간의 상관관계.

(a) 1995-1997년 및 2008년 TBT 잔류 농도와 임포섹스 발현정도의 관계,

(b) 1995-1997년 및 2008년 TBT와 TPT 잔류 농도의 합과 임포섹스

발현정도의 관계.

마. 국외 자료와의 비교

본 연구의 부틸주석화합물 오염실태 조사 결과를 국외에서 보고된 자료와 비교하였다(표

3-2-15). 전국 주요 항구 및 J 만 항구와 조선소 등 오염원 주변 표층 해수에서 예외적으로 높

은 농도 값이 일부 확인되었다. TBT와 DBT 농도는 J 만 소형 어항인 정점 J12(23.9 ng Sn

L-1 및 28.1 ng Sn L-1)에서 예외적으로 높았으며, MBT도는 Us B항 정점 8(20.2 ng Sn L-1)

에서 나타났다. J 만 정점 J12와 Us B항 정점 8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정점의 총 해수 시료

(n=96)중의 TBT, DBT. MBT의 평균 농도는 각각 0.8 ng Sn L-1, 1.0 ng Sn L-1, 1.9 ng Sn

L-1값을 나타냈다. 외국의 경우 인도, 일본, 이탈리아의 해역별, 조사 정점 별 해수 중의 TBT

농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연구와 비교하여 유사한 농도 범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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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Kaohsiung 항구의 조선소 주변 해수에서 TBT 농도는 61 ng Sn L-1(St. Shipyard, May

season)로 약 3배 높은 농도 수준을 보고하였다(Chen et al., 2010). 이탈리아 및 타이완의 해

수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DBT와 MBT 농도는 이번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약 6배 높은 값

을 보였는데, TBT의 미생물 분해와 어항 활동과 밀접한 것으로 보고하였다(Berto et al., 2007;

Chen et al., 2010).

J 만 및 주요 항구 주변의 TBT 오염실태 조사에서 조선소 인접한 Us B항의 정점 8에서

표층퇴적물 중 TBT농도가 예외적으로 높은 55,264 ng Sn g-1 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TBT

규제 이후 일지라도 J 만 및 주요 항구의 49개 조사 정점 중 상당수의 조선소, 항구, 어항 등

오염원 주변 퇴적물 물에서는 여전히 ppm 이상의 높은 농도로 TBT가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외도 마찬가지로 퇴적물 중의 TBT 농도 중 최고치를 보이는 조선소

의 드라이독이 위치한 정점에서 39,300 ng Sn g-1의 값으로 조선소에 의한 잔류영향을 보고하

였다(Berto et al., 2007). 전반적으로 해수나 퇴적물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TBT 농도 수준을

보인 지역은 특히 조선소 또는 항구 주변 해역이었다. Choi et al. (2009)의 연구에 따르면 퇴

적물에서 가장 높은 TBT 오염잔류(<LOD-5,372 ng Sn g-1) 경향은 조선소와 밀접하였다. 퇴적물

중의 TBT 농도 최고치를 보인 Us 정점을 제외한 경우 TBT, DBT 및 MBT 농도는 인도, 스페

인 베트남, 대만 보다 다소 높거나 유사한 분포경향을 보였다.

J 만의 1차년도 조사에서 어항(정점 13-1)에서 채취된 이매패류의 최고 농도를 포함해도 부

틸주석화합물농도는 굴에서 연구된 대만의 결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농도를 보였다(Tang et

al., 2010). 반면 정점 13-1의 최고값을 제외할 경우 중국 발해만, 스페인 갈리시안 해안 및 이

탈리아 베니스라군 지역의 이매패류 및 고둥류에서 검출된 수준과 비교할 경우는 유사한 농도

범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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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ing, Location  Year  TBT  DBT  MBT Refs.

Concentration in seawater(ngSn L-1)

Goa coast, India 2007-2008 0.2 - 46 0.05 - 19 <MDL - 29  1

North coast of Kyoto, Japan 2003 3.9 -27 2.1 - 13 2.5 - 23  7

Southern Venice lagoon dockyard, Italy 2003 10 -24 75 -139 na 11

Kaohsiung harbour, Taiwan 2006 2.6 - 61 4.5 - 34 nd - 127  8

J Bay and harbours, Korea 2008-2010 nd - 23 nd - 28 nd - 20 This study

                              Concentration in sediment(ng Sn/g dw.)

Goa coast, India 2007-2008 <MDL - 128 <MDL - 43 <MDL - 67  1

Sanricu coast, Japan 2005 2 - 14,000 <MDL - 3,400 <MDL - 3,300  2

Gulf of Cadiz, Spain 2006 <MDL - 573 <MDL - 439 <MDL - 797  3

Barcelona harbour, Spain 2002 98 - 4,702 67 - 2,607 35 - 440  4

Chennai port, India 2008 54 - 11,872 31 - 1,512 25 - 1,479  5

Coast, Vietnam 2003 7.8 - 51 8.1 - 42 3.9 - 30  6

Southern Venice lagoon dockyard, Italy 2003 87 - 39,300 20 - 12,623 na 11

Southern Venice lagoon harbours, Italy 2003 966 - 2,747 29 - 44 na 11

Southern Venice lagoon marinas, Italy 2003 41 - 517 2 - 950 na 11

Kaohsiung harbour, Taiwan 2006 1.5 -125 nd - 18.4 nd - 7.3  8

North west coast, Spain 2005 0.6 - 303 0.5 - 357 0.7 - 3.8  9

South Pacific Ocean, Australia 2005 220 -8,750 150 - 5,450 130 - 4,250 10

J Bay and harbours, Korea 2008-2010 3 - 55,264 1 - 8,747 15 - 6,212 This study

                               Concentration in biota(ng Sn/g dw.)

Southern Venice lagoon, Italy (gastropod) 2003 <4 - 976 <4 - 1,428 na 11

Bohai Sea, China (molluscs) 2002-2005 <2.5 - 384 <3.2 - 102 <2.8 - 108 12

Galician coast, Spain (gastropod) 2006 5 - 137 39 -465 1 - 334 13

Luermen Estuary, Taiwan (oyster) 2003 108 - 5,770 30 - 6,160 9 - 6,907 14

J Bay and harbours, Korea (oyster) 2008-2010 6 - 365 (4,439)a nd - 176 (1,167) nd - 44 (809) This study

<표 3-2-15>. 외국의 해수, 퇴적물, 생물 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농도와 국내 조사 자료와 비교

aJinhae bay (St. 13-1), 1. Garg et al., 2010; 2. Harino et al., 2007; 3. Garg et al., 2009; 4. Diez et al., 2006; 5. Garg et al., 2011

6. Nhan et al., 2005; 7. Ohji et al., 2007; 8. Chen et al., 2010; 9. Uveges et al., 2007; 10. Burton et al., 2005

11. Berto et al., 2007; 12. Yang et al., 2008; 13. Ruiz et al., 2010, 14. Tang et al., 2010



- 94 -

1.3절. 신방오제 화합물 오염현황

1.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가.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신방오제의 오염의 평가는 주요 신방오제 물질에 대한 분석기법이 확립된 2009년부터 시행

되었다. 신방오제의 오염 평가는 신방오제 물질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수와 퇴적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방오제는 2009년과 2010년에 J 만의 우심해역과 소형 어항 및 전국 주요 항구에

서 TBT 분석시료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채집된 해수와 퇴적물 시료에서

분석되었다(그림 3-1-1, 표 3-1-1).

나. 신방오제 화합물 분석방법

신방오제 화합물의 분석방법은 ‘제2장’에 제시된 분석방법에 따라 6종의 물질(Diuron,

Irgarol-1051, Sea-nine 211, Dichlofluanid, Copper pyrithione, Zinc pyrithione)과 Irgarol-1051의

분해산물인 M1을 포함하여 총 7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연안해역의 신방오제 화합물 오염실태

가. 2009년 J 만 2차 조사: 우심해역

(1) 표층해수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분포

2009년 하계(8월)과 동계(12월)에 항(포)구와 조선소와 같은 방오물질 오염원이 위치한 J 만 내

의 M 만, H 만, K 만을 중심으로 표층 해수를 채취하였다. 시료는 TBT 분석 시와 동일하게 M 만

과 H 만의 각각 5개 정점, 그리고 K 만의 6개 정점(총 16개 정점)에서 채취하였다(그림 3-2-3c).

2009년 하계와 동계의 2번의 조사에서 Diuron과 Irgarol-1051은 두 시기에 모든 정점에서 검출되

었으며, Irgarol-1051의 분해산물인 M1은 하계조사 시에 16개 조사 정점 중 6개 정점에서만 검출

되었다. Sea-nine 211 역시 하계 조사 시 9개 정점에서만 검출되었을 뿐, 동계에는 모두 검출한

계 이하의 값을 보였다. Copper Pyrithione(CuPT)와 Zinc Pyrithione(ZnPT) 및 Dichlofluanid 화합

물은 하계 및 동계의 전 정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2009년 하계 및 동계 해수 시료에서 검출된 4종의 신방오제 화합물의 잔류농도 범위는

Diuron, Irgarol-1051, M1, Sea-nine 211 화합물이 각각 29-420 ng L-1, 0.2-8.9 ngL-1, nd-2.2

ng L-1, nd-366 ng L-1였다. Sea-nine 211의 경우는 정점 H1에서 예외적으로 366 ng L-1의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정점 H1을 제외할 경우 nd-6.0의 범위를 보였다(표 3-3-1). 하계 해수 중

Diuron, Irgarol-1051, M1의 평균 농도는 각각 198, 2.4, 1.1 ng L-1였으며, Sea-nine 211은

예외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인 정점 H1을 제외할 경우 3.6 ng L-1로, 해수 중에 높은 농도로

검출된 신방오제 화합물은 Diuron > Irgarol-1051 > Sea-nine 211> M1 순으로 나타났다.

동계에 유일하게 검출된 Diuron과 Irgarol-1051 화합물의 평균 농도는 각각 80 ng L-1와 3.0

ng L-1로 역시 Diuron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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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in seawater (ng L-1)

Diuron Irgarol-1051 M1 Sea-nine 211

Range Average Range Average Range Average Range Average

Summer (08/2009)

M (n=5) 100-200 137 0.4-1.2 0.7 nda 2.1-3.5 2.9

H (n=5) 120-360 186 0.2-1.2 0.5 nd 4.7-366 185

K (n=6) 180-420 258 3.7-8.9 5.5 0.6-2.2 1.1 2.1-6.0 3.8

Winter (12/2009)

M (n=5) 64.5-119 88.1 2.1-2.4 2.3 nd nd

H (n=5) 29.2-83 46.9 2.1-3.2 2.4 nd nd

K (n=6) 80.2-116 101 2.3-4.0 2.9 nd nd

<표 3-3-1>. J 만 오염원 주변 표층해수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농도 분포

anot detected

2009년 J 만의 오염원 주변해역 표층 해수 중의 신방오제 중 Diuron 화합물의 잔류 농도는

하계와 동계에 차이를 보였다. 해수 중 Diuron의 평균 농도는 동계(80 ng L-1)에 비해 하계

(198 ng L-1)에 2배 이상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런 경향은 M1과 Sea-nine 211에서 같게 나타

났다. Irgarol-1051의 경우 하계(2.54 ng L-1)와 동계(2.54 ng L-1)에 거의 유사한 평균농도를

보였으나, 이는 M 만과 행앙만에서 농도가 동계에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대형조선소가 위치한

K 만에서는 하계가 동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M 만 및 H 만 두 곳 항(포)구와 비교하여 대체로 조선소 인접한 조사지역에서

신방오제의 화합물의 잔류 농도 수준이 높게 검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Diuron의 경우 2009년

8월의 하계 시료에서, 대형조선소가 위치한 K 만에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H 만의 J3 정점에서 다소 높은 값을 보여(그림 3-3-1), 평균농도(±표준편차)가

K 만(258±87 ng L-1) > H 만(186±103 ng L-1) > M 만(137±39 ng L-1) 순으로 나타났다. 동계

의 경우 K 만(101±12 ng L-1) > M 만(88±20 ng L-1) > H 만(47±21 ng L-1) 순으로 K 만은

하계와 같이 가장 높은 평균농도를 보였으나, 하계와는 달리 H 만 보다 M 만에서 평균 농도

가 높게 나타났다. Irgarol-1051의 경우 2009년 하계에 K 만에서 평균 농도가 5.49±2.04 ng L-1

로 M 만과 H 만의 각각 0.65±0.33 ng L-1와 0.52±0.37 ng L-1보다 약 10배 이상 높은 값을 보

였다(그림 3-3-2). 하지만 동계의 경우 K 만, H 만, M 만 순으로 2.89±0.61, 2.40±0.43,

2.25±0.12 ng L-1 높은 평균 농도를 보여 여전히 K 만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으나, 그 농도 차

이는 하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다. Irgarol-1051의 분해산물이 M1 화합물의 경우 2009년 하

계에 K 만의 6개 조사 정점 모두에서 검출되었고, H 만과 M 만의 나머지 10개 정점 중에서

는 H 만의 J3에서만 매우 낮은 농도인 0.02 ng L-1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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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2009년 8월과 12월의 J 만 오염원 주변

표층해수 중 Diuron 농도의 공간 분포

<그림 3-3-2>. 2009년 8월과 12월의 J 만 오염원 주변 표층

해수 중 Irgarol-1051 농도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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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ine 211 역시 하계에만 K 만의 6개 정점 중 5개 정점에서 검출되었으며, M 만은 5개

중 3개 정점, H 만은 5개 중 2개 정점에서만 검출되었다(그림 3-3-3). 그 중 H 만의 정점 J3

에서 하계에 366 ng L-1의 농도를 보인 자료를 제외하고 비교할 경우, K 만(2.53±SD2.32 ng

L-1) > M 만(1.74±SD1.67 ng L-1) > H 만(1.18±SD2.37 ng L-1) 순으로 역시 K 만에서 상대

적으로 평균 농도가 높게 검출되었으나, 농도의 차이는 Diuron과 Irgarol-1051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작았다. J 만 해수 중의 주요 신방오제 화합물인 Diuron, Irgarol-1051, Sea-nine 211의

시공간 분포를 보면, 동계에 비해서 하계에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K 만이 H 만과 M

만에서 비해 다소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3-3>. 2009년 8월 J 만 오염원 주변 해수 중 Sea-nine 211

농도의 공간 분포

한편 M1은 Irganol-1051의 분해산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에 따라서 모화합물(mother

compound)인 Irgarol-1051에 비해 M1의 잔류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9년 J 만의

해수에서 Irgarol-1051은 하계와 동계 모든 조사 정점에서 검출되었으나, M1의 경우 하계에

K 만의 대형조선소 인근에 위치한 6개 정점(G2-G7)에서만 검출되었다(그림 3-3-4). 하계 해

수 중 Irgarol-1051과 M1 화합물 농도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어(그림 3-3-5), 분석된 M1이 Irgarol-1051의 분해산물이며, 조선소라는 동일한 오염원

에서 유래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다른 신방오제 화합물의 농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5)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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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2009년 8월 J 만 표층 해수 중 Irgarol-1051과

그 분해산물인 M1 화합물 농도의 공간 분포

Irgarol-1051 Concentration (n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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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 0.98; p < 0.0001

<그림 3-3-5>. 2009년 8월의 J 만 표층 해수 중

Irgarol-1051과 그 분해산물인 M1

화합물 농도의 상관관계

2009년 8월 하계에 채수된 M 만, H 만 및 K 만의 16개 정점의 표층 해수 시료 중 신방

오제 화합물의 농도 분포를 동일시기에 동일 정점에서 채수된 해수의 TBT 및 ∑BTs의 농도 분

포와 비교해 보면, 주요 검출 신방오제 화합물인 Diuron, Irgarol-1051, M1, Sea-nine 211 중

유일하게 Diuron만 TBT 및 ∑BTs와 농도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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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Diuron과 유사하게 하계의 모든 정점에서 검출된 Irgarol-1051은 TBT는 물론

∑BTs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규제 5년 이후 시점인 2009년 까지도

공간적으로 유입원의 위치에 따라 뚜렷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 TBT와 Diuron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점은 Diuron의 유입원이 TBT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시사하

였다. Diuron은 방오제 외에도 육상에서 제초제 등의 농약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J 만 해역에서 Diuron과 TBT 농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조사 해역의 Diuron은 신

방오제 기원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TBT는 사용규제 이전 시점인 2000년 조사 시점에서

400톤 이상의 대형선박의 98%에서 사용되고 있던 점(전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을 감안하면,

Diuron 화합물도 TBT와 유사하게 다양한 방오도료 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Irganol-1051의 경우 검출빈도도 높고, 지역적인 공간 분포 상으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보임

에도 불구하고, TBT는 물론 Diuron의 농도 분포와 상관성이 없는 점은 선박 또는 방오도료

성분 구성에 따라서 사용되는 빈도와 정도가 Diuron에 비하여 낮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BT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규제이전의 방오도료와 달리, 다양한 신방오제가 사용되는

규제이후의 방오도료는 각 업체의 방오도료 포뮬레이션에 따라 첨가되는 신방오제 화합물의

종류가 상이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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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2009년 8월의 Ma-J 만 표층 해수 중

(a) TBT 및 (b) ∑BTs와 신방오제 화합물인

Diuron 농도의 상관관계

(2) 표층퇴적물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분포

2009년 하계(8월)와 동계(12월)에 J 만 오염원 주변 중 M 만, 행앙만, 및 K 만의 항구와 조

선소 인접 해역을 중심으로 총 16개 정점에서 총 32개의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였다. 하계 및 동

계 조사의 표층퇴적물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신방오제 화합물과 농도가 높게 검출된 정점은 K

만의 대형조선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표층퇴적물에서 신방오제 화합물인 Diuron,

Irgarol-1051, M1 중 Diuron이 주요하게 검출되었다. Sea-nine 211은 2개 정점에서만 검출되었다.

J 만 오염원 주변의 표층퇴적물중 Diuron 화합물은 하계 및 동계의 모든 정점에서 검출되었으

며, Diuron 농도 분포는 두 시기에 유사한 범위로 나타나, 하계 및 동계 계절 간의 Diuron 농

도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3-3-2). 표층퇴적물 중 하계 및 동계의 Diuron 화합물 농도는 각각

2.3~16.9 ng g-1 dw, 2.6~18.9 ng g-1의 범위를 보였다. 3개 주요만의 표층퇴적물 중 Diuron 화

합물 농도는 M 만에서 평균 4.8 ng g-1 dw, 조선소가 인접한 H 만 및 K 만은 각각 평균 7.1

ng g-1 dw과 8.7 ng g-1 dw로 K 만 표층퇴적물에서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반면에 다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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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조선소가 주변에 위치한 H 만의 정점 H5의 퇴적물에서 Diuron화합물이 하계(16.9 ng g-1

dw.) 및 동계(18.9 ng g-1 dw.)의 두 시기 모두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그림 3-3-7,

3-3-8).

Irgarol-1051 화합물 농도의 시공간 분포 특성을 보면 K 만에서 농도가 높고 M 만과 H

만은 미검출 또는 일부 정점에서만 검출되었다. Irgarol-1051 화합물은 K 만의 하계 5개 정점

에서 모두 검출(정점 G7 하계시료; 미 분석)되었으며, 농도는 1.2~7.4 ng g-1 dw의 범위로 검

출되었다. 동계 시료의 K 만 6개 정점 표층퇴적물 경우 Irgarol-1051 화합물의 농도는 1.8-3.3

ng g-1 dw의 범위로 하계 퇴적물에서 검출된 농도보다 약 2배 낮게 나타났다. M 만 동계 표

층퇴적물에서의 Irgarol-1051 농도는 2.1 ng g-1 dw 값으로 정점 M5에서만 검출되었다. H 만

경우 정점 H3-H5에서 1.0~5.3 ng g-1 dw의 농도범위를 보였다.

Concentration in sediment (ng/g dry weight)

Diuron Irgarol-1051 M1 Sea-nine 211

Range Average Range Average Range Average Range Average

Summer (08/2009)

M (n=5) 2.3-6.6 4.8 nda nd nd

H (n=5) 4.0-16.9 7.1 1.3-5.3 3.3 nd 4.3b

K (n=6) 4.5-15.3 8.7 1.2-7.4 3.8 0.2-0.6 0.4 nd

Winter (12/2009)

M (n=5) 2.9-4.5 4.1 2.1b nd nd

H (n=5) 3.4-18.9 8.0 1.0-2.7 1.7 nd nd

K (n=6) 5.1-15.9 9.0 1.8-3.3 2.6 0.2-0.4 0.3 5.5a

<표 3-3-2>. 2009년 J 만 오염원 주변 표층 퇴적물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농도 분포

anot detected
b:detected (on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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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2009년 8월 J 만 오염원 주변 퇴적물 중 Diuron,

Irgarol-1051 및 M1 화합물 농도의 공간 분포

<그림 3-3-8>. 2009년 12월 J 만 오염원 주변 퇴적물 중 Diuron,

Irgarol-1051 및 M1 화합물 농도의 공간 분포



- 103 -

나. 2010년 J 만 3차 조사: 소형 어항

(1) 표층해수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분포

2009년 J 만 내의 주요만의 항구와 조선소 등 오염원 주변에서 동계 및 하계중 신방오제

화합물의 오염조사를 바탕으로 2010년 9월 J 만에 위치한 소형 어항 밖 인접한 13개 정점(

J1~J13)과 이들 어항의 방파제 또는 구조물 안쪽의 7개 정점(J1-1, J5-1, J6-1, J7-1, J8-1,

J9-1, J13-1)을 추가하여 표층 해수 및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분석하였다(그림 3-1-3b, 표

3-1-1). J 만 내 소형 어항 주변의 표층 해수 및 표층 퇴적물에서 검출된 신방오제 주요 화

합물의 농도 분포를 표 3-3-3에 나타냈다. 표층 해수에서 검출된 주요 신방오제 화합물은 J

만 내의 주요만 조사와 동일하게 Diuron과 Irgarol-1051이었다. 조사된 20개 정점의 표층 해수

모두에서 Diuron과 Irgarol-1051이 검출되었다. 전체 20개 조사 정점에서 표층 해수 중의

Diuron 화합물 농도 범위는 35~1360 ng L-1였으며, 평균 191 ng L-1를 나타냈다. 소형 어항

밖에 위치한 13개 정점 표층 해수 중의 Diuorn 농도는 35~650 ng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어

항 안쪽에 위치한 7개 정점에서의 Diuron 농도는 101-1,360 ng L-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9). 소형 어항의 안(J1, J5~J9, J13)과 밖(J1-1, J5-1~9-1, J13-1)으로 각각 시료가

채취된 7개 지점에서 Diuron의 평균 농도를 비교해보면 각각 53 ng L-1와 346 ng L-1로 어항

안쪽이 바깥쪽에 비하여 약 7배 높은 농도를 보였다. 방파제 안쪽 정점 13-1의 해수에서 Diuron

농도가 1,360 ng L-1로 조사 정점 중 최고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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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antifouling booster biocides

Seawater (ng L-1) Sediment (ng g-1 dry weight)

Station Diuron Irgarol-1051 Diuron Irgarol-1051 Sea-nine 211

J i Bay and inner port

J1 35 1.2 -a - -

J1-1 254 4.3 6.1 ndb nd

J2 60 1.5 31 11.5 nd

J3 80 1.5 - - -

J4 83 2.4 - - -

J5 72 1.6 - - -

J5-1 340 1.5 7.6 nd nd

J6 40 1.8 - - -

J6-1 138 14.1 9.5 nd nd

J7 39 1.0 - - -

J7-1 61 0.9 7.6 nd nd

J8 40 0.8 - - -

J8-1 101 1.0 9.1 nd nd

J9 61 1.0 - - -

J9-1 169 2.1 8.5 nd nd

J10 79 1.2 - - -

J11 71 1.0 - - -

J12 650 6.0 - - -

J13 81 1.4 - - -

J13-1 1,360 4.5 - - -

<표 3-3-3>. 2010년 8월 J 만 내 소형 어항 주변 해역 해수와 퇴적물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의 농도

anot sampled,
b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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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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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2010년 8월 J 만 소형 어항 주변 해수 중 Diuron 농도의

공간 분포

J 만 소형 어항의 안과 밖의 20개 조사 정점의 표층 해수에서 Irgarol-1051의 농도는

0.8-14.1 ng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농도는 2.5 ng L-1를 나타냈다. Irgarol-1051 화합물은

정점 J6-1에서 14.1 ng L-1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정점 J8에서 가장 낮은 농도(0.8 ng

L-1)를 보였다. Diuron 농도의 분포에서도 나타났듯이(그림 3-3-10), 동일한 어항 안과 밖 정점의

Irgarol-1051의 평균 농도는 각각 1.2 ng L-1과 4.1 ng L-1 값으로 어항 안쪽이 밖에 비해 약

4배 높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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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2010년 8월 J 만 소형 어항 주변 해수 중 Irgarol-1051 농도의 공간 분포

(2) 표층퇴적물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분포

2010년 8월 J 만 내 소형 어항 안과 밖의 20개 정점에서 채취된 표층퇴적물에서 Diuron 화

합물은 모두 검출되었다. 검출된 Diuron의 농도는 6.1~31.0 ng g-1 dw 값으로 나타났다 (표

3-3-3, 그림 3-3-11). 방파제 가장 안쪽에 선박이 밀집하여 정박한 정점 J2에서 Diuron 농도가

31 ng g-1 dw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대부분 어항 안쪽의 7개 정점에서 채취된 퇴적물 중의

Diuron의 평균 농도는 11.3 ng g-1 dw로 J 만 오염원 주변의 M 만 5개 정점에서 검출된 평균

농도(4.8 ng g-1 dw)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rgarol-1051의 경우 해수에서

는 모든 정점에서 검출된 반면에 표층퇴적물 경우는 정점 J2에서만 11.5 ng g-1 dw의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이외 6개 정점에서는 검출한계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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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2010년 8월 J 만 내 소형 어항 주변 퇴적물중의

Diuron과 Irgarol-1051의 농도 분포

다. 2010년 전국 주요 항구 조사

(1) 표층해수 중 신방오제 화합물의 분포

전국의 11개 주요 항구에서 신방오제 화합물의 오염실태를 조사하였다. 주요 신방오제 화합

물의 오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In남항부두, Ku항, Mo항을 포함한 서해안 3개

항구(정점 1-3), Ye K항, Kw항, To항, Bu 남항부두를 포함한 남해안 4개 항구(정점 4-7) 그리

고 Us B항, Po G항, Uj J항, So J항을 포함한 동해안 4개 항구(정점 8-11)에서 표층해수를 채

집 분석하였다(그림 3-1-1a). 조사 대상 11개 항구의 표층 해수에서는 Diuron과 Irgarol-1051

화합물이 주요하게 검출되었으며, 다른 신방오제 화합물들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전국 주요

11개 항구주변 표층해수에서 Diuron 화합물은 모든 정점에서 검출되었다(표 3-3-4). 조사 해역

의 표층 해수에서 Diuron 화합물 분포는 서해의 항구(정점 1~3)에서 13-185 ng L-1, 남해의 항

구(정점 4~7)에서 45~162 ng L-1, 그리고 동해의 항구(정점 8~11)에서 51-230 ng L-1의 농도범

위를 나타냈다(그림 3-3-12). 서해안, 남해안 및 동해안 해역에서 표층 해수중의 Diuron 화합

물 평균(±편차)농도는 각각 83(±91) ng L-1, 100(±55) ng L-1 및 126(±77) ng L-1의 값으로 나

타났다. 각 해역별로 조사된 신방오제 화합물의 오염 수준을 살펴보면 Diuron 화합물의 경우 서

해안 3개 정점 중에서는 In남항부두, 남해안 4개 정점 중에서는 To항, 그리고 동해안 4개 정점

중에서는 Us B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전국 11개 조사 주요 항구 중 Us B항에서 Diuron

화합물 농도는 230 ng L-1로 가장 높은 오염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Ku항에서 Diuron 농도는 13

ng L-1로 조사 정점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Mo항, Ye K항, Kw항, Po K항 및 So J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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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중 Diuron 농도 범위는 50~90 ng L-1 이하의 값으로 유사한 농도수준을 보였다. 이외 나

머지 정점인 In 남항부두, To항, Bu 남항부두, Us B항 및 Uj J항에서의 Diuron 농도의 수준은

앞의 정점들에 비해 2~3배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국 11개 주요 항구 해수 중의 TBT와 Diuron

농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2= 0.52; p<0.05)를 보였다.

Diuron 화합물이 Us B항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난 바와 같이, Irgarol-1051 역시 Us B

항에서 8.7 ng L-1 값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서해안의 Mo항에서는 7.5 ng L-1의 농

도를 보였다. 반면에 Ku항과 So 주문진항에서의 Irgarol-1051화합물은 검출되지 않았다(표

3-3-4, 그림 3-3-13). In 남항부두, Ye K항, Kw항 및 Po G항에서의 Irgarol-1051은 1 ng L-1

이하의 농도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전국 주요 11개 항구의 표층 해수중

Irgarol-1051 농도분포는 10 ng L-1이하의 낮은 오염수준을 나타냈다.

Concentration of antifouling booster biocides

Seawater (ng L-1) Sediment (ng g-1 dry weight)

Station Diuron Irgarol-1051 Diuron Irgarol-1051 Sea-nine 211

1 (In) 185 0.9 23.6 nda nd

2 (Ku) 13 nd 6.7 nd nd

3 (Mo) 50 7.5 11.3 2.9 nd

4 (Ye) 64 0.6 15.5 nd nd

5 (Gw) 45 1.1 6.5 nd nd

6 (To) 162 3.6 8.7 1.1 nd

7 (Bu) 129 2.0 62.3 3.5 nd

8 (Ul) 230 8.7 57.2 1.9 3.6

9 (Po) 51 0.8 -b - -

10 (Ul) 132 2.6 - - -

11 (So) 89 nd 6.6 nd nd

<표 3-3-4>. 2010년 9월 전국 주요 항구 주변 해역 해수와 퇴적물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의 농도

anot detected
bnot sam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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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2010년 9월 전국 주요 항구 해수 중의 Diuron 농도의 분포

<그림 3-3-13>. 2010년 9월 전국 주요 항구 해수 중의 Irgarol-1051의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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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층퇴적물 중 신방오제 화합물의 분포

해수를 채취한 전국의 주요 항구 주변의 11개 정점 중 해수 채취 정점 인근에서 표층 퇴적물

채취가 가능한 9개 정점에서 신방오제 화합물의 오염을 평가하였다. Po G항과 Uj J항을 제외

한 9개 항구에서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분석하였다(표 3-3-4). 9개 항구의 표층 퇴적물에서

검출된 신방오제 화합물은 해수와 같이 Diuron과 Irgarol-1051였다. 표층 퇴적물에서 신방오제

화합물 중 Diuron 화합물이 주요하게 검출되었으며, Irgarol-1051은 4개의 항구(Mo항, To항, Bu

남항부두 및 Us B항)에서만 검출되었다. Diuron 화합물은 모든 정점에서 검출되었으며

6.6~62.3 ng g-1 dw의 농도 분포를 보였다(그림 3-1-14). Diuron 화합물은 Bu 남항부두에서

62.3 ng g-1의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Us에서의 Diuron 농도는

57.2 ng g-1 dw이였다. In 남항부두, Mo항 및 Ye K항 정점의 퇴적물에서는 Diuron의 경우

11.3~23.6 ng g-1 dw의 농도 범위를 나타냈다. Ku항, Kw항, To항 및 So 주문진항 정점에서는

Diuron이 10 ng g-1 dw이하로 상호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표층 퇴적물 중의 Irgarol-1051은 Mo항, To항, Bu 남항부두 및 Us B항에서 1.1-3.5 ng g-1

dw의 값으로 검출되었다(표 3-3-4, 그림 3-3-14). 나머지 In 남항, Ku항, Ye K항, Kw항 및

So J항에서 Irgarol-1051 화합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Sea-nine 211화합물은 유일하게 Us B항

에서만 검출되었으며 3.6 ng g-1 dw의 농도를 보였다(표 3-3-4). Us B항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정점에서 Sea-nine 211 화합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해수와 퇴적물이 동시에 분석된 전국 9

개 주요 항구 주변의 표층 퇴적물과 표층 해수 중의 Diuron 농도 분포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

며(그림 3-3-15), 농도 분포 차이를 보인 To항을 제외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r2=0.55; p<0.05)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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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2010년 9월 전국 주요 항구 퇴적물 중의 Diuron과

Irgarol-1051 농도의 분포

    <그림 3-3-15>. 전국 주요 항구 주변 표층 퇴적물과 표층 해수 중의 Diuron 화합물 농도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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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방오제 화합물 오염의 비교 평가

가. 해수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오염 비교

2009년 하계와 동계에 측정된 J 만 16개 정점, J 만 어항 안과 밖의 20개 정점, 그리고 전

국 주요 항구 주변 11개 정점의 표층 해수 시료 중 신방오제 화합물의 농도를 국외에서 보

고된 자료와 비교하였다(표 3-4-5). Diuron의 경우 J 만에서 검출된 농도는 일본의 오사카 항

구와 이탈리아 나폴리 마리나와 유사한 농도 수준을 보였으며, 네덜란드 및 영국 보다는 최대

값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Irgarol-1051의 농도 범위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는 홍콩의 마리나와

이탈리아 나풀리 마니라에서 관측된 수준과 유사하였으나, 나머지 일본 오사카 항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리나, 영국 등에서 관측된 값에 비해서는 최대값에서 10배 이상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Irgarol-1051의 분해산물인 M1의 경우도 Irgarol-1051과 같이 전반적으로 본 연구 결과보

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Diuron이나 Irgarol-1051과 달리 잔류성이 낮고 반감기가 짧은

Sea-nine 211, Pyrithione, Dichlofluanid의 오염수준에 관한 국외 문헌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다.

Sea-nine 211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J 만의 오염원 주변에에서 검출된 수준이 일본 오사카항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Pyrithione과 Dichlofluanid는 일본 오사카항과 그리스

마리나에서도 J 만과 같이 검출한계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비교대상 국가의 경우

소형 선박에 대한 유기주석계 방오도료의 사용규제 시작 시점이 우리나라 보다 길게는 수년에서

약 20년까지 앞서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TBT의 대체 방오물질로 Irgarol-1051과 Diuron이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에 잔류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Diuron과 Irgarol-1051의 해양오염에

대한 많은 연구와 보고가 이루어져 방오물질로서 사용이 제한되었다. 반면 2000년에 소형 선박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유럽과 일본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Diuron과

Irgarol-1051의 사용보다는, 잔류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 다음 세대인 Sea-nine 211과

Pyrithione의 사용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하고 있다. Irgarol-1051의 경우는 본

조사에서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Diuron은 외국과 유사한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퇴적물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오염 비교

2009년 하계와 동계에 측정된 M 만, H 만 및 K 만의 16개 정점, J 만 어항의 7개 정점 및

전국 주요 항구 9개 정점의 표층 퇴적물 시료 중 신방오제 화합물의 농도를 국외에서 보고된

자료와 비교하였다(표 3-4-6). Diuron의 경우 J 만에서 검출된 농도는 태국에서 보고된 농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일본의 오키나와, 베트남 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일본의 오사카

항과 비교하면 낮게 나타났다. Irgarol-1051의 농도 범위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는 일본의 오사

카 및 오키나와 항구, 베트남, 태국 보다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홍콩 및 태국에 보고된 자

료와 비교하면 2배 낮은 분포를 보였다. Irgarol-1051의 분해산물인 M1의 경우 베트남과 유사

한 농도수준이며 일본 오사카항구, 타이, 홍콩 및 영국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외 화합

물 Pyrithione, Dichlofluanid에 관한 문헌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Sea-nine 211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검출된 Ma- J 만의 수준이 일본 오사카항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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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compounds
Country,   Location/ Period / (sample number)

Concentration  

    (ng L-1)
Ref.

Sea-Nine 211
Japan, Osaka Port/ 2003 (7)

Korea, Ji Bay/ 2009-2010 (36) & Major Harbor/ 2010 (11)

 <MDL - 0.55

 <LOD - 6.01

7

This study

Diuron   

Japan, Oska port/ 2003 (7)

Dutch, coast / 2000 (7) 

Napoli, marina harbor 2004 (12) 

U.K./  2000 (31)

Korea, Ji Bay/ 2009-2010 (36) & Major Harbor/ 2010 (11) 

 13-350

 90-1130 

 6.2-475

 26 - 1249

 13 – 1360

7

10

9

13

This study

Irgarol-1051

Japan, Oska port/ 2003 (7)

Dutch, coast/ 2000 (7) 

Napoli, marina harbor/ 2004 (12) 

Spain, Barcelona marina/ 1997-8 (9) 

Japan, Inland Sea/ 1998 (23) 

England, South coast/ 2005 (6)

Hong kong, marina/na (5) 

U.K   / 2000 (31)

Korea, coastal 2006(9) (44)

Korea, Ji Bay/ 2009-2010 (36) & Major Harbor/ 2010 (11) 

 1.3-77

 8-90

 3.0-22

 <MDL - 119

 ND - 142

 8 - 27

 5.7 - 11.2

 <MDL - 305

 1.1 -11.8

 0.23 – 14.1

7

10

9

2

11

12

1

13

6

This study

M1

Spain, Barcelona marina/ 1997-8 (7)

Japan, Inland Sea/ 1998 (23) 

England, South coast/ 2005 (6)

Hong kong, marina/na (5) 

U.K   / 2000 (31)

Korea, Ji Bay/ 2009-2010 (36) & Major Harbor/ 2010 (11) 

 <MDL - 70

 19 - 1270

 3 - 11

 6.9-18.6

 <MDL - 59

 <LOD - 2.2

2

11

12

1

13

This study

Pyrithione
Japan, Oska port/ 2003 (7)

Korea, Ji Bay/ 2009-2010 (36) & Major Harbor/ 2010 (11)

 <MDL 

 <LOD

7

This study

Dichlofluanid

Greece, Greek marina 2003 (12)

Korea, coastal 2006(9) (44)

Korea, Ji Bay/ 2009-2010 (36) & Major Harbor/ 2010 (11)

 <LOD

 8.5 - 21.8

 <LOD

3

6

This study

<표 3-3-5>. 국외 해수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농도 수준과 비교

1. Cai et al.,(2006); 2. Ferrer et al.,(2001); 3. Hamwijk et al.,(2005); 6. Lee et al.,(2011);

7. Harino et al.,(2005b); 9. Landa et al.,(2006); 10. Lamoree et al.,(2002); 11. Okmura et al.,(2000); 12. Zhou et

al.,(2008); 13. Thomas et al.,(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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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compounds
Country, Location/ Period / (sample number)

Concentration

(ng/g)
Ref.

Sea-Nine211

Japan, Oska port/ 2003 (8)

Vietnam,                 2002 (8)

Thailand,                2004 (13)

Korea, Ji Bay/2009-2010 (36) & Major Harbor/ 2010 (9)

na – 2.4

0.09 – 1.3 

<0.04 – 0.09

<LOD - 5.5

5

8

4

This study

Diuron

Japan, Oska port/ 2003 (8)

Vietnam,                 2002 (8)

Japan, Okinawa Island  2004-5 (17)

Thailand,                2004 (13)

Korea, Ma-Ji Bay/2009 (36) & Major Harbor/ 2010 (9)

0.64 – 1350

0.11 – 3.0

nd – 0.58

<0.08 – 25

6.5 - 62.3

5

8

14

4

This study

Irgarol-1051

Japan, Oska port/ 2003 (8)

Vietnam,                 2002 (8)

Japan, Okinawa  Island 2004-5 (17)

Thailand,                2004 (13)

Hong Kong            2006 (13)

England, South coast/ 2005 (6)

Korea, Ma-Ji Bay/2009 (36) & Major Harbor/ 2010 (9)

<0.04 – 8.2 

0.07 – 4.0

nd – 0.066

0.03 – 3.2

1.2 – 21

9 - 27

<LOD – 11.5

5

8

14

4

15

12

This study

M1

Japan, Oska port/        2003(8)

Vietnam,                 2002 (8)

Thailand,                2004 (13)

Hong Kong            2006 (13) 

England, South coast/ 2005 (6)

Korea, Ma-Ji Bay / 2009 (36)

< 0.09 – 2.9

<0.10 – 0.43

<0.1 – 4.9

0.18 – 18.2

2- 10

<LOD -0.60

5

8

4

15

12

This study

Pyrithione
Vietnam,                 2002 (8)

Korea, Ma-Ji Bay / 2009 (36)

<2 (422)

<LOD

8

This study

Dichlofluanid
Vietnam,                 2002 (8)

Korea, Ma-Ji Bay / 2009 (36)

<0.10 – 13

<LOD

8

This study

<표 3-3-6>. 국외 해수 중의 신방오제 화합물 농도 수준과 비교

4. Harino et al.,(2006a); 5. Harino et al.,(2005a); 8. Harino et al.,(2006b); 12. Zhou et al.,(2008); 14. Kitada et

al.,(2008); 15. Tsang et 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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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절. 방오제 생물독성 연구

   1. 위해성 평가 대상 방오제

독성시험을 위해 Tributyltin chloride(TBTCl, 96%, Aldrich Co.)와 신방오제 후보로 선택한

Zinc dimethyldithio carbamate(Ziram, 97%, Aldrich Co.), 3-(3,4-Dichlorophenyl)-1,

1-dimethylurea(Diuron, 98%, Sigma Co.), 2-Mercaptopyridine N-oxide zinc salt(Zinc

pyrithione, 98%, TCI Co.), 2-Mercaptopyridine N-oxide copper salt(Copper pyrithione, 98%,

Wako Co.), N-Dimethyl-N-phenylsulfamide(Dichlofluanid, 99%, Dr. Ehrenstorfer Co.), Zinc

ethylenebis (Zineb, 92%, Dr. Ehrenstorfer Co.), 2,4,5,6- Tetrachloro-isophtalonitrile(Chloroth

alonil, 99.5%, Dr. Ehrenstorfer Co.), 2-Methylthio-4-tertiary-butylamino-6-cyclopropylami

no-s-triazine(Irgarol-1051, 99%, Dr. Ehrenstorfer Co.) 그리고

4,5-Dichloro-2-N-octyl-3-(2H) isothiazolone(Sea Nine1))를 0～2,000 ㎍ L-1의 농도 범위가 되

도록 F/2 배지에 처리하였다. 대부분의 방오제의 용해도가 매우 낮아 유기용매 Dimethyl

sulfoxide(DMSO, 99.8%, Junsei Co.)에 녹인 후 사용하였다(Kobayashi and Okamura, 2002).

1) 위 방오제는 상용제품이 없어 국내 모연구소에서 전달 받아 사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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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TBTCl과 신방오제의 일반적인 정보

Antifouling agents
Chemical

structure

Water solubility

(mg L-1)
Purity

Manufacture

company

TBTCl Liquid 96% Aldrich

Ziram 1.58-18.3 97% Aldrich

Diuron 42 98% Sigma

Zinc Pyrithione 8 98% TCI

Copper Pyrithione 0.1 98% Wako

Dichlofluanid 1.3 99% Dr. Ehrenstorfer

Zineb 10 92% Dr. Ehrenstorfer

Chlorothalonil 0.9 99.5% Dr. Ehrenstorfer

Irgarol-1051 6-7 99% Dr. Ehrenstorfer

Sea Nine Liquid ?
Rohm & Haa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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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물성플랑크톤 위해성 평가

가. 식물성 플랑크톤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방법

(1) 조사해역의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및 분포 조사

식물플랑크톤 채집

미세조류 생태독성 연구에 있어 Ma-J 만의 각 정점(17개, 그림6)에 대한 식물플랑크톤의 분

포와 우점종을 알아보기 위해 식물플랑크톤을 채집하여 분류하였다. 식물플랑크톤의 채집 방

법은 각 정점에서 식물플랑크톤넷을 해수면 아래에서 3~5 km/h로 10 m 쯤 끌어서 올린 후 샘

플병에 모아진 시료 125 mL을 채집하였다. 채집된 식물플랑크톤은 4% 포르말린으로 고정 하

였다(그림3-4-1).

<그림3-4-1>. 미세조류 채집 정점(Ma,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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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정점별 미세조류 채집

식물플랑크톤의 계수 및 분류

채수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식물플랑크톤을 계수 및 분류하였다. 식물플랑크톤의 계수는

Sedgwick-Rafter Counting Chamber를 사용하여 광학현미경(Olympus, CX21)×200하에서 계수

하였으며, 분류는 한국동식물도감 제 34권 식물편(해양식물플랑크톤) (심재형 1994)를 참고하였

다.

(2) 미세조류 독성시험

미세조류의 배양

독성시험에 사용된 미세조류는 Ma-J 만에 출현한 우점종인 N itzschia pungens으로 분석되

어 이를 한국해양미세조류은행에서 분양 받은 N . pungens는 F/2 배지(32‰. pH

7.5±SD0.1)(Guillard, 1975)에 5 ⨯ 104 cells/mL 사용하였고, 배양 조건은 20 mL(working vol.)/

삼각 플라스크 50 mL에서 25℃, 60 µE m-2·s-1에서, 광주기는 16h:8h(Light: Dark)로 배양되었

다(그림3-4-3).

<그림 3-4-3>. 미세조류 배양 (F/2배지 25℃, 60 µE/m2·s L:D=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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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매 독성 시험

독성 시험에 사용한 방오제의 용해도가 낮아 유기용매 Dimethyl sulfoxide에 녹여 각 농도가

되도록 처리하였다. 이때 미세조류 N . pungens에 대한 Dimethyl sulfoxide의 영향을 분석해야

최종적으로 미세조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Dimethyl sulfoxide 처리 농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Dimethyl sulfoxide 0~40,000 mg L-1의 농도 범위에서 미세조류의 독성 시험을 실

시하였다.

미세조류 성장률 측정

미세조류 성장의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각각의 독성시험 물질을 96시간 노출시킨 후

Spectrophotometer (Shimadzu UV-1601)를 이용하여 Optical density (OD, A680 nm)를 측정

하고 Hematocytometer를 사용하여 세포수를 계수하였고 Chlorophyll a를 acetone 추출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Chlorophyll a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였다 (Strickland and Parsons

1972).

Chlorophyll a (㎍/mL)= 11.47 A664 - 0.4 A647

A664 = Absorbance at 664 nm

A647 = Absorbance at 647 nm

성장률 측정은 각 농도에서 독립적으로 각 방법으로 3회 반복 실험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및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NOEC) 계산

EC50는 배양 96시간에 대조군의 미세조류 성장률을 100% 기준으로 각 독성물질 농도에서

미세조류의 성장이 저해된 비율을 계산하여 성장률 50%가 되는 농도를 구하였다. 또한 미세조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 즉 NOEC 값을 성장률 95%(저해 5%)가 되는 방오제 농도를

나타내었다. BioDataF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C50과 NOEC 값을 결정하였다 (BioDatafit 1.02:

Data Fit For Biologists, http://www.changbioscience.com/stat/ec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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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물플랑크톤 위해성 결과

2008년 8월 중 Ma-J 만의 정점 17곳에서 출현한 식물플랑크톤의 종 조성으로 규조강

(N itzschia pungens, Chaetoceros didymus var. anglica gran, Thalassionema nitzschioides,

Protoperidinium brochii forma inflatum, Nitzschia longissima, Protoperidinium nux,

Protoperidinium claudicans, Rhizosolenia bergonii, Odontella obtusa) 6속 9종, 와편모조강

(Prorocentrum balticum, Prorocentrum triestium, Prorocentrum micans, Ceratium

horritum, Ceratium extensum, Ceratium furca) 2속 6종 그리고 에브리아강(Ebria tripartita)

1속 1종이 관찰되었다. 전체 3강 9속 16종 중 우점종으로는 N itzschia pungens, Chaetoceros

didymus var. anglica gran, Odontella obtusa, Prorocentrum balticum 등이 관찰되었고 (표

3-4-2, 그림 3-4-4) 여러 정점에 걸쳐 광범위하게 또한 비교적 빈도가 높게 나타난 종중에서

Nitzschia pungens를 독성시험의 대상의 선정하였다.

<표 3-4-2>. 각 정점별로 출현한 식물플랑크톤 우점종

Site Dominant species
No. of cell

(cells/㎖)

rate

(%)

1
N itzschia pungens
Odontella obtusa

P rorocentrum balticum

297

217

195

21.2

15.5

13.9

2
N itzschia pungens

P rorocentrum balticum
Thalassionema nitzschioides

799

383

194

38.4

18.4

9.3

3
N itzschia pungens

P rotoperidinium brochii forma inflatum
P rorocentrum balticum

524

349

316

24.9

16.6

15.0

4
Chaetoceros didymus var. anglica gran

N itzschia pungens
Odontella obtusa

681

370

288

39.2

21.3

16.6

5
Chaetoceros didymus var. anglica gran

N itzschia pungens
Odontella obtusa

475

158

144

39.7

13.2

12.0

6
N itzschia pungens
Odontella obtusa

P rorocentrum balticum

327

235

215

23.0

16.5

15.1

7
N itzschia pungens

P rorocentrum balticum
Thalassionema nitzschiodes

843

426

215

37.2

18.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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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계속

Site Dominant species
No. of cell

(cells/㎖)

rate

(%)

8
N itzschia pungens

P rotoperidinium brochii forma inflatum
P rorocentrum balticum

546
353
327

26.1
16.9
15.7

9
N itzschia pungens

P rorocentrum balticum

869

416

38.7

18.5

10
N itzschia pungens

P rorocentrum balticum

235

197

20.1

16.8

11

N itzschia pungens

Odontella obtusa

P rotoperidinium brochii forma inflatum

440

166

123

36.4

13.7

10.2

12

Chaetoceros didymus var. anglica gran

P rotoperidinium brochii forma inflatum

Odontella obtusa

672

359

242

37.8

20.2

13.6

13
N itzschia pungens

P rorocentrum balticum

967

268

43.9

12.2

14

N itzschia pungens

Odontella obtusa

P rorocentrum balticum

295

203

182

24.5

16.9

15.1

15
N itzschia pungens

P rorocentrum balticum

848

381

37.0

16.6

16

N itzschia pungens

Odontella obtusa

P rorocentrum balticum

316

223

186

24.8

17.5

14.6

17

N itzschia pungens

P rotoperidinium brochii forma inflatum

P rorocentrum balticum

Chaetoceros didymus var. anglica gran

548

442

351

337

23.0

19.2

15.2

14.6



- 122 -

Thalassionema nitzschioides Protoperidinium brochii

Prorocentrum triestinum Prorocentrum micans

Ebria tripartita Nitzschia pungens

Nizschia longissima
Chaetoceros didymus var. anglica

gran

Ceratium extensum Ceratium fu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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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zosolenia bergonii Protoperidinium nux

Prorocentrum balticum Odontella obtusa

Protoperidinium claudicans Ceratium horridum

<그림 3-4-4>. 조사지역에 우점한 미세조류

세포수, optical density 그리고 chlorophyll a의 함량 사이의 상관관계

<그림 3-4-5>. 미세조류 N . pungens 배양에 따른 세포수, optical density

그리고 chlorophyll a 함량 측정 사이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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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 성장률을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 즉, 세포수 계수, optical density 측정 그리고

chlorophyll a 함량을 구하였다(그림 3-4-5). 초기 접종 세포수 5 ⨯ 104 cells mL-1에서 OD

(A680 nm)가 0.0397 그리고 chlorophyll a 함량이 0.1490 ㎍ mL-1으로 나타났다. 배양 1일째

까지 지체기(lag phase)가 나타났으며 2~4일간에 대수증식기(exponential growth phase)가 관

찰되었으며 또한 배양 5째부터 정상기(stationary phase)에 도달하였다. 각 결과는 뚜렷한 상

관 관계(t-test 결과: 세포수-OD, p=0.968; OD-chlorophyll a, p=0.996; OD-chlorophyll a,

p=0.963)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4-5). 따라서 이후 결과는 chlorophyll a 함량 값으로 상대

성장률을 나타내였다

미세조류의 DMSO(Dimethyl sulfoxide)에 대한 영향

방오제의 용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DMSO의 대상 생물에 대한 독성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DMSO 농도를 0~40,000 mg L-1로 F/2 배지에 처리하여 96시간에 성장률을 측정하였다.

그림 18에서 나타나듯이 10,000 mg L-1 이하에서는 대조군 (0 mg L-1)의 성장률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00 mg L-1이상의 농도에서 대상 미세조류의 성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000 mg L-1 DMSO 농도에서는 성장률이 90%이상 감소를 보였다.

BioDataF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한 N . pungens에 대한 DMSO의 NOEC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값은 11,117.34 mg L-1이다. 따라서 실험군에서 NOEC는 10,000 mg

L-1 (1.0% v/v)이하라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실험의 진행을 위해 독성물질을 DMSO에 녹여

배지에 처리할 때 최종적으로 DMSO 농도를 (0.1% v/v)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기용매

DMSO에 대한 미세조류 성장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그림 3-4-6).

<그림 3-4-6>. DMSO(Dimethyl sulfoxide) 농도에

따른 미세조류 N . pungens의 상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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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오제 독성시험

미세조류 N . pungens를 96시간동안 각 방오제 여러 농도에 노출시킨 후 대조군의 성장률과

비교하여 신방오제 대한 성장 영향을 분석하였다(그림 19-28). 방오제의 농도 범위는 0~2,000

㎍ L-1로 하였다. 대부분의 방오제 1,000 ㎍ L-1이상 농도에서 미세조류 성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장 민감한 독성반응을 보인 방오제는 Irgarol-1051로 관찰되었고 Sea-nine 211이

실험군 중 가장 민감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0.1~1 ㎍ L-1에서는 미세조류의 성장률이 대

조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TBTCl, Dichlofluanid, Chlorothalonil, Sea Nine의 경

우는 100 ㎍ L-1의 농도에서도 상대 성장률이 거의 100%에 접근하거나 넘어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TBTCl의 경우 100 ㎍ L-1 이하의 농도 범위에서 대조군의 성장률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000 ㎍ L-1 TBTCl 농도에서 급격한 미세조류 성장 저해(80% 이상)를 관찰할 수 있었다(그

림 3-4-7).

<그림 3-4-7>. TBTCl(Tributhyltin chloride) 농도에

따른 미세조류 N . pungens의 상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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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am이 N. pungens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는 1 ㎍ L-1이상으로 나타났고 5와 10 ㎍

L-1의 농도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각각 40%와 70%의 성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농도인 100 ㎍ L-1이상 에서는 85~90%의 성장 저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림 3-4-8).

<그림 3-4-8>. Ziram 농도에 따른 미세조류 N . pungens의 상대 성장률

Diuron(그림 3-4-9)과 Zinc pyrithione(그림 3-4-10)의 독성시험 결과는 Ziram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Zinc pyrithione의 0.1과 1 ㎍ L-1 농도에서는 대조군보다 높은 상대 성장률

(113%)을 보였고 100 ㎍ L-1이상의 고농도에서 다른 방오제과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성장률

(20% 이상)을 보였다.

<그림 3-4-9>. Diuron 농도에 따른 미세조류 N . pungens의 상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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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Zinc pyrithione 농도에 따른 미세조류 N . pungens의 상대 성장률

Copper pyrithione의 경우 1 ㎍ L-1의 농도에서부터 성장률 감소가 시작되었고 5 ㎍ L-1에서

44%의 성장률을 보였다. 고농도인 100 ㎍ L-1이상 에서는 극히 낮은 성장률(1~2%)이 관찰되었

다(그림 3-4-11).

<그림 3-4-11>. Copper pyrithione 농도에 따른 미세조류 N . pungens의 상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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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lofluanid(그림 3-4-12), Zineb(그림 3-4-13) 그리고 Chlorothalonil(그림 3-4-14)의 독성

시험 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1,000 ㎍ L-1 농도 이상에 급격한 성장 저해(90%

이상)를 보였다. 그리고 100 ㎍ L-1이하의 농도에서는 대조군과 같은 수준의 상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그림 3-4-12>. Dichlofluanid 농도에 따른 미세조류 N . pungens의 상대 성장률

<그림 3-4-13>. Zineb 농도에 따른 미세조류 N . pungens의 상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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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Chlorothalonil 농도에 따른 미세조류

N . pungens의 상대 성장률

Irgarol의 경우 다른 신방오제와 비교했을 때 낮은 농도인 1 ㎍ L-1에서 대조군에 비해 54%의

성장률이 저해되었다. 5~1,000 ㎍ L-1의 농도 범위에서는 11~16%의 상대 성장률을 나타내었고

2,000 ㎍ L-1에서는 95%이상의 성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림 3-4-15).

<그림 3-4-15>. Irgarol 농도에 따른 미세조류 N . pungens의 상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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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ine은 1,000 ㎍ L-1의 비교적 높은 농도에서도 52%의 상대 성장률을 보였다. 100 ㎍

L-1이하의 농도 범위에서는 대조군보다 높은 상대 성장률(117～132%)을 나타내었다(그림

3-4-16).

<그림 3-4-16>. Sea Nine 농도에 따른 미세조류 N . pungens의 상대 성장률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및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NOEC) 결과

대조군 성장률을 100% 기준으로 각 방오제 농도의 상대 성장률을 계산하여 50% 성장을

나타내는 96시간의 EC50 값(그림 3-4-17)과 미세조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각 방오제의

농도 즉 NOEC 값을 구한 결과는 표 3-4-3과 같다.

<표 3-4-3>. 각 방오제에 대한 96시간의 EC50와 NOEC 값

Antifouling agents
96 h, EC50

(μg L-1)

NOEC

(μg L-1)

TBTCl 453.062 33.547

Ziram 6.976 0.516

Diuron 7.110 0.526

Zinc Pyrithione 7.716 0.571

Copper Pyrithione 4.498 0.333

Dichlofluanid 343.198 25.405

Zineb 290.453 21.498

Chlorothalonil 402.579 29.804

Irgarol-1051 1.093 0.080

Sea Nine 796.657 5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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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garol의 EC50 값이 1.093 ㎍ L-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Copper pyrithione(4.498 ㎍ L-1),

Ziram(6.976 ㎍ L-1)그리고 Diuron(7.110 ㎍ L-1)순으로 EC50 값이 증가되었다. 실험군 중 가장

높은 EC50 값을 나타낸 방오제는 Sea Nine(796.657 ㎍ L-1)과 TBTCl(453.062 ㎍ L-1)로 관찰되

었다. NOEC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Irgarol이 0.081 ㎍ L-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Copper pyrithione이 0.333 ㎍ L-1으로 계산되었다. Ziram, Diuron 그리고 Zinc pyrithione이

0.51-0.57 ㎍ L-1 사이 값으로 NOEC이 관찰되었다. 또한 Sea Nine(58.958 ㎍ L-1)과

TBTCl(33.547 ㎍ L-1)로 NOEC 값이 실험군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17>. 각 방오제의 미세조류 N . pungens에 대한 96시간의 EC50 값

실험에서 구해진 각 방오제의 EC50과 NOEC 농도를 참고문헌 값(표 11)과 비교해 보면

TBTCl의 경우 96시간의 EC50 농도가 453.062 ㎍ L-1로 구해진 반면 문헌값은 노출시간의 차이

는 있지만 330~2020 ㎍ L-1 농도 범위로 조사되었다. 미세조류의 상이한 것을 감안하였을 때

구해진 값이 문헌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Yoo et al., 2007; Walsh et al.,

1998). Ziram은 실험값 EC50이 6.976 ㎍ L-1로 계산되었고 문헌의 농도는 1.2 ㎍ L-1로 조사되

었다. Ziram의 미세조류에 대한 독성 자료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이 있다(Van

Leeuwen et al., 1985). Diuron에 있어 EC50 농도로 계산된 값은 7.110 ㎍ L-1이였으며 조사된

문헌값은 2.26~11 ㎍ L-1였다. 또한 NOEC 농도는 실험값이 0.526 ㎍ L-1으로 계산되었고 문헌

값으로는 0.54~5 ㎍ L-1의 농도범위로 72시간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실험값과 문헌의 값이 유사

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Rosângela et al., 2005; http://www.envitop.co.kr/05chumdan/

08/sp2.htm2)). Zinc pyrithione의 경우에는 7.716 ㎍ L-1으로 EC50 값이 실험으로 구해졌으며 문

헌의 농도 범위는 0.54～6.4 ㎍ L-1로 조사되었으며 NOEC 농도는 실험값이 0.571 ㎍ L-1, 문헌

값이 0.2 ㎍ L-1로 나타났다. 실험값과 문헌값이 크게 다르지 않게 분석되었다(Karlsson and

2) 위 참고자료는 월간 첨단환경기술 2005년 8월 자료로 편집자 저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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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lund, 2004; Rosângela et al., 2005). Copper pyrithione은 EC50 농도가 4.498 ㎍ L-1로 계산

되었고 문헌에서 조사된 농도는 1.4 ㎍ L-1였다. NOEC의 경우는 실험값이 0.333 ㎍ L-1 그리고

문헌값이 0.63 ㎍ L-1으로 나타났다(http://www.envitop.co.kr/05chumdan/08/sp2.htm). Dichlofluanid

에 대한 EC50 값은 343.198 ㎍ L-1로 구해졌으나 문헌값은 0.133㎍ L-1으로 조사되었다

(Fernández-Alba et al., 2002).

미세조류의 종이 상이하고 실험적인 조건이 많이 다르겠지만 아주 큰 차이를 보였다. 추가적인

보안 실험으로 정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은 것으로 생각된다. Zineb의 경우는 문헌에 나타난

EC50 값의 농도 범위가 509.9~527.2 ㎍ L-1였으며 실험을 통해 구해진 EC50 값은 290.453 ㎍

L-1였다. 문헌값보다 실험값이 낮은 농도에서 미세조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Ma et al, 2002). Chlorothalonil은 N . pungens와 유사종(diatom)의 문헌 EC50 농도를 찾을 수

있었다(Callow & Willingham, 1996). 그 농도는 2000 ㎍ L-1로 실험에서 계산된 402.579 ㎍ L-1와

차이를 보였다. Irgarol의 실험값 EC50는 1.093 ㎍ L-1으로 구해졌으며 문헌에서는 0.41~1.6 ㎍

L-1 농도 범위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NOEC 농도의 경우 실험값과 문헌값이 각각 0.08과 0.1

㎍ L-1로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Zhang et al., 2008; Bard et al., 1994). 마지막으로

Sea-nine 211의 경우는 EC50 농도가 796.657 ㎍ L-1으로 나타났다(Rosângela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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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방오제의 EC50 및 NOEC 농도 참고문헌 값

Antifouling

agents
Organism

Experimental

time
Criterion

Result

(㎍ L-1)
Reference

TBTCl

Tetraselimis

suecica
24 h EC50 2020 Yoo et al., 2007

Bellerochea

polymorpha
48 h EC50 330 Walsh et al., 1998

Skeletonema
costatum 72 h EC50 360 Walsh et al., 1998

Ziram
Chlorella
pyrenoidosa 96 h EC50 1.2 Van Leeuwen et al., 1985

Diuron

Skeletonema
costatum 72 h EC50 11

http://www.envitop.co.kr/05ch
umdan/08/sp2.htm3)

Skeletonema
costatum 72 h NOEC 5

http://www.envitop.co.kr/05ch
umdan/08/sp2.htm

Emiliania
huxleyi 72 h EC50 2.26 Rosângela et al., 2005

Emiliania
huxleyi 72 h NOEC 0.54 Rosângela et al., 2005

Zinc Pyrithione

Ceramium

fenuicorne
7 d EC50 3.3-6.4 Karlsson and Eklund, 2004

Emiliania
huxleyi 72 h EC50 0.54 Rosângela et al., 2005

Emiliania
huxleyi 72 h NOEC 0.2 Rosângela et al., 2005

Copper

Pyrithione

Skeletonema
costatum 72 h EC50 1.4

http://www.envitop.co.kr/05ch
umdan/08/sp2.htm

Skeletonema
costatum 72 h NOEC 0.63

http://www.envitop.co.kr/05ch
umdan/08/sp2.htm

Dichlofluanid
Selenastrum
capricornotum 72 h EC50 0.1330 Fernández-Alba et al., 2002

Zineb

Scenedesmus
obliqnus 96 h EC50 509.9 Ma et al, 2002

Chlorella
pyrenoidosa 96 h EC50 527.2 Ma et al, 2002

Chlorothalonil
Amphora

coffaeformis
72 h EC50 2000 Callow & Willingham, 1996

Irgarol-1051

Thalassiosira
pseudonana 96 h EC50 0.41 Zhang et al., 2008

Thalassiosira
pseudonana 96 h NOEC 0.1 Zhang et al., 2008

Selenastrum
capricornutum 72 h EC50 1.6 Bard et al., 1994

Sea Nine

Synechococcus
sp. 72 h EC50 1.25 Rosângela et al., 2005

Synechococcus
sp. 72 h NOEC 0.9 Rosângela et al., 2005

Skeletonema
costatum 72 h EC50 10

http://www.envitop.co.kr/05ch
umdan/08/sp2.htm

Skeletonema
costatum 72 h NOEC 5

http://www.envitop.co.kr/05ch
umdan/08/sp2.htm

3) 위 참고자료는 월간 첨단환경기술 2005년 8월 자료로 편집자 저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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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temia larvae 위해성평가

가. Artemia larvae 위해성 평가 재료 및 방법

Artemia 유생

동물플랑크톤, Artemia 유생을 이용한 독성 시험은 OECD의 시험지침 2002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실행하되 수정된 절차를 따랐다(OECD, 2004). 알의 부화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해수 (32‰)를 필터 (4.5 µm)하여 배지로 이용하였고 25℃에서 24시간 광주기, 광량은 60 µE

m-2s-1세기하였으며 폭기를 유지하였다. 알이 부화한지 24시간 내의 Artemia 유생을 독성 시험에

사용하였다. 필터된 해수(최종 2 mL)에 Artemia 유생 10 개체/well를 24 well 배양 plate에

준비한 다음 각 방오제를 농도별로 처리하고 25℃에서 광주기는 16h:8h(Light: Dark), 60 µE

m-2s-1세기의 조건을 유지하며 48 시간 후 해부 현미경을 통해 유영하는 능력이 없는 유생을

사멸한 것으로 판단하여 Artemia 유생의 생존 개체수를 계수하였다(Castritsi-Catharios et

al.,2007). 각 방오제 농도마다 6 well을 준비하여 실험하였고 전체 실험은 독립적으로 3번의

반복 실시하였다(그림 3-4-18).

<그림 3-4-18>. Artemia 유생(배율 20배)

유기용매 독성 시험

독성 시험에 사용한 방오제의 용해도가 낮아 유기용매 Dimethyl sulfoxide(DMSO)에 녹여

각 농도가 되도록 처리하였다. Artemia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DMSO 처리 농도를 결정

하기 위하여 DMSO 0~100,000 mg L-1의 농도 범위에서 독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Effective Concentration(EC)50 및 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NOEC) 측정

LC50는 배양 48시간에 대조군의 Artemia의 생존률을 100% 기준으로 각 독성물질 농도에서

Artemia의 생존율을 계산하여 성장률 50%가 되는 농도를 구하였다. 또한 Artemia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 즉 NOEC 값을 성장률 95%(저해 5%)가 되는 방오제 농도를 나타내었다.

BioDataF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C50과 NOEC 값을 결정하였다 (BioDatafit 1.02: Data Fit

For Biologists, http://www.changbioscience.com/stat/ec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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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rtemia larvae 위해성 평가 결과

Artemia larv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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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DMSO에 대한 Artemia larvae의 독성

DMSO 농도 범위를 0~100,000 mg L-1으로 하였으며 48시간 후 유생의 생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1,000 mg L-1까지의 DMSO 농도에서는 유생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48시

간 기준 LC50의 값이 37,437.59 mg L-1으로 측정 되었다[(BioDataFit 1.02, Chang Bioscience)

(그림 3-4-19)]. 따라서 Artemia 유생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DMSO 농도, 1,000 mg L-1를 방오

제 처리 농도로 결정하여 적용하였다(그림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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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 TBTCl의 농도에 따른 Artemia의 생존율

TBTCl의 경우 0.0001~0.1 mg L-1까지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농도 1 mg L-1에서

100% 사멸하여 0.1~2 mg L-1범위로 세부 농도범위를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0.5 mg L-1에서

46.6% 생존률, 0.75 mg L-1에서 17.5%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2 mg L-1에서는 모두 사멸하였다

(그림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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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Ziram의 농도에 따른 Artemia의 생존율

Ziram의 경우 0.0001~1 mg L-1까지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10 mg L-1에서 전부 사멸하여

1~10 mg L-1범위로 세부 농도범위를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1 mg L-1에서 100% 생존률,

5 mg L-1에서 66.6%의 생존율 보였으며 10 mg L-1에서는 모두 사멸하였다(그림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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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Zineb의 농도에 따른 Artemia의 생존율

Zineb의 경우 0.0001~10 mg L-1까지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00 mg L-1에서 전부

사멸하였다. 10~100 mg L-1범위로 세부 농도범위를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10 mg L-1에서

100% 생존율, 50 mg L-1에서 53.5%의 생존율 보였으며 100 mg L-1에서는 모두 사멸하였다

(그림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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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Copper pyrithione의 농도에 따른 Artemia의 생존율

Copper pyrithione의 경우 0.0001~0.1 mg L-1까지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농도 10 mg L-1

에서 전부 사멸하였다. 0.1~1 mg L-1범위로 세부 농도범위를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0.1 mg L-1

에서 100% 생존율, 0.2 mg L-1에서 55.83%으로 나타났으며 0.4 mg L-1에서는 18.33%의

생존율을 보였다. 1mg L-1에서는 100% 사멸하였다(그림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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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Zinc pyrithione의 농도에 따른 Artemia의 생존율

Zinc pyrithione의 경우 0.0001~1 mg L-1까지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0 mg L-1에서 전

부 사멸하여 1~8 mg L-1범위로 세부 농도범위를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2 mg L-1에서 100% 생

존율, 3 mg L-1에서는 81.25%로 생존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4 mg L-1에서는 41.25%의 생존

율을 보였다. 8 mg L-1에서는 모두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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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Sea-nine211의 농도에 따른 Artemia의 생존율

Sea-nine211 의 경우 0.0001~0.1 mg L-1까지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 mg L-1에서

100% 사멸하여 0.1~0.5 mg L-1범위로 세부 농도범위를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0.2 mg L-1까지

100% 생존하였으며, 0.3 mg L-1에서는 77.5%로 생존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0.35 mg L-1에서는

48.33%의 생존율을 보였다. 농도 0.5 mg L-1에서는 100%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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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6>. Dichlofluanid의 농도에 따른 Artemia의 생존율

Dichlofluanid의 경우 0.0001~1 mg L-1까지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10 mg L-1에서 70%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100 mg L-1에서는 63.3%의 생존율로 다른 신방오제 보다 독성이 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3-4-26).

<그림 3-4-27>. Irgarol-1051의 농도에 따른 Artemia의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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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garol-1051 의 경우 0.0001~1 mg L-1까지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방오제 농도 10mg

L-1에서 생존율이 46.66%로 나타났으면 100 mg L-1에서 20%의 생존율을 보였다(그림 3-4-27).

<그림 3-4-28>. Chlorothalonil의 농도에 따른 Artemia의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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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thalonil 의 경우 0.0001~0.1 mg L-1까지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방오제 농도 1 mg L-1

에서 생존율이 80.33%로 나타났으면 10 mg L-1에서 100% 사멸하였다. 방오제 농도 0.1~4 mg L-1

범위로 세부 농도범위를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0.1 mg L-1까지 100% 생존하였으며 1 mg L-1

에서는 78.75%로 생존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4 mg L-1에서는 45%의 생존율을 보였다. 4 mg

L-1에서는 100%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28).

<그림 3-4-29>. Diuron의 농도에 따른 Artemia의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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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uron의 경우 0.0001~1 mg L-1까지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방오제 농도 10 mg L-1에서

생존율이 86.66%로 나타났으며 100 mg L-1에서 100% 사멸하였다. 1~30 mg L-1범위로 세부

농도범위를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1 mg L-1까지 100% 생존하였으며 10 mg L-1에서는 78.88%

로 생존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4 mg L-1에서는 37.77%의 생존율을 보였다. 방오제 농도 30 mg

L-1에서는 100%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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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0>. 유기 방오제에 대한 N . pungens와 Artemia 독성 민감도

Artemia 유생에 대한 신방오제의 EC50에 대한 경향 N . pungens보다 높은 방오제 농도에서

독성 영향을 보였다(그림 3-4-30). 특히, Irgarol-1051의 경우는 N. pungens(EC50 = 1.093 μg

L-1)와 Artemia 유생(LC50 = 9.734 mg L
-1)간의 독성 감수성의 차이가 무려 8,000배가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ea-nine 211은 다른 신방오제와는 예외적으로 N . pungens (EC50 =

267.368 μg l-1)와 Artemia 유생(LC50 = 0.350 mg L
-1)의 독성 감수성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TBTCl의 경우 또한 EC50(453.062 μg L-1)와 LC50(0.490 mg L
-1)의 값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N . pungens와 Artemia 유생 간의 독성 감수성의 정도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그림 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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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N . pungens의 EC50, NOEC 값과 Artemia의 LC50

Antifouling

Agents

96 hr, EC50(µg L
-1)

for N . pungens

(Mean ± SD)

96 hr, NOEC(µg L-1)

for N . pungens

(Mean)

48 hr, LC50(mg L
-1)

for Artemia larvae

(Mean ± SD)

TBTCl 453.062 33.547 0.490 ± 0.074

Irgarol-1051 1.093 ± 2.322 0.080 9.734

Diuron 7.110 ± 2.511 0.526 13.767 ± 1.161

Chlorothalonil 402.579 ± 123.915 29.804 1.351 ± 0.092

Dichlofluanid 343.198 ± 177.263 25.405 154.944 ± 49.428

Sea-nine 211 301.217 ± 36.206 22.292 0.350 ± 0.057

Copper pyrithione 4.498 ± 0.915 0.333 0.205 ± 0.030

Zinc pyrithione 7.716 ± 3.031 0.571 3.807 ± 0.174

Ziram 6.976 ± 3.852 0.516 5.339 ± 0.083

Zineb 290.454 ± 78.050 21.498 50.095 ± 0.391

DMSO 20,165.77 ± 3992.166 11,117.34 37,437.09 ± 1,647.754

Irgarol-1051의 EC50값이 1.093 μg L-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10 μg L-1이하의 EC50값을 보

인 방오제로 Copper pyrithione(4.498 μg L-1), Ziram(6.976 μg L-1), Diuron(7.110 μg L-1) 그

리고 Zinc pyrithione(7.716 μg L-1)이 확인되었다. 또한 EC50농도 값이 300 μg L-1 근처로 계산

된 방오제로는 Zineb(290.454 μg L-1), Sea-nine 211(301.217 μg L-1) 그리고 Dichlorofluanid

(343.198 μg L-1) 등이 있었다. 신방오제 중 가장 높은 EC50값을 나타낸 방오제는

Chlorothalonil(402.579 μg L-1)로 관찰되었다. NOEC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Irgarol이 0.081 μg

L-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Copper pyrithione이 0.333 μg L-1으로 측정되었다.

Ziram(0.516 μg L-1), Diuron(0.526 μg L-1) 그리고 Zinc pyrithione(0.571 μg L-1)이 0.5 μg L-1

주위의 값으로 NOEC이 관찰되었다. 농도 20 μg L-1대의 NOEC를 나타낸 방오제로는

Zineb(21.498 μg L-1), Sea-nine 211(22.292 μg L-1), Dichlorofluanid(25.405 μg L-1) 그리고

Chlorothalonil(29.804 μg L-1)가 확인되었다. Chlorothalonil의 NOEC 값, 29.804 μg L-1은

신방오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BTCl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실행한 신방오

물질 중 최고 EC50값, Chlorothalonil (402.579 μg L-1) 보다 더 높은 453.062 μg L-1의 EC50 농

도를 보였다. TBTCl의 NOEC 농도 또한 가장 높은 33.547 μg L-1로 계산되었다(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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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류에 위해성 평가

가. 패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방법

굴 모패 사육

채란용 어미는 2010년 5월 6일 충남 서천군 서면 굴 양식장에서 채란용 모패를 배양 받아 아

이스박스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깨끗하게 세척하여 30L PVC 수조에 수용하고, 배양환

경은 25℃, 60μmol m-2 s-1, 24시간 광 조건에서 실시하였으며, 0.45 ㎛ 필터에 여과한 자외선

멸균 해수를 이용하며 염분도는 25psu로 설정하며 먹이 공급은 Isochrysis galbana, Pavlova

lutheri, Chaetoceros oalcitrans 3종을 매일 1㎖ 당 1~2×105 세포 농도로 먹이를 공급하였다.

성체 난자 정자

<그림 3-4-31>. 생식소 절개법을 이용한 암·수 구별법

먹이생물 배양

굴 배양에 사용된 먹이생물 종은 김병학(1998)이 굴 유생을 사육한 결과, 먹이효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한 Isochrysis galbana, Pavlova lutheri, Chaetoceros oalcitrans 3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사용된 배지는 F/2 배지 pH 7.5, 염분도 33‰(Guillard, 1975), 사용한 해수는

membrane filter paper(0.45㎛)로 여과 하였으며 각 배지의 성분들은 stock solution을 준비하여

배지 조제 시 해수에 첨가하고 온도 125℃, 15~20분간 고압멸균기에서 멸균한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유기용매 및 방오제 독성 시험

독성 시험에 사용한 방오제의 용해를 위해 Dimethyl sulfoxide(DMSO)에 녹여 각 농도가 되

도록 처리하였다. 굴 유생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DMSO 처리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정 후 24시간 후 DMSO 0~10,000 mg L-1의 농도 범위에서 독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굴 유

생의 독성 실험은 생식소 절개법을 이용하여 수정하였으며 수정 후 약 1시간 뒤 24시간 내의

굴 유생을 독성 시험에 사용하였다(박경현, 2009). 수정이 진행된 유생을 여과 및 자외선 멸균

한 해수에 굴 유생 30개체를 각각의 12 well plate에 준비한 다음 각 방오제를 농도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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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5℃, 60μmol m-2 s-1, 24시간 광 조건을 유지하며 24시간 후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비

정상적인 D형 유생을 선별하여 사멸한 것으로 판단하여 굴 유생의 생존 개체수를 계수하였다

(그림 3-4-31~32).

1시간 2시간 12시간 24시간

진행

과정

진행

상태
극체방출 세포분열 활발한 원운동

<그림 3-4-32>. 시간대 별 굴 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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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패류에 대한 위해성 결과

<그림 3-4-33>. DMSO 농도에 따른 굴 유생의 생존율

DMSO에 대한 굴 유생 생존율은 전반적으로 시험농도범위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10,000

mg L-1에서도 생존율 변화는 없었다. 굴 유생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 1,000 mg

L-1에서 진행하였다(그림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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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4>. Diuron 농도에 따른 굴 유생의 생존율

Diuron은 7.5~60 mg L-1 4가지 농도에서 진행하였다. 7.5 mg L-1에서 45%의 생존율을 보였

으며 15 mg L-1에서는 이보다 낮은 32%를 보였으며 30 mg L-1에서는 가장 낮은 14%의 생존

율을 보였다. 60 mg L-1에서는 가장 낮은 5%의 생존율을 보였다(그림 3-4-34).

<그림 3-4-35>. Dichlofluanid 농도에 따른 굴 유생의 생존율

Dichlofluanid은 0.5~4 mg L-1 범위에서 4가지 농도에서 진행하였다. 0.5 mg L-1에서는 66%,

1 mg L-1에서는 70%, 2 mg L-1에서는 57%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4 mg L-1에서는 전부 사멸

하였다(그림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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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6>. Irgarol-1051 농도에 따른 굴 유생의 생존율

Irgarol-1051은 7.5~60 mg L-1 범위에서 4가지 농도에서 진행하였다. 7.5 mg L-1에서는 가장

높은 61%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15 mg L-1에서는 57%, 30 mg L-1은 다소 낮은 52%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60 mg L-1에서는 26%의 생존율로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Irgarol-1051은 모든

농도범위에서 다른 방오제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그림 3-4-36).

<그림 3-4-37>. Sea-nine211 농도에 따른 굴 유생의 생존율

Sea-nine 211는 0.5~4 mg L-1범위에서 4가지 농도에서 진행하였다. 0.5 mg L-1에서는 가장

높은 49%, 1 mg L-1에서는 21%, 2 mg L-1에서는 9%로 생존율을 보였으며 4 mg L-1에서는

전부 사멸 하였다(그림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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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8>. TBTCl 농도에 따른 굴 유생의 생존율

TBTCl은 0.125~10 mg L-1 범위에서 4가지 농도로 진행하였다. 1.25 mg L-1에서는 가장 높

은 39%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2.5 mg L-1에서는 14%, 5 mg L-1에서는 2%의 가장 낮은 생존

율을 보였다. 10 mg L-1에서는 전부 사멸하였다(그림 3-4-38).

<그림3-4-39>. Ziram 농도에 따른 굴 유생의 생존율

Ziram는 0.05~0.4 mg L-1에서 4가지 농도로 진행하였다. 0.05 mg L-1에서는 가장 높은 40%

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0.1 mg L-1에서는 15%, 0.2 mg L-1에서는 9%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0.4

mg L-에서는 전부 사멸하였다(그림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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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0>. Zinc pyrithione 농도에 따른 굴 유생의 생존율

Zinc pyrithione은 0.05~0.4 mg L-1 범위에서 4가지 농도로 진행하였다. 0.05 mg L-1에서 가장

높은 24%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0.1 mg L-1에서는 15%, 0.2 mg L-1에서는 9%의 생존율을 보

였다. 0.4 mg L-1에서는 전부 사멸하였다. Zinc pyrithione은 모든 농도범위에서 다른 방오제에

비해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그림 3-4-40).

<그림 3-4-41>. Zineb 농도에 따른 굴 유생의 생존율

Zineb는 1~8 mg L-1 범위에서 4가지 농도로 진행하였다. 1 mg L-1에서 가장 높은 35%의 생

존율을 보였으며 2 mg L-1에서는 30%, 4 mg L-1에서는 17% 생존율을 보였다. 8 mg L-1에서

는 전부 사멸하였다(그림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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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2>. Chlorothalonil 농도에 따른 굴 유생의 생존율

Chlorothalonil는 0.1~0.8 mg L-1 범위에서 4가지 농도로 진행하였다. 0.1 mg L-1에서는 19%

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0.2 mg L-1에서는 다소 높은 22%의 생존율, 0.4 mg L-1에서는 14% 생

존율을 보였다. 0.8 mg L-1에서는 가장 낮은 2%의 생존율을 보였다(그림 3-4-42).

<그림 3-4-43>. Copper pyrithione 농도에 따른 굴 유생의 생존율

Copper pyrithione은 0.01~0.15 mg L-1 범위에서 4가지 농도로 진행하였다. 0.01 mg L-1에서는

대조군보다 높은 113%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0.05 mg L-1에서는 가장 낮은 58% 생존율, 0.1

mg L-1에서는 전부 사멸하였으며 0.15 mg L-1에서는 93%의 생존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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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N . pungens, Artemia larvae 및 Crassostrea gigas의 EC50과 LC50 값

Antifouling Agents
96 hr, EC50(µg L

-1)

for N . pungens

48 hr, LC50(mg L
-1)

for Artemia larvae

48 hr, LC50(mg L
-1)

for Crassostrea gigas

TBTCl 453.062 0.490 0.864

Irgarol-1051 1.093 9.734 48.981

Diuron 7.110 13.767 15.493

Chlorothalonil 402.579 1.351 0.3556

Dichlofluanid 343.198 154.944 1.719

Sea-nine 211 301.217 0.350 0.492

Copper pyrithione 4.498 0.205 0.098

Zinc pyrithione 7.716 3.807 0.048

Ziram 6.976 5.339 0.047

Zineb 290.454 50.095 2.387

미세조류는 TBTCl에 가장 높은 453.062 µg L-1값을 보였으며, Irgarol-1051은 가장 낮은

1.093 µg L-1으로 나타났다. Artemia larvae에서는 Copper pyrithione이 가장 낮은 0.205 mg L-1

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sea-nine 211로 0.350 mg L-1로 나타났다. Dichlofluanid은 가장 높은

154.994 mg L-1로 분석되었다. 참굴은 Ziram이 가장 낮은 EC50으로 0.047 mg L-1로 나타났으

며 그 다음은 Zinc pyrithione이 가장 낮은 0.048 mg L-1로 나타났으며, Irgarol-1051은 가장

높은 48.981 mg L-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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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류성이 높은 방오제에 대한 독성 검증

가. Rotifer에 대한 방오제 위해성 평가

평가방법

해역에서 해수와 퇴적물에서 검출된 Irgarol-1051, Diuron 대상으로 rotifer를 이용하여 추가

생물검증을 하였다. Rotifer 독성연구는 24 well plate에서 진행하였으며, 실험 환경은 23℃,

염분도 32‰, 광도 50umol m-2 s-1, 광주기는 16h:8h(Light: Dark)에서 개체수는 5마리로 진행

하였다. 실험하는 동안 먹이는 공급하지 않았으며 생존율은 48시간 후에 계수하였다.

평가결과

<그림 3-4-44>. Diuron 농도에 따른 Rotifer의 생존율

Rotifer를 이용한 Diuron의 독성 검증은 125~1000 mg L-1 범위에서 4가지 농도에서 진행

하였다. 저농도인 125 mg L-1에서는 100% 생존하였나 250 mg L-1에서는 93%로 7%의 생존율

이 감소하였으며 500 mg L-1에서는 60%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1000 mg L-1에서는 7%의 생존율

을 보였다(그림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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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5>. Irgarol-1051 농도에 따른 Rotifer의 생존율

Rotifer를 이용한 Irgarol-1051의 독성 검증은 62.5~1,000 mg L-1 범위에서 5가지 농도에서

진행하였다. 저농도인 62.5 mg L-1에서는 100%의 생존율을 보였으나 250 mg L-1부터는 모두

사멸하였다(그림 3-4-44).

나. Cyprindon variegatus에 대한 방오제 위해성 평가

평가방법

C. variegatu를 이용한 독성연구는 연령 14일 이전 것을 사용하였다. 500 mL 비커에서

200mL 멸균해수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환경은 20℃,염분도 32‰, 광도 50 umol m-2 s-1, 광주기

는 16h:8h(Light: Dark)에서 실시하였으며 개체수는 5마리로 하였다. 실험하는 동안 먹이는

공급하지 않았으며 생존율은 48시간 후에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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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그림 3-4-46>. Diuron 농도에 따른 C. variegatu 의 생존율

C. variegatu를 이용한 Diuron의 독성연구는 0.5~5 mg L-1에서 진행하였다. 가장 낮은 농도인

0.5 mg L-1에서는 100%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2~5 mg L-1에서는 전부 사멸하였다(그림

3-4-45).

<그림 3-4-47>. Irgarol-1051 농도에 따른 C. variegatu의 생존율

C. variegatu를 이용한 Irgarol-1051의 독성연구는 0.25~8 mg L-1 범위에서 6가지 농도로 진행

하였다. 가장 저농도인 0.25 mg L-1에서는 100%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1~8 mg L-1 농도 범위

에서는 전부 사멸하였다(그림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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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C. variegatu와 Rotifer의 EC50 값

Diuron (EC50) Irgarol-1051 (EC50)

Rotifer 718.75 mg L-1 93.75 mg L-1

Cyprinodon variegatus 1.43 mg L-1 0.71 mg L-1

Rotifer를 이용한 독성 검증에서 Diuron의 EC50 값은 718 mg L-1으로 나타났으며, Irgarol-

1051은 93.75 mg L-1로 나타나 Diuron의 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 variegatu

경우는 Diuron은 1.43 mg L-1으로 나타났으며 Irgarol-1051은 0.71 mg L-1로 모두

Irgarol-1051의 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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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절. 생태계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이 생태계에 노출 되었을 때 많은 종류의 종들로 구성된 복잡한 군집이 오염에

노출된다. 특히 해양환경은 복합하기 때문에 위해성을 평가하고 보호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고려할 요인이 육상환경보다 더 많다. 온도, 광량, 염분도, 영양염 같은 환경인부터 포식,

공생, 경쟁등 고려해야 할 환경요인은 무수히 있다. 그런 다양한 환경요인에서 방오제에 대한

해양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마련을 위한 절차와 과정 정립화된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절차와 과정 중에 해양생태독성 발현에 대한 예측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조건하에서 주요 해양생물에 대해 유해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각 해양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농도 기준은 방오제의 최저영향농도에 안전

계수를 고려하여야 하였다. 다른 유해물질과 같이 방오제는 생태독성의 영향은 노출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며, 실제 해양생태계에서 급성영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농도보다

낮은 농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농도에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만성영향에 대한 영향 또한 분석하여야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해양환경과 동일한 기간과 복잡한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실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도출해야 한다(그림 3-5-1).

<그림 3-5-1>. 화학물질 기반 생태계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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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생태위해성평가 단계별 필요자료

구분
생태계위해성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목적 스크리닝 단계
일반적 생태독성

영향 평가

지역 특이적

생태독성영향 평가
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 이름(CAS No. 무역거래상 이름)

구조식, 알려진 불순물 및 첨가물의 비율

물리

화학적

특성

분자량, 산화상태 및 산화가, 흡수스펙트럼, 녹는점, 용해도, 끊는점,

밀도, 증기압, 해리상수, 이론쌍의 열역학 상수, 토양 흡착-탈착 자료,

헨리상수, 옥탄올- 물 분배계수, 생물농축계수, 생물축적계수,

생물확대계수, 생분해, 가수분해, 광분해

노출

특성

자료

배출특성 배출원, 이용패턴, 배출주기와 빈도

환경거동

특성
환경거동, 노출정보, 매체특성, 환경 잔류성 및 생물축적성

노출수준

자료
배출량, 모니터링 자료, 자연적 배경농도

생태

영향

자료

생태독성

자료

주요 분류군에 대한

수생태계 독성 DB

매체별

국내외 서식종

생태독성 DB

매체별

국내 서식종

생태독성 DB

매체별

생태독성

자료

수생태독성

수/토양/퇴적물

생태독성

(화학평형모형)

먹이생물(2차독성)

수/퇴적물/토양

생태독성

먹이생물(2차독성)

생태영향

분류

독성 그룹 분류 생태독성작용방식 생태독성작용방식

2차 독성 유무 확인 2차 독성(물, 토양) 2차 독성(물, 토양)

내분비계교란

유무 확인

내분비계교란 평가

(in vitro, in vivo)

내분비계교란 평가

(in vitro, in vivo,

생태계 지표)

생물이용도

평가

생물이용도 보정

(수온, pH, 경도,

기저값 또는 유기물

함량 보정)

현장에서 채집한

매체시료 (물, 토양,

퇴적물)를 이용한

지역특이적

생물이용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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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태위해성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생태계

영향평가

항목

평가 목적 스크리닝 평가
일반적 생태독성영향

평가

지역 특이적

생태독성영향 평가

생태독성

자료 출처

주요 분류군에 대한

수생태독성 DB

매체별

국내외 생태독성 DB

매체별

국내 서식종

생태독성 DB

생태독성

평가방법

수생태독성 등급

주요분류군에 대한

평가계수 적용

종민감도 분포 종민감도 분포

매체별

생태독성

종료

수생태계 독성

수생태/퇴적물/토양

독성, (화학평형모형)

먹이생물(2차독성)

수생태/퇴적물/토양

독성, (화학평형모형)

먹이생물(2차독성)

생태영향

분류

독성그룹 분류,

2차독성 및

내분비계교란 유무

생태독성작용방식

2차독성

내분비계교란 평가

생태독성작용방식

2차독성

내분비계교란 평가

생물

이용도

평가

-

생물이용도 보정

(수온, pH, 경도,

기저값 또는 유기물

함량 보정)

현장에서 채집한

매체시료(물, 토양,

퇴적물)를 이용한

지역특이적

생물이용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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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시 사용하는 외삽법에는 안전계수(safety factors)와

종-민감도 분포(Species-Sensitivity Distribution)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안전계수방법은 생태

계 보호를 위하여 기준이 되는 요인 중 가장 민감한 endpoint를 이용하여 얻은 영향농도를

가지고 예상되는 독성물질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농도범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종-민감도

분포는 생태계 군집에서 중에서 대표되는 다양한 종을 선정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민감도의

분포에 판단된다. 종민감도 분포는 유해물질에 대해 생태계의 대부분 종을 보호 할 수 있는

농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종 민감도 분포 모델을 이용한 방법은 생태계 안전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생태계위해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여러 연구에 사용되었다

(Solomon et al. 1996, steen et al. 1999, Posthuma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와 문헌검증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ETX 2.0를 사용하여 종-민감도

분포 모델을 수립하였다. HC5(hazardous concentration 5%)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최소 농도로

판단되며 HC50(hazardous concentration 50%)은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가 판

단하였다.

<표 3-5-2>. 종-민감도 분포 모델 요건

구분 최소자료 요건

USEPA 6개 분류군에서 8종 이상

네덜란드 수생태계 자료는 5종 이상 토양은 4종 이상

OECD 8종 이상

ANZECC

(Australian and New Zealand Environment

and Conservation Council)

수생태계 자료는 3개 분류군에서 5종 이상

EU, TGD 8개 분류군 10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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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Chlorothalonil의 종-민감도 분포 곡선

Chlorothalonil 경우 HC5가 2.299 ㎍ L-1로 나타났으며 HC50은 44.199 ㎍ L-1로 분석되었다.

Selenastrum capricornutum이 EC50(30h)가 42,000 ㎍ L-1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Oncorhynchus mykiss는 LC50(96h) 10 ㎍ L
-1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그림 3-5-2).

<그림 3-5-3>. Sea-nine 211의 종-민감도 분포 곡선

Sea-nine 211는 HC5가 0.039 ㎍ L-1로 나타났으며 HC50은 8.582 ㎍ L-1로 나타났다.

Oncorhynchus tshawytscha LC50(7d) 74,000 ㎍ L-1으로 가장 높았으며 Selenastrum

capricornutum이 EC50(30h) 0.003 ㎍ L-1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그림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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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Irgarol-1051의 종-민감도 분포 곡선

Irgarol-1051은 HC5가 0.025 ㎍ L-1으로 나타났으며 HC50은 2.166 ㎍ L-1로 분석되었다.

Navicula pelliculosa EC50(120h) 0.017 ㎍ L-1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Synechococcu

EC50(72h) 163,000 ㎍ L-1로 나타났다(그림 3-5-4).

<그림 3-5-5>. Copper pyrithione의 종-민감도 분포 곡선

Copper pyrithione는 HC5가 0.318 ㎍ L-1이였으며 HC50은 5.499 ㎍ L-1로 분서되었다.

Skeletonema costatum의 EC50(72h)이 1.5 ㎍ L-1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Artemia salina의

LC50(48h)이 205 ㎍ L-1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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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Zinc pyrithione의 종-민감도 분포 곡선

Zinc pyrithione는 HC5가 0.215 ㎍ L-1이였으며 HC50은 4.398 ㎍ L-1이었다. Crassostrea

virginica의 LC50(96h)은 1.6 ㎍ L-1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Nitocra spinipes의

LC50(96h)은 260,500 ㎍ L-1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3-5-6).

<그림 3-5-7>. Ziram의 종-민감도 분포 곡선

Ziram은 HC5가 0.573 ㎍ L-1이었으며 HC50은 65.801 ㎍ L-1로 분석되었다. Culex fatigans의

LC50(24h)이 가장 낮은 0.18 ㎍ L-1로 나타났으며 Artemia salina의 LC50(48h)이 5339 ㎍ L-1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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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Zineb의 종-민감도 분포 곡선

Zineb는 다소 높은 값을 보였는데 HC5는 13.324 ㎍ L-1였으며 HC50은 6091.513 ㎍ L-1으로

나타났다. Daphnia magna의 LC50(504h)은 89 ㎍ L-1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Anabaena의

EC50(96h)은 527,700 ㎍ L-1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3-5-8).

<그림 3-5-9>. Dichlofluanid의 종-민감도 분포 곡선

Dichlofluanid는 HC5가 9.722 ㎍ L-1로 나타났으며 HC50은 184.195 ㎍ L-1로 분석되었다.

Oncorhynchus mykiss의 EC50(96h)은 10 ㎍ L-1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가장 높은 값을

보인 것은 Eiseniafoetida으로 LC50(336h) 값이 890,000 ㎍ L-1이었다(그림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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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Diuron의 종-민감도 분포 곡선

Diuron은 다소 높은 값을 보였는데 HC5는 2.882 ㎍ L-1로 나타났으며 HC50은 3476.737 ㎍

L-1로 분석되었다. Emiliania huxleyi의 EC50(72h)가 2.2 ㎍ L-1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Folsomia candida의 LC50(28d)은 703,000 ㎍ L-1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3-5-10).

<그림 3-5-11>. TBT의 종-민감도 분포 곡선

TBT의 HC5는 0.017 ㎍ L-1이었으며 HC50은 1.164 ㎍ L-1로 나타났다. Mytilus edulis의

LC50(15d) 0.1 ㎍ L-1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Artemia salina의 LC50(24h)값은 가장 높

은 것으로 124 ㎍ L-1로 보고되었다(그림 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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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방오제별 HC5와 HC50

물 질 별 HC5 (㎍ L-1) HC50 (㎍ L-1)

Sea-nine 211 0.039403 8.582827

Chlorothalonil 2.299248 44.19939

Irgarol-1051 0.025695 2.166251

Copper pyrithione 0.318191 5.49973

Zinc pyrithione 0.215151 4.398539

Ziram 0.57346 65.801

Zineb 13.32442 6091.513

Dichlofluanid 9.722858 184.1953

Diuron 2.882289 3476.737

TBT 0.01753 1.64476

TBT의 HC5는 0.017 ㎍ L-1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Irgarol-1051 0.021 ㎍

L-1였으며 그 다음은 Sea-nine 211로 0.039 ㎍ L-1이었다. LC50이나 EC50값의 경우 TBT는 이들

보다 낮은 값이나 다른 방오제와 다르게 저농도에서 임포섹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

다. 가장 높은 것은 Zineb으로 13.324 ㎍ L-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Dichlofluanid로 9.722 ㎍

L-1으로 나타났다. HC50값은 TBT로 1.644 ㎍ L-1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은 Irgarol-1051 이

2.166 ㎍ L-1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값은 Zineb로 6091.513 ㎍ L-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Diuron으로 3476.737 ㎍ L-1 이었다(표 3-5-3). 이 모델에 전국 TBT, Irgarol-1051, Diuron은

HC5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TBT의 경우 생물축적이 된다는 점과 해수보다는 퇴적물에 고농도

로 축적 되어있고, Diuron의 경우는 분해가 되지 않고 잔존한다는 점과, Irgarol-1051 또한

축적되는 방오제이며, 특히 분해산물인 M1이 축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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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절 신구방오제 오염에 대한 생태독성학적 고려

1. TBT의 생태독성학적 고려

2008~2010년의 3년에 걸쳐 본 사업에 조사된 J 만과 전국 주요 항구 해수와 퇴적물 중의

TBT 오염 노출 수준을 선진국에서 기 설정된 환경기준 및 생물영향을 초래하는 노출 수준과

비교하였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TBT에 대한 환경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행히 국토해양부에서 해수 중의 TBT에 대한 잠정적인 해양환경기준이 2010년 마련되었으나,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환경기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되나 최근에는 생태위해성

평가(Ecological Risk Assessment)를 근간으로 이루어지지고 있다. 독성물질에 대한 수치화된

환경기준은 해당 물질에 가장 민감한 생물의 독성영향에 안전계수(safety factor)를 곱하여 설

정하고나, 다양 생물의 독성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구축된 종민감도분포(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 SSD)로부터 95% 또는 99% 생물종의 보호를 목적으로 산정된 생태독성기준

(ecological risk criterion)에 의거하여 설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환경 시료 중의 TBT 농도가

수서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준 보다 이하일 경우 일반적으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관찰

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기준치 이상일 경우는 민감한 종에 대한 독성영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민감한 종에 대한 다양한 종말점(end-point)에 대한 독성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해수에서 검출된 TBT의 농도를 누적확률(cumulative probability)로 표시하고

이를 선진국에서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 설정한 해수 중의 환경기준과 비교해보면

그림 3-4-1과 같다. TBT가 미검출된 정점의 경우는 값을 0으로하여 누적확률 계산에는 포함

시켰으나, 그림 상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3종의 부틸주석화합물 간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Sn기준(ng Sn L-1)으로 농도를 표시하였으나, 외국의 해수 환경

기준이 TBT 양이온(ng TBT L-1)으로 설정되어 있어 본 조사의 농도를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영국과 캐나다는 해수 중의 TBT 환경기준을 2 ng TBT L-1로 세계에서 가장 낮게 설정하고

있다(CCME, 2002). 이 농도는 엽주름고둥이나 대수리와 같은 신복족류의 고둥에서 임포섹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농도 수준(Gibbs et al., 1987; Shim et al., 2009)으로부터 설정된 값이다.

아울러 해당 농도는 참굴의 패각의 형성을 저해하는 농도 수준으로도 보고된 바 있다(Chagot

et al., 1990). 반면 미국 환경청에서는 7 ng TBT L-1의 값을 환경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고(US

EPA, 2004), 호주의 해양환경기준에는 49 ng TBT L-1로 설정되어 있다(Burton et al., 2005).

J 만과 주요 항구 등 총 96개의 해수 시료에서 검출된 TBT 농도 중 총 28%의 시료에서

캐나다의 환경기준인 2 ng TBT L-1를 초과하고 있고, 9%에서 미국 환경청의 기준인 7 ng

TBT L-1를 초과하고 있다. 한편 호수의 환경기준인 49 ng TBT L-1는 한 개의 시료에서만

초과하고 있다. 이는 J 만에서 정도를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임포섹스가 모두 관찰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단, J 만에서 조사된 13개 정점 모두에서 임포섹스가 관찰된 것을 고

려하면, 실제 대수리의 임포섹스는 현장 노출 농도 2 ng TBT L-1의 이하의 농도에서도 발현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독성물질의 노출에 따른 생태위해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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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를 두는 것은 현장에서 해당 물질의 독성에 따른 생물영향의 증거가 있는냐? 하는 것이다.

TBT의 경우에는 해수 중의 농도가 사용 규제 이후에 규제 5년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00배 이상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대수리에서 임포섹스가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추세로 보면 향후에도 일정 수준이하로 점차 해수 중의 TBT 농도 감소가 예상되나, 대수리의

임포섹스를 유발하지 않는 농도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임포섹스 발현을 제외한 독성자료로부터 본 연구에서 산정된 TBT의 HC5 값은 280 ng

L-1로 본 연구의 현장조사에서 관측된 값은 이보다 5배 이상 낮다. 다시 말해 J 만 및 주요 항

구의 TBT 농도는 임포섹스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한 농도이나, 다른 생물에게 급성독성 영향을

미치기에는 낮은 농도로 사료된다.

<그림 3-6-1>. J 만 및 전국 주요항구 주변 해수 중 TBT의 노출

수준 평가
aInhibition of calcification of Crassostrea gigas (Chagot et al., 1990)
bInitiation of imposex (Gibbs et al. 1987) and Interim Water Guideline by

Canadian EPA (CCME. 2004)
cChronic Criterion by US EPA (2004)
dAustralian Marine Water Quality Guideline (Burton et al., 2005)

한편 퇴적물 중의 TBT의 노출 수준을 해수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퇴적물의 경우는

본 조사와 같이 농도를 Sn 기준(ng Sn g-1)으로 표시하였다. 호주의 경우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해 퇴적물의 TBT에 대한 잠정적인 환경기준으로 하위값(99% 생물종 보호)으로 5 ng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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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과 상위값(95% 생물종 보호)으로 70 ng Sn g-1을 설정하고 있다. 퇴적물 중에 서식하는

단각류(amphipod)와 다모류(polychaeta)에 대한 TBT의 만성영향 무영향농도로 Matthiessen

and Thain (1989)이 제시한 값을 Sn 농도로 환산하면 약 41 ng Sn g-1이다. 예외적으로 55

ppm을 넘는 매우 높은 TBT 농도를 보였던 Us B항을 포함하여 누적확률로 총 49개의 조사

자료를 표시하고 이를 국외 환경기준 및 생태독성을 유발하는 농도와 비교하였다(그림 3-4-2).

한 시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료(48개, 97%)에서 호주의 퇴적물의 잠정적인 환경기준의 하

위값을 초과하였으며, 54%가 상위값을 초과하고 있다. 한편 단각류와 다모류에 대한 만성독성

유발 무영향농도를 넘는 시료는 70%였다. TBT를 포함한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국내의 퇴적

물 환경기준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마련 중에 있으므로 향후에는 해당 기준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TBT 사용 규제가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오염원 주변해역 대부분에서

는 호주 환경기준의 상위값인 70 ng Sn g-1을 초과하고 있고, 하위값인 5 ng Sn g-1은 거의

모든 조사 정점에서 초과하고 있다. 또한 70%이상의 시료에서 단각류와 다모류의 만성적인 독

성을 유발할 수 있는 농도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 퇴적물 중의 TBT 농도 수준이

실제로 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 해수와 달

리 퇴적물 중의 TBT의 오염의 수평적인 공간 분포는 항구와 조선소 같은 오염원 주변으로부

터 거리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외해역과 오염원으로부터 거

리를 두고 있는 해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농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염

원 주변 퇴적물에 대한 TBT 오염의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이 퇴적물에서 반영되는 지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퇴적물 중의 TBT의 반감기가 수

년에 해당하고 특히 M 만과 같은 빈산소 환경에서는 더욱 길어진다. 또한 항구와 조선소 주변

과 같이 퇴적물의 TBT 농도가 수 ppm 이상으로 현저히 높은 경우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저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감기를 더욱 길게 할 수 있다. 따라서 TBT에 대한 사용 규제가 2003

년에 국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적물 중의 TBT 오염은 매우 장기간 지속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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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J 만 및 전국 주요 항구 주변 표층퇴적물 중 TBT의 노출

수준 평가
aAustralian Marine Water Quality Guideline-Low Trigger Value (Burton et al., 2005)
bChronic effects on amphipods and polychaetes (Matthiessen and Thain, 1989)

(*converted to ng Sn/g)
cAustralian Marine Water Quality Guideline-High Trigger Value (Burton et al., 2005)

2. Diuron과 Irgarol-1051의 생태독성학적 고려

분석대상 7종의 신방오제 화합물 중 조사해역의 해수와 퇴적물에서 전반적으로 일정 농도

이상으로 검출된 물질은 Diuron과 Irgarol-1051이다. 두 물질 모두 해수에 대한 환경기준은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있고, 생물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도 존재해서 생태위해성에

대한 고려가 일부 가능하다. 반면 퇴적물의 경우 환경기준과 독성자료 역시 매우 제한적이어서

생태위해성에 고려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이다.

영국에서는 Diuron에 대한 환경기준을 100 ng L-1로 설정하고 있고(Mukherjee et al.,

2009), EU의 Water Framework Directive(WFD)에서는 무영향예측농도(PNEC) 값을 200 ng

L-1로 정하고 있다(FHI, 2005). 네덜란드의 Diuron에 대한 최대허용농도(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 값은 430 ng L-1(Lamoree et al., 2002) 이다. 한편 Diuron의 노출에 따른 생물

독성 시험에서 3종의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무영향농도(NOEC)는 종에따라 540, 5,000,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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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 L-1였다(Feranandez-Alba et al., 2002; Rosangela et al., 2005). J 만의 오염원 및 전국 주

요 항구 주변의 표층 해수에서 분석된 Diuron의 농도를 누적확률을 제시된 환경기준 및 생

물독성 무영향농도와 비교하였다(그림 5-1-3). 영국의 환경기준인 100 ng L-1와 비교할 경우

조사된 48개의 시료 중 36%가 해당 값을 초과하였다. EU의 WFD에 제시된 무영향예측농도인

200 ng L-1는 10%의 시료가 초과하였다. 반면 네덜란드의 환경기준인 430 ng L-1와 식물

플랑크톤에 대한 무영향농도인 540 ng L-1는 48개 중 단 2개의 시료(3%)에서만 초과를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생태위해성평가에서 도출된 Diuron의 HC5 값은 2,882 ng L-1로 3종의 식물

플랑크톤에 대한 무영향농도인 540 ng L-1와 5,000 ng L-1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J 만과 전국 주요 항구에서 검출된 해수 중의 Diuron 농도는 모두 HC5 값에 해당하는

2,882 ng L-1 보다는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Diuron의 경우 조사된 모든 시료에서 검출됐을 정도로, 우리나라 연안 해수 중에 일정 농도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공간분포 역시 구방오제인 TBT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국내 연안 선박관련 시설 주변해역에서 검출되는 Diuron의 유입원은 선박 방오

도료임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의 환경기준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현재까지 분석된 농도가

생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 수준 이상으로 일정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신방오제 화합물 중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농도 변화 추이를 감시하고 관리를 해야할

물질이다. 아울러 국내 방오도료에 사용되는 Diuron 함량은 물론 전체 사용량 통계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추가로 현재 검출되는 Diuron의 농도 수준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유 생물에

대한 영향을 실제로 끼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rgarol-1051의 경우는 파래류에 대한 무영향농도가 22 ng L-1(Scarlett et al., 1997), 네덜란드의

최대허용농도 및 Cresswell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24 ng L-1로 유사한 농도 수준이 제안

되었다. 그 외의 연구에서는 해양 플랑크톤과 해조류에 대한 무영향농도로 43.9 ng L-1가 보고

되기도 하였으며(Zhang et al., 2008), 식물플랑크톤 종에 따라서 무영향농도가 100 ng

L-1(Devella et al., 2005; Zhang et al., 2008)와 300 ng L-1(Fernandez-Alba et al., 2002)로

보고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생태위해성평가에서 도출된 HC5 값은 21 ng L-1로 파래류에 대한

무영향농도인 22 ng L-1 및 네덜란드의 최대허용농도인 24 ng L-1와 매우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본 조사에서 Irgarol-1051은 Diuron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나, 48개

시료 중 46개 시료에서 검출된 정도로 검출빈도는 Diuron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46개의

Irgarol-1051 검출 시료 중 제시된 값 중 가장 낮은 무영향농도인 22 ng L-1를 초과하는 값은

없었다. 또한 본 연구의 생태위해성평가에서 도출된 HC5 값인 21 ng L-1 보다도 모두 낮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그 이상의 값을 갖는 환경기준과 무영향농도를 상회하는 값도 이번 조사에서는

없었다. 따라서 현재 조사해역에 잔류하는 Irgarol-1051의 농도 수준은 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하인 것으로 사료된다. Irgarol-1051은 비록 보고된 무영향농도와 환경기준을 초과

하는 시료가 없었지만, 검출빈도가 높고 최고값이 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하여

검출된 점을 감안하여 Diuron과 함께 향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농도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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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J 만 및 전국 주요 항구 주변 해수 중 Diuron 오염의 노출 수준 평가
a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in UK (Mukherjee et al., 2009)
b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s (PNECs) by the EU(FHI, 2005)
cDutch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 (MPC) (Lamoree et al., 2002)
dNOEC for Emiliania huxievi (Rosangela et al., 2005)
eNOEC for Skeletonema costatum (Femandez-Alba et al., 2002)
fNOEC for Selenastrum capricomutum (Fernandez-Alba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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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J 만 및 전국 주요항구주변해수중 Irgarol-1051 오염의노출수준평가
aNOEC for Enteromorpha intenstinalis (Scarlett et al., 1997)
bDutch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 (MPC) for Irgarol-1051 (Lamoree et al., 2002)
c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EQS) (Cresswell et al., 2006)
d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s (PNEC) (Zhang et al., 2008)
eLOEC for Emiliania huxlevi (Devilla et al., 2005)/ Thalassilsira pseudonana (Zhang et al., 2008)
fLOEC for Selenastrum capricomutum (Fernandez-Alba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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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개발 결과 요약 및 제언사항

2.1절 연구결과 요약

다양한 방오물질의 유입원이 존재하는 J 만 및 전국 주요 항구 주변해역에서 구방오제로 사용된

TBT 오염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2003년 TBT 함유 방오도료의 사용규제에 따른 농도 감소 여부

를 매질별로 확인하였다. 해수 중의 TBT 잔류 농도는 J 만에서 규제 이전에 비해 100배 이상 감소

하였으며, 이매패류의 경우 2.7배 감소한 반면, 퇴적물 중의 잔류 농도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TBT 사

용 규제에 따른 수질 환경개선 징후는 뚜렷이 확인되었다. 반면 퇴적물은 환경개선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BT에 매우 민감한 대수리의 임포섹스 역시 J 만에서 규제 이전에 비해 발

현 정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임포섹스가 관찰되고 있었다. 해수 및 퇴적물 중의 TBT

잔류 농도를 선진국의 환경기준 및 생태독성자료와 비교할 경우 해수는 일부 시료에서 그리고 퇴적물

의 대부분의 시료에서 기준값을 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규제를 통해 TBT의 사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환경 중에 잔존하는 TBT가 아직까지 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잔존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7종(Diuron, Irgarol 1051, Sea-nine 211, M1, Dichlofluanid, Zinc 및 Copper Pyrithiones)의

신방오제 화합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LC/MS/MS를 이용한 해수와 퇴적물 중의 잔류 농도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확립하였다. 확립된 7종의 신방오제 화합물의 분석기법을

현장에 적용하여 J 만 오염원 주변과 전국 항구 주변에서 주요 신방오제 화합물의 오염실태를 파악하였

다. 7종의 대상 물질 중 Diuron과 Irgarol-1051은 대부분의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Sea-nine 211은

극히 일부 시료에서만 검출되었고, Zn/Cu Pyrithione과 Dichlofluanid는 모두 검출한계 이하(50 ng

L-1)의 값을 보였다. Irgarol-1051의 분해산물인 M1은 16개 정점 중에서 6개 정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이는

Irgarol-1051이 검출된 지역에서 나타났다. 되었다. 검출 빈도와 검출된 농도 수준으로 볼 때,

Diuron(9~420 ng L-1)과 Irgarol-1051(0.2~8.9 ng L-1)이 주요 관리대상 신방오제 물질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해수 중의 Diuron(13~1360 ng L-1)은 선진국의 환경기준과 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농도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Irgarol-1051은 비록 기준값 보다는 낮지만 근접한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어서

두 화합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요구된다.

Ma J 만에 미세조류 군집을 조사하여 우점종인 N. pungens와 먹이생물 많이 사용하는 Artemia유

생과 참굴을 대상으로 선정된 방오제 TBTCl을 포함한 10종을 독성검증을 실시하였다. 미세조류는

TBTCl에 가장 높은 453.062 µg L-1값을 보였으며, Irgarol-1051은 가장 낮은 1.093 µg L-1으로

나타났다. Artemia larvae에서는 Copper pyrithione이 가장 낮은 0.205 mg L-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sea-nine 211로 0.350 mg L-1로 나타났다. Dichlofluanid은 가장 높은 154.994 mg L-1로

분석되었다. 참굴은 Ziram이 가장 낮은 EC50으로 0.047 mg L-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Zinc

pyrithione이 가장 낮은 0.048 mg L-1로 나타났으며, Irgarol-1051은 가장 높은 48.981 mg L-1

으로 나타났다. 해양생태계에서 축적되는 Diuron과 Irgarol-1051에 대해서 Rotifer와 C. variegatu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Rotifer를 이용한 독성검증에서

Diuron의 EC50 값은 718 mg L-1으로 나타났으며, Irgarol- 1051은 93.75 mg L-1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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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uron의 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C. variegatu 경우는 Diuron은 1.43 mg L-1으로 나

타났으며 Irgarol-1051은 0.71 mg L-1로 모두 Irgarol-1051의 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방오제의 독성 정보를 검색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종-민감도 분포를 ETX2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TBT의 HC5는 0.017 ㎍ L-1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Irgarol-1051

0.021 ㎍ L-1였으며 그 다음은 Sea-nine 211로 0.039 ㎍ L-1이었다. LC50이나 EC50값의 경우

TBT는 이들보다 높은 값이나 다른 방오제와 다르게 저농도에서 임포섹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를 고려하였다. 가장 높은 것은 Zineb으로 13.324 ㎍ L-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Dichlofluanid

로 9.722 ㎍ L-1으로 나타났다. HC50값은 TBT로 1.644 ㎍ L-1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은

Irgarol-1051 이 2.166 ㎍ L-1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값은 Zineb로 6091.513 ㎍ L-1로 나타났으

며 그 다음은 Diuron으로 3476.737 ㎍ L-1 이었다. 이를 통해 HC5 HC50 값을 추출하여 향후 이

자료와 해양환경에 축적된 잔존량을 비교 분석하여 방오제 관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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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절 제언사항

1. 신구방오제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본 사업의 연구개발 결과 및 과거 국내외 신구방오제에 대한 오염관련 자료와 지식에 근거

하여 향후 국내 연안 환경에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제시해보았다(표 3-7-1).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물질
Tributyltin, Dibutyltin, Monobutyltin

Diuron, Irgarol-1051, SeaNine-211, M1

신규 등록되는 방오제

추가

매질 해수, 퇴적물, 생물(이매패류)
생물체의 경우

트리부틸주석 대상

해역

대형항구(5개소 이상)

중.대형 조선소(2개소 이상)

어항(10개소 이상)

생태민감 해역(10개소 이상)

필요 시 특정 해역에서

정밀 모니터링

빈도

해수: 2회/년 (하계/동계)

퇴적물: 1회/5년

생물: 1회/2년

환경기준 또는 생물에

대한 무영향농도 이하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생물영향 임포섹스(대수리), 1회/2년
임포섹스가 관찰 안될

때 까지

분석방법 부록 I, II 참조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표 3-7-1>. 국내 연안 해역에대한신구방오제오염의 모니터링방안

가. 모니터링 대상 신구방오제 물질

본 연구에서 2003년 트리알킬주석(TBT와 TPT 등)이 함유된 방오도료의 사용이 대형선박을

포함하며 전면적으로 규제된 이후에 해수와 생물체내의 잔류농도는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퇴적물의 TBT 잔류 농도는 여전히 규제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 중의 농도역시 규제이전에 비하여 100배 이상 감소하였으나, 조간대에 서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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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류의 임포섹스를 유발할 수 있는 농도 수준이 J 만에서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TBT에 대한 모니터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TBT의 신규 유입

여부 및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분해산물인 DBT와 MBT를 반드시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한다. 신방오제 화합물의 경우는 연안 해역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되고 잔류 농도도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근접해 있는 Diuron과 Irgarol-1051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Irgarol-1051의 경우 분해산물인 M1의 잔류성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시에 분석을 수

행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검출빈도는 낮으나 예외적으로 높은 농도가 검출된 Sea-nine 211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에 현재 신방오제 화합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Zn Pyrithione과 Cu Pyrithione의 경우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한계 이하의 값을

보여, 향후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 사용량이 많은

방오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연구나 조사에서라도 두 물질에 대한 잔류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된다면 모니터링 대상 물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또한 본 연구

사업에서 다룬 물질 외에 신규로 방오제로 등록되어 사용되는 물질이 있는 경우는 모니터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나. 모니터링 대상 매질

트리부틸주석의 경우는 퇴적물은 우선적인 모니터링 대상 매질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생물체내 농도 역시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해수는 오염원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신방오제의 경우 생물 축적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분석 효율이 낮기 때문에 생물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신방오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극성과 용해도를 갖고 있어서 해수를 우선 대상 매질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수의 모니터링 만으로도 신방오제 화합물의 오염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나,

Diuron과 Irgarol-1051의 경우 퇴적물에 일부 축적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제한된 수준의

시료에서는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필요하다. 해수와 퇴적물이 동시에 모니터링 되는 경우는

가능하면 동일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수의 모니터링 목적에 맞는 최적의

장소에서 뻘질의 퇴적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인접 장소에서 채취할 것을 권고한다.

다. 모니터링 대상 해역

신구방오제는 다른 유해물질과 상이하게 주요 유입원이 선박인 특이성을 지닌 물질이다.

따라서 신구방오제의 모니터링은 주요 오염원으로 분류되는 선박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신구방오제가 주로 유입되는 선반관련 시설은 대형항구, 조선소, 어항이 있다.

대형항구와 어항은 정박한 선박의 규모와 형태가 다르고 사용하는 방오도료의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구별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조선소는 신조선에 대한 방오도료를 도말하는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새로 방오도료를 도말한 선박을 진수하는 장소로 다량의 방오도료 성분을

고농도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며, 수리조선의 경우 방오도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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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해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 조선소의 경우도 어선을 건조 또는 수리하는 소형 조선소부터

대형선박 중심으로 중대형 조선소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구별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선박 활동 시설에 인접 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으나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경우도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단, 현재 신구방오제의 오염수준으로

볼 때, 전국 규모로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성은 낮아 보이며, 오염원과 생태 민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도 규제의 실효성과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지점의 선정은 오염원의 대표성은

물론 과거자료와의 비교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라. 모니터링 방법

연안 해역의 신구방오제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의 빈도는 높을수록 좋겠으나, 예산을 고려하면

최소한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해수의 경우 변동성이 크나

신구방오제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해 농도분포 수준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1년에 하계와 동계에 2회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체의 경우는 부틸주석화합물 만을 대상으로 산란기를 피해서 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굴의 경우는 주요 오염원과 생태 민감지역을 대표하는 곳에서 최소 2년회 1회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한다. 굴의 경우 채집과 분석이 용이하며, 부틸주석화합물의 농도의

변화 추이를 보기에 매우 적합한 대상 생물로 과거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정점 내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다. 퇴적물은 연변화를 쉽게 보이지 않는 매질로 단기간의 시계열변화 보다는 장기적인

변화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퇴적물은 매질의 특성상 해수나 굴에 비해 공간적인

농도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5년에 1회 모니터링을 수행하되, 오염원에서 거리를

두고 최소 3개 정점이상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임포섹스는 본 연구에서도

TBT 오염에 따른 생물영향을 매우 잘 반영하는 생물지표로 확인되었다. 규제 이후 J 만에서

뚜렷하게 임포섹스의 정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발현 빈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모니터링 빈도는 굴과 동일한 지역에서 1년에 2회를

수행하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구방오제의 분석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트리부틸주석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방오제 화합물의 경우 본 연구에서 주요 화합물을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법이 전처리

방법의 개선과 최신기기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제시된

분석법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민감도와 정확도를 보이는 분석법의 적용은 가능하다. 단, 분석

방법의 변경이 시계열의 농도추세 비교에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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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방오도료 개발 시급

유기주석 (tribytyltin : TBT)은 UN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안전운항과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해양 환경보호위원회 (MEPC)에서 선박용 방오 시스템의 규제에 의한 유기주석에

대한 위해성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003 년 1월 1일부터 방오제로 사용되는 유기주석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2008년부터 선박에서는 TBT의 잔류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규정이 시행되었다.

또한 중금속 소재인 아산화동 또한 선진각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방오제는 TBT나

중금속 소재 방오제에 비해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Diuron, Irgarol-1051 등이 해양생태계에

잔존하는 것으로 밝혀져 규제에 나서고 있다. 현재 개발된 방오시스템이나 방오제를 보면

TBT보다 우수한 방오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개발보다 규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친환경

방오제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국내는 조선산업의 강국임에 불구하고 방오도료의 원천기술이 전무하며, 몇 개 회사를 제외

하고는 외국계 회사와 합작형태로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에 따라 국내의 영향은

다른 나라보다 큰 실정이므로 방오제 및 방오도료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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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도별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1차년도

○ 연안 조사지역 그룹별

평가해역

선정을 위한 문헌연구

- 문헌조사로 해역의 정점 선정 100

- 평가해역 연안 오염실태 연구 100

○ 신방오제 미량 분석방법

연구

- 2008년 하계 물, 퇴적물, 생물체 중

TBT 오염실태 조사 완료

- 2009년 동계 물, 생물체 시료채취

완료 후 TBT 오염 분석 중

100

○ 신방오제의 부유성

미세조류

생태독성 연구

- LC-MS/MS를 이용한 신방오제 미량

분석방법 실험실적 연구
100

2차년도

○ 평가해역 연안 오염실태

연구 (2차)

- 미세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농도 측정
100

○ 신방오제 미량 분석방법

표준화

- 평가해역 오염실태 2차 조사 (해수,

퇴적물 또는 생물체 중 신구방오제

오염 평가)

100

○ 신방오제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연구

- LC/MS-MS를 활용한 환경 시료

중에서 검출되는 주요 신방오제에

대한 분석기법의 표준화

100

○ 신방오제의 부착성

미세조류 생태독성 연구

- 신방오제 분석방법 표준화 및

실험값과 생태 잔류농도 상관성 분석
100

3차년도

○ 평가해역 연안 오염실태

연구 (3차)

- 동물성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NOEC, LC50*48h 값 측정
100

○ 평가해역 모니터링체계

구축

- 평가해역 오염실태 3차 조사

(주요 유입원 별 신구방오제

오염 정밀 평가)

100

○ 신방오제의 패류에

미치는 환경 위해성

연구

- 평가해역 신방오제의 패류에 미치는

잔류농도와 실험에 의한 생태 영향

농도 위해성 평가

100

○ 생태환경 위해성 평가에

따른 최적관리 방안연구

- 생태영향 위해성 평가에 따른 최적

관리방안 도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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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 등)

년도 논문 구분

2008

Kim, N.S., W.J. Shim*, U.H. Yim, S.Y. Ha, and P.S. Park (2008) Assessment of

tributyltin contamination in a shipyard area using mussel transplantation approach.

Marine Pollution Bulletin 57: 883-888.

국외 SCI

2009

Shim, W.J.*, N.S. Kim, J.K. Jeon, S.H. Hong (2009) Accumulation of tributyltin

and triphenyltin compounds in laboratory exposure and their induction of imposex

in rock shell (Thais clavigera).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1: 182-187

국내 영문

비SCI

2010

Kannan, N., S.H. Hong, U.H. Yim, N.S. Kim, S.Y. Ha, D. Li, W.J. Shim* (2010)

Dispersion of organic contaminants from wastewater treatment outfall in Masan Bay,

Korea.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2: 200-206.

국내 영문

비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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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발표]

년도 학술발표 제목 국제학술대회명

2009

Kim, N.S., W.J. Shim, U.H. Yim (2009) Contamination of

butyltin and booster biocide compounds for antifouling paints

in Jinhae Bay, Korea.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2010

Shim, W.J., N.S. Kim (2010) Contamination status of TBT and

incidence of imposex in Thais clavigera in Jinhae Bay (South

Korea), following 5 years of total ban on use of TBT.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ne Pollution

and Ecotoxicology.

Kim, N.S., W.J. Shim, U.H. Yim,(2010)

Occurrence and distribution of antifouling booster biocides in

water and sediment from Jinhae Bay, South Korea.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ne

Pollution and Ecotoxicology.

Kim, N.S., J.J. Won U.H. Yim W.J. Shim, (2010)

Assessment of antifouling booster biocides contamination in

coastal waters of korea.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W.J. Shim (2010) Two decades of tributyltin in coastal

environment of Korea.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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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발표]

년도 학술발표 제목 국제학술대회명

2009
심철수, 이한성, 조지영, 신현웅 갑각류 ,Artemia 유생을

이용한 유기방오 biocide의 급성 연구

2009년도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공동학술대회

2009
배준상, 심철수, 김영도, 이한성, 조지영, 신현웅 대체 방오

물질의 미세조류에 대한 독성 시험

제23회 한국조류학회 학술

발표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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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년도 보도제목 보도기관

2009 친환경 방오도료 개발 시급하다 한국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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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관련분야의 기술발전 기여도

  1. 기술적 측면

▶ 신구방오제의 생태환경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으로 국제 수준의 관리 가능.

▶ 신구방오제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가능.

▶ 신구방오제의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기법 확보.

▶ 신구방오제의 미세조류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 국제적 규제의 대비 방안 제시.

2. 환경적 측면

▶ 신구방오제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 예측 및 대응 가능.

▶ 국내 연안 해역의 신구방오제 오염정도의 자료 축적.

▶ 합리적인 방오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감시.

▶ 신구방오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의 기초 자료 제공.

3. 경제적․산업적 측면

▶ 친환경 방오제 및 방오도료 개발 촉진

▶ 환경 피해 예측 및 대비로 환경비용 저감.

▶ 합리적인 방오제 규제로 국제규제에 따른 업체의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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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국내 연안 해역별 신구방오제의 정확한 오염원과 각 오염원별 기여도를 파악하게

되므로써 사용 규제방안 마련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신구방오제의 국내 연안 해역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장기적인 방오제 오염실태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토대 마련.

▶ 신구방오제의 미세조류에 미치는 환경위해성 연구 실험으로 생태 영향 농도를

환경 잔류 농도와 비교하여 수질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로 활용.

▶ 신방오제의 미량 분석방법 개발 확립으로 신규방오제 미량 분석에 응용.

▶ 신구방오제 위해성에 대한 환경교육 기초 자료 활용.

▶ 신구방오제의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으로 인해 타 중금속 및 오염매체에 기법 적용

▶ 국제 수준의 신구방오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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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방오제 화합물의 분석방법

환경매질 중 해수와 퇴적물 시료는 추출방법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후 농축, 용매지환, 기기

분석의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한다(그림 Ⅰ-1). 해수의 경우 액액추출법으로, 퇴적물은 교반 후

원심분리 및 액액추출법으로 추출한다.

<그림 I-1>. 해양 환경시료 중 신방오제 주요화합물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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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준비

실험에 사용되는 초자기구, 유기용매, 표준물질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 및 준비하여

사용한다.

가. 초자기구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초자기구는 세제로 깨끗이 세척하고 증류수로 잘 헹군 후 건조기에서

건조시킨다. 건조 된 초자기구는 알루미늄 호일로 입구를 밀봉한 후에 450℃에서 5시간 이상

태워서 사용한다. 실험 전 초자기구는 고순도 디클로로메탄으로 세척한 후 사용한다.

나. 유기용매 및 이동상

① 표준물질의 준비, 초자기구 세척, 시료추출 등 실험과정에 사용된 모든 용매(디클로로메탄,

메탄올, 아세토니트닐)는 미국 Burdick & Jackson사의 잔류농약 분석용 및 GC 분석용

용매(GC2 grade)를 사용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약 300배 정도 농축을 하여 크로마토그래프로

순도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이동상으로 사용된 증류수는 Millipore 18 Ω 3차 증류수를 디클로로메탄으로 세척한 후

사용한다.

③ 물과 메탄올에 버퍼로 사용된 포름산과 아세트산 암모늄을 첨가하여 각각의 최종농도가

0.1%, 2 mM이 되게 한다.

다. 표준용액물질

① 분석대상 표준물질 중 Dichlofluanid, Irgarol-1051은 Dr. Ehrenstorfer GmbH-Germany,

Copper Pyrithione은 Wako, Zinc Pyrithione은 TCI, Diuron은 Sigma, Sea-nine 211은

Rohm and Hass(UK), 그리고 내부표준물질로 사용된 Atrazine-13C3은 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로부터 구입하였다.

② Dichlofluanid, Irgarol-1051, Diuron, Sea-nine 211와 내부표준물질인Atrazine-13C3은 메탄올로

녹여서 stock 용액을 만든다. 4가지 분석대상 화합물의 Stock 용액의 농도는 1 ㎍ mL-1,

내부 표준물질인 Atrazine-13C3의 stock 용액은 100 ng mL-1로 맞추었다.

③ Zinc, Copper Pyrithione은 디클로로메탄으로 녹인 후, 메탄올로 희석하여 stock 용액을

만들고, 농도는 5 ㎍ mL-1로 맞춘다.

④ 준비된 Stock 용액을 이용해서 검량용 표준용액과 spike test에 이용한다.

다. 기타시약

① 무수황산나트륨은 고온 오븐 450℃에서 5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120℃에서 보관하고 사용

직전에 상온으로 식혀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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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시료 전처리

가. 해수 전처리

① 분액 깔대기에 1 L 해수와 디클로로메탄 50 mL 넣어준 후 수직혼합 shaker에서 10분간

혼합한다.

② 10분간 방치 후 무수황산나트륨을 채운 깔대기를 통과시켜 수분을 제거한 추출분액을

받아낸다.

③ 동일과정을 2번 더 반복한다.

④ 추출액은 회전진공농축기에서 5 mL까지 농축한 후, 메탄올 10 mL 넣어 용매를 치환한다.

⑤ 치환된 메탄올은 약 1 mL까지 농축 후, 유리시험관에 옮겨 담아 고순도 질소로 정밀 농축힌다.

⑥ 내부표준물질(Atrazine-13C3, 100 ng mL
-1)을 100 ul를 주입하고 최종부피 1 mL로 만든다.

나. 퇴적물 전처리

① 50 mL 원심분리관에 퇴적물(10g±SD0.5g)과 20 mL 아세토니트릴을 넣고 shaker에서

20분간 혼합하여 추출한다.

② 무게접시에 3.0±0.1g 퇴적물 담아서 건조 후 건중량 측정에 사용한다.

③ 추출액을 원심분리한 후 상층의 추출액을 받아내며, 동일과정을 3회 반복한다.

④ 회전진공농축기로 아세토니트릴 추출액을 10 mL까지 농축한다.

⑤ 농축액에 디클로로메탄에 세척 된 초 순수 증류수 50 mL과 디클로로메탄 10 mL를

넣고 shaker에 10분간 혼합하여, 10분간 방치 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통과시켜 추출분액을

받는다. 동일과정을 3회 반복한다.

⑥ 추출액은 진공농축기에서 5 mL까지 농축한 후, 메탄올 10 mL 넣어 용매를 치환한다.

⑦ 용매치환된 추출액을 약 1mL까지 농축 후, 유리시험관에 옮겨 담아 고순도 질소로

정밀 농축한다.

⑧ 내부표준물질 (Atrazine-13C3, 100 ng mL
-1)을 100 ㎕ 주입하고, 메탄올로 최종부피

1mL로 만든다..

다. 생물 전처리

① 생물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Teikmar tissuemizer로 균질화하여, 50 mL 원심분리관에

생물(5g±0.5g)과 20 mL 아세토니트릴을 넣고 shaker에서 20분간 추출한다.

② 무게 접시에 2.0g±0.1g의 균질화 된 생물을 담아서 건조 후 건중량 측정에 사용한다.

③ 추출액을 원심분리한 후 상층의 추출액을 받아내며, 동일과정을 3회 반복한다.

④ 회전진공농축기로 아세토니트닐을 추출액을 10 mL까지 농축한다.

⑤ 생물의 지방제거를 위해 디클로로메탄으로 세척 한 증류수 600 mL (zinc acetate 3g 및

elite 3g 첨가)를 준비한다.

⑥ 500 mL 분액 깔대기에 농축 된 추출액과, 준비된 ⑤의 200 mL 용액 및 디클로로메탄

50 mL를 넣고 shaker에 10분간 혼합하여, 10분간 방치 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통과

시켜 추출분액을 받는다. 동일과정을 3회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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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디클로로메탄 추출액은 진공농축기에서 5 mL가지 농축한 후, 메탄올 10 mL 넣어

추출용매를 치환한다.

⑧ 용매치환 된 추출액을 약 1 mL가지 농축 후, 유리시험관에 옮겨 담아 고순도 질소로

정밀 농축한다.

⑨ 내부표준물질 (Atrazine 13C3, 100 mgmL
-1)을 100 ㎕ 주입하고, 메탄올로 최종부피

1 mL로 만든다..

⑦ 디클로로메탄 추출액은 진공농축기에서 5 mL가지 농축한 후, 메탄올 10 mL 넣어 추출용매를

치환한다.

⑧ 용매치환 된 추출액을 약 1 mL가지 농축 후, 유리시험관에 옮겨 담아 고순도 질소로

정밀농축한다.

⑨ 내부표준물질 (Atrazine 13C3, 100 mgmL
-1)을 100 ㎕ 주입하고, 메탄올로 최종부피 1 mL로

만든다.

해수 채집 퇴적물 채집

생물 채집

<그림 I-2>. 해수·퇴적물·생물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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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 시료

LLE
(liquid-liquid 
extraction)

농축/용매치환
(Methanol)

내부표준물질 첨가 (Atrazine-13C3 )

LC-MS/MS 분석
(ESI, MRM mode)

사용용매: Dichloromethane

추출 3회 반복

수분제거: Sodium Sulfate

1단계 농축: Rotary Evaporator

정밀농축: 고순도 질소농축기

퇴적물시료

Mechanic Extraction
(교반 후 원심분리)

농축/
초 순수 증류수 첨가

사용용매: Acetonitrile

추출 3회 반복

수분제거: Sodium Sulfate

DCM 3회 추출

생물시료

Mechanical Extraction
(교반 후 원심분리)

추출 3회 반복

농축/
초 순수 증류수 첨가

DCM 3회 추출
(with zinc acetate, celite)

<그림 I-3>. 해양 환경시료 중 신방오제 주요화합물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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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 분석조건 설정

가. 단계별 조건설정

① 본 연구에서는 기기분석용 장비로 Agilent 1200 series HPLC system/API 3200 triple

quadruple mass spectrometer(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였다. 개별 실험실의

가용한 분석장비에 따라 기기분석조건은 새로 설정해야 한다.

② 기기분석조건 최적화는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분석대상물질들의 이온화 방식과 극성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 화합물별(compound specific) MS/MS 조건의 최적화를 진행한다.

세 번째로 이온화 조건을 최적화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컬럼, 이동상, 버퍼 등의 LC 조건을

최적화한다.

② 분석조건 최적화 이전에 먼저 MS/MS 질량 분석기의 이온강도(intensities) 및 피크형태

(shape)를 검증하기 위해 MS/MS 튜닝을 실시한다. 기기 분석기에 적합한 질량분석 표준

물질인 PPG(Polypropylene Glycol) Kit (Mass Spectrometer Standard Kit; PE-Sciex)을

사용하여 이온강도와 피크형태가 가이드라인의 범주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여 기기분석기의

상태를 체크한다. PPG-Kit 표준물질을 이용한 MS/MS의 튜닝은 규칙적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며, 장비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실시한다.

나. 이온화 방식 및 극성모드 확인

① 본 연구의 분석대상화합물의 경우 ESI positive 이온화 방식에서 가장 높은 이온강도를

나타냈다. 대상화합물을 추가할 경우 ESI(+/-)와 APCI(+/-) 방식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후

기기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② 분석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추가 대상화합물에 대해서는 ESI positive/negative와 APCI

positive/negative에서 테스트하여 최적의 이온화 조건을 확인한다.

③ ESI 방식에서는 MS에 직접 주입방식(infusion)을 통해, 100 ng mL-1의 농도의 표준물질을

10 u/min 유속으로 주입한다.

④ APCI 방식의 경우 ESI에 비해 빠른 유속이 필요하므로 혼합용 T관으로 700 ul/min의 유량을

추가로 제공하고, 대상물질의 농도도 ESI에 비해 높은 1 ㎍ mL-1을 사용한다.

⑤ 시료가 MS에 주입된 후 DP(declustering potential)를 조절하면서 MS의 첫 번째 사극자관

(Q1)을 스캔한다. Q1의 스캔 범위는 m/z 50에서 [M+100]까지로 설정한다.

⑥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각의 이온화 방식과 극성모드에서 최고로 높은 이온강도를 보이는

precursor 이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최적의 이온화 방식과 극성모드를 확인

할 수 있다.

다. 화합물별 MS/MS 조건 설정

① 본 연구에서 최적화한 분석대상 화합물별 MS/MS 조건을 제시했다(표 I-1). 가용한 분석기

기별로 MS/MS의 조건이 다르므로, 여기서 제시된 MS/MS 조건들은 참고치로 활용할 수

있다. 기기별로 방법은 다르지만 수동 방식과 자동 방식이 있다. 우선 자동 방식으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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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후 예상 감도가 나오지 않을 때, 수동으로 해당 조건을 설정한다. 일반적인 수동

최적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② 먼저 첫번째 사중극자(Q1)을 이용하여 분석대상물질의 분자량 및 이온화도를 확인하고,

DP(declustering potential)을 설정한다.

③ 이후 Q2에서는 precursor ion을 불활성 기체를 이용하여 조각 이온화시키게 되며, 이를 위해

EP(entrance potential), CE(collision energy), CXP(collision cell exit potential)을 설정한다.

④ 최종적으로 세 번째 사중극자, 즉 Q3에서는 product ion을 확인한 후 특정 product ion에

최적화된 조건을 설정한다.

Target Compounds Q1 Q3 DP EP CE CXP

M1 214 158 41 10.5 25 6

Diuron 233 72 51 7.5 41 4

Irgarol-1051 255 199 41 8 27 6

Sea-nine 211 282 169 51 4 23 6

Copper pyrithione 315 251 96 8.5 21 8

Zinc pyrithione 317 78 46 6.5 77 6

Dichlofluanid 333 123 36 12 35 6

Atrazine-13C3 (I.S) 219 177 46 10.5 27 8

<표 I-1>. 신방오화합물 분석대상 화합물별 MS/MS 분석조건

라. 이온화 방식에 따른 분석조건 설정

① 화합물별 MS/MS 조건을 확인한 후, LC와 연결하여 컬럼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화합물들의 ESI positive 이온화 조건을 설정한다.

② 개별 대상화합물(10 ㎍ L-1 농도)별로 10 uL를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collision gas, curtain

gas, ion source gas, ion spray voltage, temperature 등을 확인한다.

③ 대상화합물들에 따라서는 다른 화합물에서 설정한 조건이 최적의 조건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다수의 화합물들에서 감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한다.

④ 아래의 제시된 값들은 본 연구에서 최적화된 분석조건들이다(표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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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Setting value

Collision gas(psig) 11

Curtain gas(psig) 20

Ion source gas 1 Nebulizer gas(psig) 50

Ion source gas 1 Turbo gas(psig) 60

Ion spray voltage(V) 5500

Temperature(℃) 500

Prove X-axis position(mm)

Prove Y-axis position(mm)

Entrance potential(V)

5

2

10

<표 I-2>. 신방오화합물의 이온화 방식에 따른 분석조건(ESI Positive)

마. HPLC 조건 설정

① MS 파트의 최적화 다음단계는 LC 연결 후, LC 조건의 설정 단계이다. 화합물의 피크

형태, 분리도, 민감도 등은 이동상, 컬럼의 종류, 유속 등 다양한 LC 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최적화된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건들을 제시한다.

② 분석 컬럼으로는 Phenomenex사의 Aqua C18 5.0u (length × ID: 50 × 2.0mm)을, 그리고

컬럼오븐의 온도는 30 ℃으로 설정한다.

③ LC의 이동상으로는 물(0.1% formic acid and 2 mM ammonium acetate)과 메탄올(0.1%

formic acid and 2 mM ammonium acetate) 그리고 유속은 500 μL min-1으로 설정한다.

④ 이동상의 gradient는 물 70%에서 최종적으로 5%까지 변화시켰으며, 총 분석시간은 8분

그리고 equilibrium 시간도 8분으로 설정한다. 시료는 수동이나 자동주입기를 이용하여

10 μL를 주입한다(표 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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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time

(min)

Flow rate

(ul/min)

A(%)

Water with 0.1%

formic aicd, 2 mM

ammonium acetate

B(%)

Methanol with 0.1%

formic acid, 2 mM

ammonium acetate

3.0 500 70 30

1.0 500 5 95

8.0 500 5 95

8.0 500 70 30

<표 I-3>. 신방오화합물 분석을 위한 HPLC 분석조건

5. 분석 정도관리

정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정들은 주기적인 검량선 작성, 공시료 분석, 반복시료 분석, Spike

test, CRM(certified reference material) 분석 등이 있다. 아직까지 신방오제 화합물을 대상으로

하는 CRM은 없다.

가. 정량을 위한 검량선 작성

① LC-MS/MS에서 분석대상물질 7종 Diuron, Irgarol-1051, Sea-nine 211, M1, Dichlofluanid,

그리고 Zinc 및 Copper Pyrithiones의 감도는 상이하다. 특히 Pyrithione 계열 화합물의

감도가 떨어지며, 이를 고려한 단계별 검량구간을 설정한다.

② 내부표준물질로 첨가한 Atrazine-13C3을 이용하여 내부표준법 방식으로 response factor를

계산한다.

③ 5단계로 검량 구간을 주로 설정하며 필요시에는 7단계까지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종

농도를 고려할 때 주로 사용되는 농도 범위 및 구간은 5, 10, 20, 50, 100 ng mL-1

(Pyrithiones 계열의 경우 10배 높은 50 - 1,000 ppb)이다.

나. 공시료 분석

①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물과 메탄올을 먼저 시료 분석절차와 동일하게 분석한다.

② MRM 분석조건에서 검출한계 이상의 피크 발견 시, 물, 메탄올, 버퍼의 순으로 오염원을

확인한다.

③ 오염이 확인되는 이동상을 비극성 용매(디클로메탄)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재분석을

실시한다.

④ 순차적인 오염원 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도 오염이 지속될 경우에는 컬럼과 수동/자동

주입구를 세척하거나 교체한다.

다. 반복시료 분석

① 주기적으로 동일시료를 반복 분석한다.

② 해수의 경우 현장에서 동일 정점에서 반복시료를 채취하고, 퇴적물 시료의 경우 동일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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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분석한다.

③ 반복 분석된 시료에서 분석대상화합물 농도의 상대표준편차(RSD)가 20% 이상일 경우 해당

시료 batch에 대해 분석 전과정을 체크한다.

라. Spike test

① 실험 batch별로 분석대상 화합물을 spike하여 회수율을 확인한다. 회수율이 60 ~ 110%를

벗어나면 해당 실험 batch를 재분석하거나, 실험 전과정을 체크한다.

② 해수의 경우 Spike 용액 (Diuron, Irgarol-1051, Sea-nine 211, Dichlofluani 1 ㎍ mL-1,

CuPT, ZnPT 5 ㎍ mL-1)을 100 μL 첨가한 후, 시료와 동일하게 분석한다.

③ 퇴적물의 경우 Spike 용액 (Diuron, Irgarol-1051, Sea-nine 211, Dichlofluani 1 ㎍ mL-1,

CuPT, ZnPT 5 ㎍ mL-1)을 500 μL 첨가한 후, 시료와 동일하게 분석한다.



- 11 -

Ⅱ. 부틸주석화합물 분석방법

표층해수중의 부틸주석화합물 분석은 액-액추출(liquid-liquid extraction)방법과 표층퇴적물

및 생물중의 추출은 교반 후 원심분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유기주석화합물의 정량 및 정성

분석과정은 5단계로 이루어진다. 시료의 산처리(acid digestion), 2) 용매추출(solvent

extraction), 3) 유도체화(derivatization), 4)정제(clean-up), 5) 기기분석(Gas Chromatograph

Flame Photometric Detector-GC

FPD)으로 진행하였다(그림 II-1)

Extraction with CH2Cl2 with  0.1% tropolone

Derivatization with propylmagnesium bromide

Clean-up through florisil liquid chromatography

Concentration with nitrogen

GC-FPD
GC internal std

Water Sediment Biota

Homogenization

Digestion with 50%(v/v) HCl
Surrogate std

Filtration pH < 2  for water

LLE with CH2Cl2 with 0.01% tropolone

Concentration and solvent exchange with hexane

<그림 II-1>. 환경시료 내 부틸주석화합물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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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준비

실험에 사용되는 초자기구, 유기용매, 표준물질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 및 준비하여

사용한다.

가. 초자기구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초자기구는 세제로 깨끗이 세척하고 증류수로 잘 헹군 후 건조기에서

건조시킨다. 건조 된 초자기구는 알루미늄 호일로 입구를 밀봉한 후에 450℃에서 5시간 이상

태워서 사용한다. 실험 전 초자기구는 고순도 디클로로메탄으로 세척한 후 사용한다.

① 유리섬유 여과지(Whatman GF/ F, 직경 45㎛)는 450℃ 고온 오븐(muffle furnace)에

5시간 이상 태운다.

나. 유기용매

① 표준물질의 준비, 시료추출 및 초자기구등 실험에 사용된 모든 용매(디클로로메탄 및

헥산)는 미국 Baxter사의 잔류농약 분석용 및 GC분석용 용매를 사용하며 사용하기 전에

약 300배 정도 농축을 하여 크로마토그래프로 순도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Millipore 18 Ω 3차 증류수1L에 디클로로메탄 50mL을 첨가하여 세척한다.

③ 염산 및 황산은 각각 50%(v/v), 0.4N 농도로 만든다.

다. 기타시약

① 무수황산나트륨 및 프로리실(Supelco): 고온 오븐 450℃에서 5시간 동안 활성화 시킨 후

120℃에서 보관하며 상온으로 식혀서 사용한다.

② Tropolone; Waco, 유도체 반응 시약의 프로필마그네슘 브로마이드(Propylm-

agnesium Bromide, 27% in Tetrahydrofuran, ca. 2M, Tokyo Kaseikogyo Co., Japan)는

시약보관함에 보관한다.

마. 표준용액물질

Monobutyltin(MBT, 95%), Dibutyltin(DBT, 96%), Tributyltin(TBT, 93%), Tripentyltn

chloride(TPenT, 95%) 및 Tetrabutyltin(4BT, 93%)의 표준용액물질은 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① 내부표준용액: Tripentyltn chloride는 노말헥산에 녹여 2 ㎍ mL-1 농도로 만들어 부틸주석

화합물의 회수율 검정을 위한 내부 표준물질로 사용한다.

② 표준용액: MBT, DBT, TBT 표준물질은 노말헥산에 녹여 2 ㎍ mL-1 농도의 혼합액을

만들어 부틸주석화합물의 검정에 사용한다.

③ Tetrabutyltin은 노말헥산에 녹여 2 ㎍ mL-1 농도로 만들어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내부표준물질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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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표준시료(Standard reference materials)

① European Commission에서 제조한 표준물질(CRM 477)에는 MBT, DBT 및 TBT

(as cation)에 대한 기준 값이 모두 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② 캐나다 NRC-CNRC의 퇴적물 표준물질(PACS-1)에는 MBT, DBT 및 TBT (as Sn)에

대한 기준 값이 모두 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2. 환경시료 전처리

가. 해수 전처리

① 3L의 해수시료채취 즉시 염산 8mL 넣는다. 시료는 유리섬유여과지에 필터한다.

② 유리 분액깔대기에 해수시료 1.5L넣고 TPenT 내부표준용액 10 μL 첨가한 후 디클로로메탄

(tropolone0.01% 첨가) 60mL넣어 shaker에 10분간 진탕한다.

③ 10분간 방치 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통과시켜 추출분액을 받아낸다(②,③ 과정을 2회 반복).

④ 추출액은 진공농축기로 5mL까지 농축 후 농축액은 15 mL 유리시험관에 옮겨 고순도 질소

농축기로 약 250 μL까지 농축한 후 노말헥산(2mL)에 용매치환한다.

⑤ 프로필마그네슘 브로마이드 250μL 넣어 30분간 유도 반응시킨다.

⑥ 4mL의 황산을 넣어 중화시킨 후 와류혼합기에 섞어준 후 10분간 원심분리한다.

⑦ 원심분리된 상층액을 프로리실이 채워진 컬럼에 노말헥산(2mL)으로 2회 반복 정제한다.

⑧ 정제된 추출액은 고순도 질소농축기에 수 µL 정도로 농축한 후 노말헥산과 기체크로마토

그래프 내부 표준용액을 첨가한다.

나. 퇴적물 전처리

① 동결건조기에 건조된 퇴적물은 패각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막자사발에 분쇄하여 체질

(Sieve: 200 ㎛ mesh)하였다

② 분쇄된 퇴적물 5.0±SD0.1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담아 TPenT 내부표준용액 200μL

첨가한 후 염산 10mL 넣어 와류혼합기에 섞어 준다.

③ 디클로로메탄(tropolone 0.1% 첨가) 20mL넣어 shaker에 3시간 진탕한다.

④ 원심분리기에 10분간 분리한 후 피펫으로 2mL를 뽑아서 유리시험관에 옮겨 담아 고순도

질소농축기로 약 250 μL까지 농축한 후 노말헥산(2mL)에 용매치환한다.

⑤ 프로필마그네슘 브로마이드 250 μL 넣어 30분간 유도 반응시킨다.

⑥ 4mL의 황산을 넣어 중화시킨 후 와류혼합기에 섞어준 후 10분간 원심분리한다.

⑦ 분리된 상층액을 프로리실이 채워진 컬럼에 노말헥산(2mL)으로 3회 반복 정제한다.

⑧ 정제된 추출액은 고순도 질소농축기에 수 µL 정도로 농축한 후 노말헥산과 기체크로마토

그래프 내부 표준용액을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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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물 전처리

① 패류 생물은 이물질 및 패각을 제거한 후 Teikmar tissuemizer로 균질화한다.

② 무게접시에 균질 시료를 3.0±SD0.1g을 담아서 50℃ 오븐에서 건조한 후 건중량 측정에

사용한다.

③ 균질화 된 생물 5.0±SD0.1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담아 TPenT 내부표준용액 200 μL

첨가한 후 염산 10 mL 넣어 와류혼합기에 섞어준다.

④ 이후 분석과정은 퇴적물 분석 순서(㉢~㉥)와 같다.

⑤ 원심분리된 상층액을 프로리실이 채워진 컬럼에 노말헥산(2mL)으로 2회반복 정제한다.

⑥ 정제된 추출액은 고순도 질소농축기에 수 µL 정도로 농축한 후 노말헥산과 기체크로마토

그래프 내부 표준용액을 첨가한다.

<그림 II-2>. 환경시료중의 추출 및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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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기분석

① 모세관 컬럼(DB-5, 30 m length × 0.25 ㎜)과 600nm~2,000nm의 범위를 가진 주석분석용

필터(Dietrich Optical)가 장착된 FPD를 사용한다.

② GC 시료 주입 30분전 온도, 이송가스 및 크로마토그램의 바탕선이 안정한지 확인한다.

③ 시료 2 μL를 분할(splitless) 없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프의 주입기를 주입한다.

④ GC-FPD의 자세한 분석조건은 표 II-1에 제시했다.

Instrument Hewlett Packard 5890 Series Ⅱ Gas Chromatography

Detector

Capillary column

 

Injection   technique

Gases rate

Injection   technique

Gases rate

 

 Oven program 

 

 

 

 

Flame photometric detector equipped with a tin mode

filter for 610 ㎚

DB-5, 30 m length ⅹ 0.25 ㎜

inner diameter ⅹ 0.25 ㎛ film thickness

Splitless(splitter   closing time: 1 min)

Volume 2 ㎕

Helium(carrier   gas & make up gas) 35 ㎖/min

Hydrogen 170 ㎖/min

Air 100 ㎖/min

Column head   pressure 28 psi

Injector 250 ℃, Detector 225 ℃

Initial temperature 50 ℃(held for 2 min)

then 10 ℃/min to 150 ℃(held   for 2 min)

then 10 ℃/min, final temperature 280 ℃

(held for 3 min)

<표 II-1>. 부틸주석화합물 분석을 위한 GC-FPD 분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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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도관리

시료분석의 매 배치(시료 20개 이내)마다 검량선 표준용액, 내부표준물질 회수율, 공시료

(blank), 시료반복(duplicate), 분석검출한계(MDL), 표준용액 첨가(spike)회수율 및 공인된 표준

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s)을 동시 진행하여 분석과정의 오염 확인, 정확도 및 유기주

석화합물의 정량을 확인한다.

가. 표준용액 검량선

① 내부표준물질(surrogate standard)과 MBT, DBT 및 TBT 표준용액은 5개의 검량구간

설정하여 내부표준 방식으로 면적과 농도비의 반응 값(RF: response factor)을 계산한다.

나. 공시료 분석

① 공시료의 크로마토그래프의 바탕선 방해피크가 없음을 확인한다.

다. 시료에 첨가한 회수율

① 시료에 내부표준용액(surrogate standard)을 첨가한 평균회수율은 80-110% 범위로 분석의

정확성 검정과 시료분석에 보정한다.

라. 반복 시료 분석

① 시료를 반복 분석하고 기기의 재현성을 확인한다.

②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로 기기 안정성이나 분석조건은 타당하였다.

마. 분석검출한계(Method detection limit: MDL)

① 동일한 7개의 시료에 표준용액을 첨가하여 분석한 농도에 대한 표준편차와 자유도 및 99%

신뢰수준의 계수 t값(3.14)을 곱한다.

② 부틸주석화합물 MDL결과는 해수; 0.3ppt이하, 퇴적물; 3.3ppb이하, 생물; 2.4ppb이하의 농도로

낮은 값을 얻는다.

바. 표준물질(Standard reference materials)

① 공인된 생물 표준시료를 사용하여 분석방법에 대한 정확성을 검정한다.

② CRM-477의 실험값(1.45-2.01 ng Sn g-1)은 공인 값(1.50-2.20 ng Sn g-1)에 근접하며

상대표준편차는 0.28% 이하로 분석의 정확도를 확인한다.

③ PACS-1의 실험값(0.98-1.34 ng Sn g-1)은 공인 값(0.28-1.27 ng Sn g-1)에 근접하며

상대표준편차는 0.22% 이하로 분석의 정확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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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 환경시료중의 진공농축 및 질소농축, 기기분석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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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오제별 독성 정보

1. Chlorothalonil

분류 학명 구분 시간 ㎍ L-1 참고문헌

Plants

Anabaena flos-aquae NOEC 120h 20 Montforts, 2001

Lemna gibba NOEC 72d 290 Montforts, 2001

Navicula pelliculosa NOEC 120h 3.5 Montforts, 2001

N itzschia pungens EC50 96h 402.579 This study

N itzschia pungens NOEC 96h 29.804 This study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30h 424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72h 6.8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LOEC 30h 30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LOEC 72h 1 A.R. Fern´andez-Alba et al., 2002

Pseudokirchneriell subsp. NOEC 96h 50 Montforts, 1999

Scenedesmus subspicatus NOEC 96h 60 Montforts, 1999

Crustacea

Artemia salina LC50 48h 1351 This study

Astacopsis gouldi LC50 96h 12 Davies et al., 1994

Crassostrea virginica EC50 96h 5 Montforts, 1999

Crassostrea virginica EC50 96h 26 Mayer, 1987

Chironomus riparius NOEC 28d 125 Montforts, 1999

Daphnia magna EC50 48h 24 Van der Pol and Van der Linde, 1999

Daphnia magna EC50 48h 54 Montforts, 1999

Daphnia magna EC50 48h 117 Montforts, 1999

Daphnia magna EC50 48h 115 Montforts, 1999

Daphnia magna EC50 48h 28 A.R. Fern´andez-Alba et al., 2002

Daphnia magna LC50 48h 1800 Annemarie et al., 2004

Daphnia magna LC50 48h 370 Annemarie et al., 2004

Daphnia magna EC50 24h 7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Daphnia magna LC50 24h 195 Montforts, 1999

Daphnia magna NOEC 21d 3.8 Van der Pol and Van der Linde, 1999

Daphnia magna NOEC 21d 35 Montforts, 1999

Daphnia magna NOEC 21d 0.6 Montforts, 1999

Daphnia magna NOEC 21d 19 Montforts, 1999

Daphnia magna NOEC 21d 35 Montforts, 1999

Daphnia magna LOEC 24h 16 A.R. Fern´andez-Alba et al., 2002

Daphnia magna LOEC 48h 14 A.R. Fern´andez-Alba et al., 2002

Parataya australiensis LC50 96h 16 Davies et al., 1994

Penaeus duorarum LC50 96h 162 Montforts, 1999

Penaeus duorarum EC50 48h 320 May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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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pper pyrithione

분류 학명 구분 시간 ㎍ L-1 참고문헌

Plantae

Amphora coffeaeformis EC50 72h 50 Turley p et al., 2005

N itzschia pungens EC50 96h 4.498 This study

N itzschia pungens NOEC 96h 0.333 This study

Skeletonema costatum EC50 72h 1.5 Mochida et al., 2006

Skeletonema costatum EC50 72h 2.84 Yamada and Kakuno., 2003

Skeletonema costatum EC50 72h 1.4
http://www.envitop.co.kr/05chumda

n/08/sp2.htm

Skeletonema costatum NOEC 72h 0.63
http://www.envitop.co.kr/05chumda

n/08/sp2.htm

Crustacean

Artemiasalina LC50 48h 205 This study

Artemiasalina LC50 48h 290
http://www.envitop.co.kr/05chumda

n/08/sp2.htm

Heptacarpus futilirostris LC50 96h 2.5 Mochida et al., 2004

Tigriopus japonicus EC50 24h 23 Mochida et al., 2006

Tigriopus japonicus EC50 24h 31 Yamada and Kakuno, 2003

Pisces

Balanus amphitrite EC50 24h 10 K. Sepčić et al., 2006

Mytilus galloprovincialis LC50 24h 12 K. Sepčić et al., 2006

Oncorhynchus mykiss LC50 7d 7.6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14d 3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21d 1.7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28d 1.3 Okamura et al., 2002

Pagrus major EC50 96h 9.3 T Onduka et al., 2008

Tigriopus japonicus LC50 96h 32.8 Vivien WW Bao,2008

Skeletonema costatum EC50 72h 1.5 T Onduka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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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chlofluanid

분류 학명 구분 시간 ㎍ L-1 참고문헌

Plants

N itzschia pungens EC50 96h 343.198 This study

N itzschia pungens NOEC 96h 25.405 This study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30h 64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LOEC 30h 29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LOEC 72h 5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72h 133 A.R. Fern´andez-Alba et al., 2002

Crustacea

Artemiasalina LC50 48h 154944 This study

Chlorella pyrenoidosa EC50 96h 1000 Fernandez-Alba AR et al., 2002

Daphnia magna EC50 24h 13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Daphnia magna LOEC 24h 8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Daphnia magna EC50 48h 105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Daphnia magna LOEC 48h 62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Daphnia magna LC50 48h 1800 Heimbach, 1983

Daphnia magna LC50 48h 370 Frazier et al., 1986

Daphnia magna EC50 48h 420 C. Hamwijk et al., 2005

Daphnia magna NOEC 24d 40 Jansma and Linders, 1992

Eiseniafoetida LC50 336h 890000 IUPAC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72h 130 Jianyi MA 2003

Scenedesmus

subspicatus
EC50 72h 10800 EU 2006

Scenedesmussubspica

tus
EC50 72h 1000 IUPAC

Bacteria Vibrio fischeri EC50 15min 80 Jianyi MA 2002

Pisces

Lepomis macrochirus LC50 96h 250 Annemarie et al., 2004

Leuciscus idus

melanotus
LC50 96h 120 Annemarie et al., 2004

Oncorhynchus mykiss EC50 96h 10 C. Hamwijk et al., 2005

Oncorchyncus mykiss LC50 96h 50 Annemarie et al., 2004

Oncorchyncus mykiss LC50 96h 11 Annemarie et al., 2004

Oncorchyncus mykiss LC50 21d 16 Annemarie et al., 2004

Oncorhynchus mykiss LC50 21d 16 Grau,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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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uron

분류 학명 구분 시간 ㎍ L-1 참고문헌

Plants

Ceriodaphnia

dubia
EC50 48h 1700000

Laboratory-Derived Acute Toxicity of Selected

Pesticides to Ceriodaphnia dubia

Ceramium

tenuicorne
EC50 300h 3.4 Jenny Karlsson et al., 2006

Dunaliella

tertiolecta
EC50 4.5h 5.9 Georgia Gatidou et al., 2007

Emiliania huxleyi EC50 72h 2.2 Rosângela et al., 2005

Emiliania huxleyi NOEC 72h 0.5 Rosângela et al., 2005

Hyalella azteca LOEC 10d 15700000

Chronic Effects of the Herbicide Diuron on

Freshwater Cladocerans, Amphipods, Midges,

Minnows, Worms, and Snails

Hyalella azteca NOEC 10d 7900000

Chronic Effects of the Herbicide Diuron on

Freshwater Cladocerans, Amphipods, Midges,

Minnows, Worms, and Snails

Hormasira banksii EC50 48h 6290 Jackie H. Myers et al., 2006

Hormasira banksii EC50 48h 6750 Jackie H. Myers et al. 2006

Hormasira banksii EC50 72h 6820 Jackie H. Myers et al., 2006

Hormasira banksii EC50 72h 7330 Jackie H. Myers et al., 2006

Navicula forcipata EC50 4.5h 27 Georgia Gatidou et al., 2007

N itzschia pungens EC50 96h 711 This study

N itzschia pungens NOEC 96h 0.526 This study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72h 45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LOEC 30h 230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LOEC 72h 15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keletonema

costatum
EC50 72h 11 http://www.envitop.co.kr/05chumdan/08/sp2.htm

Skeletonema

costatum
NOEC 72h 5 http://www.envitop.co.kr/05chumdan/08/sp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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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stacea

Artemiasalina LC50 48h 13767 This study

Ceriodaphnia dubia EC50 48h 1700
Laboratory-Derived Acute Toxicity of Selected

Pesticides to Ceriodaphnia dubia

Daphnia magna EC50 48h 86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Daphnia magna LOEC 48h 35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Folsomia candida LC50 28d 703000 S. Ca,piche et al., 2006

Folsomia candida EC50 28d 19700 S. Ca,piche et al., 2006

Hyalella azteca LOEC 10d 15700

Chronic Effects of the Herbicide Diuron on

Freshwater Cladocerans, Amphipods, Midges,

Minnows, Worms, and Snails

Hyalella azteca NOEC 10d 7900

Chronic Effects of the Herbicide Diuron on

Freshwater Cladocerans, Amphipods, Midges,

Minnows, Worms, and Snails

Nitocra Spinipes LC50 300h 4000 Jenny Karlsson et al., 2006

Pisces

Cyprinus carpio EC50 30m 49000 T. Zhang et al. 2005

Cyprinus carpio LC50 24-96h 28000 T. Zhang et al. 2005

Oncorhynchus

mykiss
LC50 7d 74000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14d 15000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21d 5900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28d 230 Okamura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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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rgarol

분류 학명 구분 시간 ㎍ L-1 참고문헌

Plants

Anabaena flos-aquae NOEC 120h 0.54 Jongbloed and Luttik, 1996

Closterium ehrenbergii EC50 5d 2.5 Okamura et al., 2000

Closterium ehrenbergii EC50 5d 3.6 Okamura et al., 2000

Dunaliella tertiolecta EC50 96h
1017000(

3.95nM)
Gatidou et al., 2003

Enteromorpha

intestinalis
NOEC 144h 0.022 Scarlett et al., 1997

Enteromorpha

intestinalis
EC50 72h 2.5 Scarlett et al., 1997

Emiliania huxleyi EC50 72h
255000(0

.99nM)
Devilla et al., 2005a

Lemna gibba NOEC 14d 0.4 Jongbloed and Luttik, 1996

Lemna gibba EC50 7d 11.5 Okamura et al., 2000

Lemna minor EC50 7d 8.1 Okamura et al., 2000

Navicula pelliculosa EC10 120h 0.017 Jongbloed and Luttik, 1996

Nitzschia pungens EC50 96h 1.093 This study

Nitzschia pungens NOEC 96h 0.08 This study

Periphiton community LOEC 21d 1 Dahl and Blanck, 1996

Porphyra yezoensis LC50 4d 5000 Okamura et al., 2000

Porphyra yezoensis EC50 4d 4.1 Okamura et al., 2000

Porphyra yezoensis EC50 4d 0.6 Okamura et al., 2000

Porphyra yezoensis NOEC 96h 0.3 Okamura et al., 2000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30h 155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72h 1.8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72h 1.6 Bard et al., 1994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72h 4.2 Jongbloed and Luttik, 1996

Selenastrum

capricornutum
LOEC 30h 76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LOEC 72h 0.3 A.R.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72h 10800 Fernandez-Alba et al., 2002

Selenastrum

capricornutum
LOEC 72h 5 Fernandez-Alba et al., 2002

Scenedesmus

subspicatus
NOEC 72h 0.23 Jongbloed and Luttik, 1996

Selenastrum

capricornutum
NOEC 120h 0.65 Jongbloed and Luttik, 1996

Synechococcussp. EC50 72h 163000 Devilla et al., 2005a

Skeletonema costatum NOEC 120h 0.1 Jongbloed and Luttik, 1996

Skeletonema costatum EC50 72h 0.85 http://www.envitop.co.kr/05chumdan/08/sp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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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

Thalassiosira pseudonana EC50 96h 0.41 Zhang et al., 2008

Thalassiosira pseudonana NOEC 96h 0.1 Zhang et al., 2008

Thamnocepharus

platyurus
LC50 214h 12000

Zostera marina LOEC 10d 10 Scarlett et al., 1997

Zostera marina EC50 240h 2.5 Scarlett et al., 1999

Crustacea

Artemiasalina LC50 48h 9734 This study

Artemiasalina LC50 48h 6000 http://www.envitop.co.kr/05chumdan/08/sp2.htm

Artemiasalina LC50 24h 40000 H. Okamura et al., 2000

Daphnia magna EC50 24h 49000 Jongbloed and Luttik, 1996

Daphnia magna EC50 24h 100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Daphnia magna EC50 48h 73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Daphnia magna EC50 24h 49000 Jongbloed and Luttik, 1996

Daphnia magna LOEC 24h 500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Daphnia magna LOEC 48h 2400 A.R. Fern´andez-Alba et al., 2002

Daphnia magna LC50 24h 16000 H. Okamura et al., 2000

Daphnia magna LC50 48h 8300 H. Okamura et al., 2000

Daphnia pulex LC50 24h 5700 Okamura et al.,2000

Eisenia bicyclis EC50 96h 5 Okamura et al., 2000

Eisenia bicyclis EC50 96h 3.2 Okamura et al.,2000

Eisenia bicyclis EC50 4d 5.9 Okamura et al., 2000

Eisenia bicyclis EC50 7d 2.2 Okamura et al., 2000

Eisenia bicyclis EC50 7d 2 Okamura et al., 2000

Eisenia bicyclis EC50 7d 2.1 Okamura et al., 2000

Emiliania huxleyi EC50 72h 0.25 Devilla r et al., 2005

Emiliania huxleyi LOEC 72h 0.1 Devilla r et al., 2005

Mysidopsis bahia LC50 96h 430 Jongbloed and Luttik, 1996

Mysidopsis bahia NOEC 28d 110 Jongbloed and Luttik, 1996

Thamnocepharus

platvurus
LC50 24h 12000 Okamura et al., 2000

Pisces
Brachydanio rerio LC50 96h 4000 Jongbloed and Luttik, 1996

Lepomis macrochirus LC50 96h 2900 Jongbloed and Luttik,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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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ces

Leuciscus idus LC50 48h 6200 Jongbloed and Luttik, 1996

Oncorhynchus mykiss LC50 96h 940 Jongbloed and Luttik, 1996

Oncorhynchus mykiss LC50 96h 860 Jongbloed and Luttik, 1996

Cyprinodon variegatus LC50 96h 3400 Jongbloed and Luttik, 1996

Menidia beryllina LC50 96h 1770 Jongbloed and Luttik, 1996

Oncorhynchus mykiss LOEC 98d 29 Jongbloed and Luttik, 1996

Oncorhynchus mykiss LC50 7d 25000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14d 7400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21d 2500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28d 880 Okamura et al., 2002

bacteria Vibrio fisheri EC50 30min 50000 H. Okamura et al.2000

6. Sea-nine 211

분류 학명 구분 시간 ㎍ L-1 참고문헌

Pisces

Oncorhynchus mykiss LC50 7d 14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7d 7000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14d 14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21d 14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28d 14 Okamura et al., 2002

Cyprinodon variegatus LC50 96h 20.5
U.S. EPA Office of Pesticide

Programs, 2000

Oncorhynchus

tshawytscha
EC50 24h 2600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tshawytscha
LC50 7d 74000 Okamura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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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Zineb

분류 학명 구분 시간 ㎍ L-1 참고문헌

Plantae

Anabaena EC50 96h 5277000 KIM, JEONG-DONG et al., 2006

Chlorella pyrenoidosa EC50 96h 527.2 Ma et al., 2002

Chlorella pyrenoidosa EC50 96h 52 Fernandez-Alba AR et al., 2002

Nostoc EC50 96h 511 KIM, JEONG-DONG et al., 2006

N itzschia pungens EC50 96h 290.454 This study

N itzschia pungens NOEC 96h 21.498 This study

Scenedesmus acutus EC50 96h 509.9 Fernandez-Alba AR et al., 2002

Scenedesmus obliqnus EC50 96h 509.9 Ma et al., 2002

Crustacea

Artemiasalina LC50 48h 50095 This study

Crassostrea virginica LC50 96h 1000 Fernandez-Alba AR et al., 2002

Daphnia magna LC50 48h 970 Fernandez-Alba AR et al., 2002

Daphnia magna LC50 504h 89 Fernandez-Alba AR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1440h 50000 Fernandez-Alba AR et al., 2002

Poecilia reticulata LC50 96h 7200 Fernandez-Alba AR et al., 2002

Rasbora heteromorpha LC50 24h 560000 Fernandez-Alba AR et al., 2002

Rasbora heteromorpha LC50 48h 400000 Fernandez-Alba AR et al., 2002

Rasbora heteromorpha LC50 96h 250000 Fernandez-Alba AR et al., 2002

Salmo gairdneri LC50 96h 29000 Fernandez-Alba A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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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Ziram

분류 학명 구분 시간 ㎍ L-1 참고문헌

Plantae

Nitzschia pungens EC50 96h 6.976 This study

Nitzschia pungens NOEC 96h 0.516 This study

Chlorella

pyrenoidosa
EC50 96h 1200 Van Leeuwen et al., 1985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96h 66 European Commision, concept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5d 67

Pesticide Ecotoxicity Database (Formerly:

Environmental Effects Database (EEDB))

Crustacea

Artemia salina LC50 48h 5339 This study

Culex fatigans LC50 24h 0.18 Strufe, 1968

Culex fatigans LC50 24h 0.55 Strufe, 1968

Culex fatigans LC50 24h 1.31 Strufe, 1968

Culex fatigans LC50 24h 8.1 Strufe, 1968

Daphnia magna EC50 48h 48 Van Leeuwen et al., 1985

Daphnia magna EC50 48h 48
Pesticide Ecotoxicity Database (Formerly:

Environmental Effects Database (EEDB))

Daphnia magna LC50 21d 11 Van Leeuwen et al., 1985

Daphnia magna NOEC 21d 3.3 Van Leeuwen et al., 1985

Dreissena

polymorpha
LC50 5d 1800 Hoestlandt, 1972

Fish

Carassius auratus LC50 48h 95 Nischiuchi, 1974

Carassius auratus LC50 96h 2300 Tibosch et al., 1993

Cyprinus carpio LC50 48h 75 Nischiuchi, 1974

Cyprinus carpio LC50 96h 2280
Pesticide Ecotoxicity Database (Formerly:

Environmental Effects Database (EEDB))

Misgurnus

anguillacaudatus
LC50 48h 150 Nischiuchi, 1974

Oncorhynchus

mykiss
LC50 96h 300 Tibosch et al., 1993

Oncorhynchus

mykiss
LC50 96h 1780 European Commision, concept

Oncorhynchus

mykiss
LC50 60d 2 Van Leeuwen et al., 1985

Oncorhynchus

mykiss
NOEC 60d 0.6 Van Leeuwen et al., 1985

Oryzias latipes LC50 48h 56 Nischiuchi, 1974

Oryzias latipes LC50 48h 56
Toxicity of Pesticides to Some Fresh Water

Organisms

Poecilia reticulata LC50 96h 750 Van Leeuwen et al., 1985

Bacteria Vibrio fisheri EC50 15min 150 Van Leeuwen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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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Zinc pyrithione

분류 학명 구분 시간 ㎍ L-1 참고문헌

Plantae

Amphora coffeaeformis EC50 96h 30 Turley p et al., 2005

Ceramium tenuicorne EC50 7d 4.85 Karlsson and Eklund, 2004

Emiliania huxleyi EC50 72h 0.54 Devilla r et al., 2005

Emiliania huxleyi NOEC 72h 0.2 Rosângela et al., 2005

Emiliania huxleyi LOEC 72h 0.4 Devilla r et al., 2005

N itzschia pungens EC50 96h 7.716 This study

N itzschia pungens NOEC 96h 0.571 This study

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 3d 15 Okamura et al., 2003

Skeletonema costatum EC50 72h 1.6 Mochida et al., 2006

Skeletonema costatum EC50 72h 2.4
http://www.envitop.co.kr/05chumda

n/08/sp2.htm

Skeletonema costatum NOEC 72h 1.3
http://www.envitop.co.kr/05chumda

n/08/sp2.htm

Crustacea

Artemia salina LC50 48h 3807 This study

Crassostrea virginica LC50 96h 1.6 Madsen et al., 1999

Daphnia magna LC50 48h 8.2 Boeriet al., 1994

Heptacarpus futilirostris LC50 96h 120 Mochida et al., 2004

Nitocra spinipes LC50 96h 260500 Karlsson and Eklund, 2004

Mysi-dopsis bahia LC50 96h 6.3 Madsen et al., 1999

Mysi-dopsis bahia LC50 96h 4.7 U.S. EPA, 2004

Mysi-dopsis bahia LC50 96h 6.3 Boeriet al., 1993

Tigriopus japonicus EC50 24h 280 Mochida et al., 2006

Pisces

Oncorhynchus mykiss LC50 7d 8.4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14d 5.6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21d 4.9 Okamura et al., 2002

Oncorhynchus mykiss LC50 28d 4.6 Okamura et al., 2002

P imephales promelas LC50 9h 2.6 Boeri, et al.,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