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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선박 표면에 도장하는데 주로 쓰이는 tributyltin (이하 TBT)는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3년부터 국내에서 금지되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해수와 퇴적물 그리고 생물 체내 유기주석화합물질 분포에 

대해 조사를 했고 금지된 이후에 해수와 퇴적물 내에서 

유기주석화합물질(butyltins, BTs)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특히 생물 

체내 유기주석화합물질 분포 연구들은 이매패류 및 복족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행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개체 독성 영향만을 다루는데 그쳤기 때문에 조간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에 대한 장기적인 유기주석화합물 분포 현황에 대한 연구와 군집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 환경 내 유기주석화합물질의 분포 현황 및 

생물 군집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척과 통영 연안에 서식 하고 있는 조간대 대형저서동물을 대상으로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이하 GC/MSD)를 사용하여 저서동물 내 

유기주석화합물질의 시공간적 분포 및 농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간대 

저서생물 군집 조사를 통해 계절 및 연간 군집 변화를 분석하였다.  

  



II 

 

갑각류에서 가장 높은 유기주석화합물질의 농도가 검출되었으며 이후 

복족류, 어류, 그리고 이매패류 순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 그리고 

조사지역 간 저서생물 내 검출된 유기주석화합물질을 비교했을 때 삼척보다 

통영 지역에서 채집한 저서생물에게서 높은 유기주석화합물질이 검출되었고 

이는 각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척과 통영 조간대 저서생물 내 유기주석화합물질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보았을 때 4년동안 유기주석화합물질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TBT의 농도가 2013년 대비 2016년에 61%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채집한 저서생물 내 

유기주석화합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 해외 TBT 관리 기준과 

이매패류 및 복족류 내 농도 결과를 비교하였고 전반적으로 농도의 추이가 

저서생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TBT 축적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적, 생물적 요인들 중 

생물적 요인 중 하나인 생물량이 TBT 축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생물에게서 생물량이 증가할수록 TBT 축적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으나 종 간 서식환경과 섭식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BT와 분해산물의 비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조사 기간동안에는 

TBT의 신유입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고 검출된 TBT는 과거에 유입된 

것으로 보였다. 유기주석화합물의 유입이 삼척과 통영 조간대 저서생물 

군집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정 된 저서생물군집자료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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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태지수를 이용하였고 종 수, 개체 수와 다양성 지수, 우점도 

지수와 같은 여러 생태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p < 0.05). 

조사기간동안 삼척과 통영 조간대 저서생물 내 검출된 유기주석화합물질은 

점차 감소했지만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농도 분포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내 연안 내 유기주석화합물질 분포에 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유기주석화합물, tributyltin, 저서생물군집, butyltin degradation index, 

해양오염 

학번: 2016-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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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유기주석화합물은 1960 년대 이후부터 살충제, PVC 보존제로 사용되었고 

1970 년대 해양 환경에서 처음 검출되었다(Choi et al., 2009a). 특히 

유기주석화합물 중 하나인 Tributyltin(이하 TBT)은 주로 어선, 선박 및 

구조물의 방오도료로서 사용되었다. TBT 는 어선 및 구조물 표면에서 해양과 

담수 환경으로 방출되어 해양 생물의 번식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Salazar and Salazar, 1991). TBT 에 노출된 굴에서는 

조직에 칼슘염이 침착해 굳어지는 석회화 현상이 나타나고(Waldock and Thain, 

1983) Reishia clavigera 와 같은 복족류에서는 암컷에게 수컷의 성기를 

발달시키는 임포섹스(imposex) 현상이 발생해 생식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보고된 바 있다(Bryan and Gibbs, 1991). 또한 TBT 는 체내 축적이 

일어나기 쉬워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해양 포유 동물까지 해양 생태계 내 

먹이사슬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U’Ren, 1983; Bushong et al., 1988). 

유기주석화합물의 생물 체내 분포는 비생물적, 생물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비생물적 요인으로 지형적 특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유기주석화합물은 특히 항구 지역과 조선소 근처의 연안 지역에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두드러지게 높은 농도가 검출되었다. 또한 반폐쇄성 

연안에서는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높은 농도의 유기주석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고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울산, 마산, 고현 

지역이 있다(Choi et al., 2009b). 유기주석화합물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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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생물의 크기와 연령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도 생물적인 요인과 

유기주석화합물 축적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했다(Choi et al., 2011, 

2013a). 그리고 생물 군의 대사 능력 또한 유기주석화합물이 축적될 수 있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Lee, 1996; Jadhav et al., 2011).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는 

유기주석화합물의 축적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확인했고 2003 년도부터 

방오도료 첨가제로의 유기주석화합물 사용을 금지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2000 년 3 월 소형 선박(< 25m)에 대해 TBT 가 

첨가된 방오도료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후 2003 년 11 월부터는 모든 

선박들을 대상으로 TBT 의 모든 사용을 금지했으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TBT 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기주석화합물 분포에 대한 연구는 진해만(Hong et al., 2001; Shim et 

al., 2002; Shim et al., 2003; Shim et al., 2010; Kim et al., 2011; Shim et al., 2014), 

부산만(Lee et al., 2008; Choi et al., 2009; Choi et al., 2010, ; Choi et al., 2013; Choi et 

al., 2014), 광양만(Kim et al., 2001; Choi et al., 2002; Lee et al., 2008; Choi et al., 2010) 

등 연안 이용이 활발한 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행된 연구들이 많았다. 그리고 유기주석화합물 분포에 관한 선행 

연구들 중에서 특히 퇴적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았으나 주로 이매패류, 복족류가 연구 대상이었으며 

대체로 단일 종 내 유기주석화합물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으로 그쳤다. 또한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생물 개체에 영향을 끼치는 유기주석화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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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에 대해 다루었지만 해양생물 저서군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Shim et al., 2000; Neira et al., 2011, Choi et al., 2013). 다년간의 

다양한 해양저서생물 내 시공간적 유기주석화합물의 분포 경향 및 군집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규제 이후 유기주석화합물의 거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할 수 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ⅰ) 삼척과 통영 조간대 저서생물 내 유기주석화합물의 분포 

비교, ⅱ) 생물 내 유기주석화합물의 위해성 평가, ⅲ) 다양한 조간대 

저서생물들의 유기주석화합물 축적 특성 비교, ⅳ) Butyltins degradation 

index 를 활용한 유기주석화합물의 신유입 평가, ⅴ) 유기주석화합물의 

시간적 분포 변화에 따른 생물 군집 영향 평가, ⅵ) 동아시아 연안 내 

유기주석화합물 분포 비교를 수행하였다(Fig. 1). 이를 통해 첫 번째로 

삼척과 통영 조간대 저서생물 내 유기주석화합물의 시공간에 따른 거동 

차이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 유기주석화합물의 저서생물 내 

유기주석화합물의 개체-군집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기주석화합물이 첨가된 방오도료의 사용이 금지된 이후 다양한 조간대 

저서생물들 내 시공간적 유기주석화합물의 분포 현황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개체 수준부터 군집까지 생태적 영향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해양생태계 

건강성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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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복족류(Reishia clavigera, Patellogastropoda sp., 등), 

이매패류(Mytilus galloprovincialis, Crassostrea gigas), 갑각류(Hemigrapsus 

sanguineus, Gaetice depressus, 등), 어류(Gobiidae sp.), 해초류(Pyuridae sp.) 등의 

다양한 조간대 생물에서 시공간적 유기주석화합물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저서생물 군집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3 년부터 2016 년까지 총 12 회 조사를 진행하였고 복족류, 이매패류, 

갑각류 어류 중심으로 채집하였다. 복족류 8 종, 이매패류 2 종, 갑각류 3 종, 

어류 1 종 이상을 채집하여 조간대 저서생물 체내 전반적인 유기주석화합물 

분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Table 1). 다만 퇴적물 내 유기주석화합물 조사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2.1 연구지역 

우리나라 삼척(동해안)과 통영(남해안), 두 연안에서 다양한 조간대 

생물을 채집하였다(Fig. 2). 채집은 삼척 연안지역(S1, S2, S3)과 통영 

연안지역(T1, T2, T3), 총 6 개의 지역에서 2013 년 11 월부터 2016 년 2 월까지 

진행하였다. 

삼척은 지형적 특성상 연안이 단조로워 외해와의 해수 순환이 비교적 

원활하나 주변 도시에 많은 항구들이 밀집해 있고 해군 및 해안 경비대의 

활동 지역이다(Lee et al., 2011). 반면 통영은 반폐쇄성 연안의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외해와의 원활한 해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Newt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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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 더불어 통영은 주변 산업과 도시, 조선소, 어업(굴 양식 등) 등 

다양한 인간 활동이 많아 오염물질들이 육지에서 해양으로 배출되기 쉬운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척보다 지형적인 특성의 차이로 

유기주석화합물 노출에 취약한 지역이다(Newton et al., 2014). 

삼척의 연구지역 중 S1 정점과 S2정점은 인근에 조선소 및 항구가 있어 

유기주석화합물의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특히 S2 정점은 500 m 이내에 

진행 중인 발전소 건설로 선박 출입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이다(Fig. 

2a) S3정점은 현재 해수욕장으로 활용되는 곳이고 S1, S2와 마찬가지로 2 km 

이내에 항구가 위치해있다. 통영의 연구지역 중 T1, T2, T3 정점은 3-5 km 

반경 이내에 항구 및 조선소가 많고 특히 T1 정점은 S2와 마찬가지로 

발전소 건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한 모든 정점 

주변에 난파선 등 유기주석화합물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박 활동이 

많아 통영에 유기주석화합물의 축적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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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bjectives of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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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ps showing the sampling sites at (a) Samcheok (S1–S3) and (b) Tongyeong (T1–T3),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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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s of the field study, summarized for data sets Ⅰ to Ⅳ. 

 Data set Ⅰ 
(2013) 

Data Set Ⅱ 
(2014) 

Data Set Ⅲ 
(2015) 

Data Set Ⅳ 
(2016) 

Samples from: Biota Biota Biota Biota 
      
Number of 
Samples 

Gastropoda 251 1,832 5,126 3,396 
Bivalves 583 963 1,335 1,111 
Crustaceans 42 226 350 174 
Pisces 37 67 98 21 

      
Number of 
species 
classification 

Gastropoda 4 7 12 9 
Bivalves 2 2 2 2 
Crustaceans 1 4 3 3 
Pisces 1 1 1 1 

     
Key parameters MBT, DBT, TBT MBT, DBT, TBT MBT, DBT, TBT MBT, DBT, TBT 
     
Sampling locations S1, S2, S3 

T1, T2, T3 
S1, S2, S3 
T1, T2, T3 

S1, S2, S3 
T1, T2, T3 

S1, S2, S3 
T1, T2,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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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료 채집 및 전처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복족류(n=10,605), 이매패류(n=3992), 

갑각류(n=792), 어류(n=223)를 각 조간대 지역에서 채집하였다. 현장 조사 및 

채집한 종의 세부 사항은 Table 2에 표시하였다. 채집된 생물 시료는 즉시 

드라이아이스에 넣어 이동보관하고 실험실로 옮겼다. 이매패류 및 

복족류는 껍집을 제거하여 연성조직을 분리했고 게류 및 어류는 조직 

전체를 균질화 하였다. 균질화된 생물 시료는 -20 ℃에서 보관한 후 동결 

건조 하였다(Fig. 3). 

 

2.3 생물 체내 유기주석화합물 분석 

 

분석 방법은 Shim et al. (1998) 과 Choi et al. (2009)을 참고하였고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였다. 생물 분석을 위해, 동결건조가 완료된 

샘플 1 g을 정량하여 3시간 동안 교반기를 이용해 20 mL, 0.1% tropolone-

dichloromethane (J.T.Baker, USA) 과 10 mL, 6N hydrogen chloride (Sigma, Saint 

Louis, MO) 를 사용해 추출하였다. Diphenyltin dichloride는 대응 표준물질로써 

100 ng을 추출 전에 소량첨가 하였다. 3시간 후 10분간 3,000 rpm으로 

원심분리 하였고, 20 mL의 추출액 중 4 mL을 15 mL 유리 초자로 옮겨 질소 

가스 아래에서 약 200 µl까지 농축한 후 hexane으로 치환하였다. 추출액은 

500 µL의 Grignard reagent (Sigma Aldrich, Saint Louis, MO)를 첨가하여 30분간 

유도체화를 시켰고, 10 mL, 1 N H2SO4을 사용하여 남아있는 유도체 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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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활성화 시켰다. 유기층은 미리 활성화 시켜 놓은 florisil column 

chromatograph를 사용해 hexane으로 정제하였다. 용출액은 질소가스 

아래에서 1 mL까지 농축하였고, GC/MSD 분석 전 Terphenyl-d14 (Supelco, 

US)를 internal standard로써 첨가하였다(Fig. 3). 

 

2.4 기기분석 

 

TBT 정성 및 정량을 위한 방법은 Shim et al. (1998) 과 Choi et al. (2009)을 

참고하였다. TBT 농도는 Agilent 7890 gas chromatograph (GC) - 5975C mass-

selective detector (MSD, Agilent technologies, Avondale, PA, U.S.A)를 사용하여 

정량 하였다. 컬럼은 DB-5 (5% phenyl methyl siloxane, 30 m length × 0.25 mm i.d. 

× 0.25 μm film thickness; J&W Scientific,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다. GC 

온도는 60 °C (2분 holding time) 와 300 °C (4분 holding time)로 설정하였고 

분당 10 °C 증가하도록 세팅 되었다. 인젝터 온도는 250°C, 디텍터 온도는 

280 °C로 설정하였다. 이동상 가스는 헬륨을 사용하였다. 컬럼의 압력은 

11.779 psi로 설정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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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e diagram showing analyses and sampling procedure of 
butyltins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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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the marine organisms, sampling sites and years along the study 
area for butyltins analysis 

Site Area description Species Sampling year Classification 

Samcheok     
S1 Bihwa port Gaetice depressus 2015 Crustaceans 

  Hemigrapsus sanguineus 2013-2016 Crustaceans 
  Mytilus galloprovinvialis 2013-2016 Bivalves 
  Chlorostoma lischkei 2015 Gastropoda 
  Littorina littorea 2015 Gastropoda 
  Monodonta labio 2014 Gastropoda 
  Monodonta perplexa 2015 Gastropoda 
  Omphalius rusticus 2015 Gastropoda 

  Patellogastropoda sp. 2013-2016 Gastropoda 
  Thylacodes adamsii 2014/2016 Gastropoda 
  Chitonidae sp. 2015 Polyplacophora 

S2 Hosan port Gobiidae sp. 2013-2016 Pisces 
  Hemigrapsus sanguineus 2013-2016 Crustaceans 
  Pachygrapsus crassipes 2014-2016 Crustaceans 
  Mytilus galloprovinvialis 2013-2016 Bivalves 
  Littorina littorea 2015 Gastropoda 
  Monodonta perplexa 2015 Gastropoda 
  Omphalius rusticus 2015 Gastropoda 
  Patellogastropoda sp. 2013-2016 Gastropoda 
  Reishia clavigera 2014-2016 Gastropoda 
  Siphonaria japonica 2015 Gastropoda 

S3 Nagok beach Gobiidae sp. 2013-2016 Pisces 
  Hemigrapsus sanguineus 2015 Crustaceans 
  Pachygrapsus crassipes 2015 Crustaceans 
  Mytilus galloprovinvialis 2013-2016 Bivalves 
  Littorina littorea 2013-2016 Gastropoda 
  Monodonta perplexa 2015 Gastropoda 
  Patellogastropoda sp. 2013-2016 Gastropoda 
  Reishia clavigera 2015 Gastropoda 
  Siphonaria japonica 2015 Gastrop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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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Site Area description Species Sampling year Classification 

Tongyeong     
T1 Near Industrial area Gobiidae sp. 2015 Pisces 

  Gaetice depressus 2015 Crustaceans 
  Hemigrapsus sanguineus 2013-2016 Crustaceans 
  Crassostrea gigas 2014-2016 Bivalves 
  Mytilus galloprovinvialis 2014-2016 Bivalves 
  Heminerita japonica 2015 Gastropoda 
  Littorina littorea 2015 Gastropoda 
  Lunella correenisis 2014-2016 Gastropoda 
  Monodonta labio 2014-2016 Gastropoda 
  Omphalius rusticus 2015 Gastropoda 
  Patellogastropoda sp. 2015 Gastropoda 
  Reishia bronni 2015 Gastropoda 
  Reishia clavigera 2014-2016 Gastropoda 
  Thylacodes adamsii 2015 Gastropoda 
  Pyuridae sp. 2014-2016 Ascidiacea 

T2 In front of Sonduck 
village 

Gobiidae sp. 2013-2015 Pisces 
 Crassostrea gigas 2013-2016 Bivalves 
 Mytilus galloprovinvialis 2013-2016 Bivalves 
 Gaetice depressus 2015 Crustaceans 
 Hemigrapsus sanguineus 2013-2016 Crustaceans 
 Portunus trituberculatus 2014 Crustaceans 
 Littorina littorea 2015 Gastropoda 
 Lunella correenisis 2013-2016 Gastropoda 
 Monodonta labio 2014-2016 Gastropoda 
 Omphalius rusticus 2015 Gastropoda 
 Patellogastropoda sp. 2015 Gastropoda 
 Reishia bronni 2015 Gastropoda 
 Reishia clavigera 2014 Gastropoda 
 Thylacodes adamsii 2013-2016 Gastropoda 
 Chitonidae sp. 2014-2016 Polyplacop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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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Site Area description Species Sampling year Classification 

T3 Near Sadeung 
elementary school 

Gaetice depressus 2014 Crustaceans 
 Hemigrapsus sanguineus 2015 Crustaceans 
 Crassostrea gigas 2014-2016 Bivalves 
 Mytilus galloprovinvialis 2013-2016 Bivalves 
 Heminerita japonica 2015 Gastropoda 
 Lunella correenisis 2014-2016 Gastropoda 
 Monodonta labio 2014-2016 Gastropoda 
 Omphalius rusticus 2015 Gastropoda 
 Patellogastropoda sp. 2014-2016 Gastropoda 
 Reishia clavigera 2014-2016 Gastropoda 
 Thylacodes adamsii 2015 Gastropoda 
 Pyuridae sp. 2015 Ascidiacea 
 Chitonidae sp. 2014-2016 Polyplacop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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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C/MSD instrumental conditions for the determination of  
butyltins compounds. 

GC/MSD system Agilent 7890A GC and 5975C MSD 

Column DB-5MS (30 m long, 0.25 mm i.d., 0.25 μm film thickness) 
Gas flow 1 mL/min He 
Injection mode Split \less 
Injector temperature 300 °C 
Injection volume 2 μL 
Column flow 1.0 ml min-1 
Ionization EI mode (70 eV) 
MS temperature 180 °C 
Detector temperature 230 °C 
Oven temperature 
 
 

Target butyltins 

60 °C hold 2 min 
Increase 6 °C/min to 300 °C 
300 °C hold 4 min 
Tributyltins, Dibutlytin, Monobutyl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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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A/QC 및 통계분석 

 

유기주석화합물(TBT, DBT, MBT) 측정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증 

된 표준 물질(CE477, mussel tissue, European Commission, Belgium)을 사용하였고, 

TBT, DBT 및 MBT에 대해 각각 85~116%, 97~115%, 74~92%의 회수율을 얻었

다. 유기주석화합물 농도 표시는 주석 중량 기준(ng Sn-1 g-1 ww)으로 나타내었

다. 유기주석화합물의 평균 검출 한계는 1.4~3.1 ng Sn g-1 ww이었다. 

삼척과 통영 조간대의 저서 생물내 유기주석화합물 농도 비교는 Levene 

테스트를 사용하여 비교하였고, Sigma Plot(Ver. 10, SPSS, Chicago, IL)에서 

Pearson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생물량과 축적된 유기주석화합물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생물량과 농도 간 회귀직선 기울기의 유의성은 p 

값으로 확인하였다. 

 

2.6 군집조사 

 

조사 대상 생물은 암반조간대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이며 출현 종수, 서식 

밀도, 생물량 등을 측정했다. 출현 종수는 조사지점 주변 100 m 이내의 

암반조간대에서 진행했고 동정은 종 수준까지 수행하였다. 서식밀도는 각 

정점에서 면적 50 cm x 50 cm 인 방형구를 이용하여 각 정점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3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특정 종에 대해서는 단위면적 당 

피복도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그 외 무척추동물의 서식밀도는 단위면적 당 

마리 수로 계산했다. 생물량 측정을 위해서 조간대 내 방형구 1개 

면적(2500 cm2)에 사는 생물을 채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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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생태지수 

 

저서군집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체 개체수의 1% 이상 출현한 종들의 

개체 수 자료를 이용하여 종다양성지수(H’, Shannon-Wiener), 종풍부도지수(R), 

균등도지수(J), 우점도지수(D)를 계절-정점별로 계산하였다(Bae et al., 2017). 각 

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 1-4]. 

종다양성 지수(Shannon 1963):  

ii ppH log- ='
k

1i



 [1] 

Pi: i번째 종의 점유율 

 

종풍부도 지수(Margalef 1968): 

 
[2] 

N: 종 출현 개체수 

 

균등도지수(Pielou 1975): 

 
[3] 

S: 출현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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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점도 지수(Simpson 1949): 

 
[4] 

Y: 총개체수 

Y1: 첫번째 우점종의 개체수 

Y2: 두번째 우점종의 개체 

 

 

2.8 Butyltins degradation index 

 

 Butyltins degradation index (BDI) 는 TBT 분해 산물인 DBT 및 MBT의 합과 

TBT 간의 비율로 계산한다.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 5] 

 

BDI = [MBT] + [DBT][TB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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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3.1 다양한 조간대 생물 내 유기주석화합물 분포 

3.1.1 유기주석화합물의 종특이적 분포 

  

유기주석화합물은 해양환경에서 낮은 용해도와 이동성을 지니며 부유 

미립자 물질(Suspended particulate matter, SPM)에 쉽게 흡착된다. SPM에 흡착된 

유기주석화합물은 응집이 되고 결과적으로 퇴적물에 침전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기주석화합물 농도 수준은 해수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퇴적물에서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14). 

따라서 유기주석화합물은 해양 환경에서 해수보다 퇴적물에서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된다(Hwang et al., 1999; Hoch, 2001, Nhan et al., 2005).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척과 통영 조간대에서 채집한 생물 내 

유기주석화합물 분석 결과 갑각류, 복족류, 이매패류 그리고 어류 순으로 

유기주석화합물 농도가 높게 검출되었다(Fig. 4). 조간대 저서생물들 내 종 

간 유기주석화합물 농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기주석화합물의 특성과 

저서생물들의 먹이 섭식 특성 차이 때문이다. 분석한 갑각류 및 복족류는 

퇴적물에 구멍을 파고 사는 습성과 먹이 섭식 유형 때문에 

유기주석화합물이 응집되어 침전된 퇴적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어류 및 이매패류는 상대적으로 해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Shim et al., 

2005b, Jadhav et al., 2011; Choi et al., 2013b). 그렇기 때문에 유기주석화합물의 

특성과 함께 서식 환경 및 먹이 섭식 유형은 갑각류, 복족류와 어류 및 

이매패류 간 유기주석화합물 농도 분포 차이를 나타나게 한다. 



20 

 

3.1.2 유기주석화합물의 공간적 분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채집한 조간대 생물과 검출된 유기주석화합물 

농도를 Table. 4에서 나타내고 있다. 통영은 삼척(58 ng Sn g-1 ww)에 비해 

유기주석화합물의 평균 농도(83 ng Sn g-1 ww)가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두 

연구 지역의 지형적 특성으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Lee et al., (2011) 에서는 국내 연안의 이러한 지형적인 차이가 

유기주석화합물의 농도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는데 통영 해안선은 

삼척보다 더 복잡하여 해수의 순환을 방해하는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어 

유기주석화합물의 오염이 클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영은 삼척보다 항구, 

해양 건축물, 난파선 등이 밀집하여 오염 물질의 영향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반폐쇄성만이 유기주석화합물의 오염을 더욱 

크게 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Hong et al., 200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TBT 사용 규제를 했고 본 연구에서 

검출한 TBT의 양보다 분해산물의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신유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영 조간대 저서생물 내에서 검출된 

유기주석화합물들은 과거에 유입된 TBT를 함유한 페인트 조각의 지속적인 

분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Stang et al., 1992). 결과적으로 과거에 유입된 

TBT가 조사지역의 지형적인 특성과 연안 이용에 따라 유기주석화합물의 

축적 양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Castr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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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oral change and comparison between species in butyltins (BTs)
concentrations observed in biota at (a) Samcheok and (b) Tonyeong
from 2013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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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BTs concentration ( ng Sn g-1 ww) observed in each species from 2013 to 2016 in study areas 

Site Classification Species n TBT  DBT  MBT  ∑BTs 

 
 

 
 

Min-Max 
Mean 

(mean) 
 

Min-Max 
Mean 

(mean) 
 

Min-Max 
Mean 

(mean) 
 

Min-Max 
Mean 

(mean) 
Samcheok Crustacean Gaetice depressus 57 4-10 8   nd-81 38   20-53 32  30-121 78  
  Hemigrapsus sanguineus 178 4-34 13  nd-53 22  nd-120 43  31-152 79 
  Pachygrapsus crassipes 21 12-18 15  7-14 11  23-102 74   47-141 99 
 Gastropoda *Chlorostoma lischkei 26 6   18   38   62  
  Littorina littorea 633 2-36 9  2-93 21  nd-94 30  8-152 60 
  Monodonta labio  156 2-12 5  3-18 11  5-36 19  24-47 35 
  Monodonta perplexa 364 3-13 6  4-57 30  nd-29 18   36-83 54 
  Omphalius rusticus 60 2-9 6  13-51 27  8-33 19  23-75 52 
  Reishia clavigera  120 4-15 9  7-18 13  nd-82 45  18-113 67 
  Siphonaria japonica 126 3-64 29  3-33 18  nd-218 73  20-316 119  
  Thylacodes adamsii 7 6-22 14  18-39 29  8-11 9  48-56 52 
  Patellogastropoda sp. 1341 nd-47 11  nd-260 17  nd-205 39  7-284 67 
 Pisces Gobiidae sp. 186 3-19 10  nd-63 14  nd-98 35  12-115 58 
 Bivalves Mytilus galloprovinvialis 1999 nd-16 5  nd-41 6  nd-68 20   5-89 31 
 Polyplacophora *Chitonidae sp. 6 29   46   147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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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Site Classification Species n TBT  DBT  MBT  ∑BTs 

 
 

 
 

Min-Max 
Mean 

(mean) 
 

Min-Max 
Mean 

(mean) 
 

Min-Max 
Mean 

(mean) 
 

Min-Max 
Mean 

(mean) 
Tongyeong Crustacean Gaetice depressus 76 6-21 13  31-66 45  nd-91 34  61-172 92 
  Hemigrapsus sanguineus 272 4-30 14  6-113 30  nd-206 71  29-262 115 
  *Portunus trituberculatus 1 15   8   11   35  
 Gastropoda Littorina littorea 199 6-11 9  53-82 66  10-16 13  72-103 89 
  Lunella correensis 1532 3-39 16  2-99 31  nd-153 56  33-184 103 
  Monodonta labio  818 2-19 7   6-50 22  6-99 30  19-144 59 
  Nerita japonica 185 5-13 8  41-104 63  11-32 18   56-149 89 
  Omphalius rusticus 273 4-28 12  18-71 39  10-289 86  50-366 137  
  Reishia bronni 56 5-22 13   26-84 55  9-86 47  40-192 116 
  Reishia clavigera  1062 3-24 11   7-58 21  nd-119 41  33-160 73 
  Thylacodes adamsii 84 6-23 12  4-81 22  4-82 39  40-133 73 
  Patellogastropoda sp. 102 3-30 9   3-266 61  nd-45 20  6-318 91 
 Pisces Gobiidae sp. 16 nd-14 8  3-23 10  4-147 55  8-161 74 
 Bivalves Crassostrea gigas 94 3-31 10   3-25 11  nd-71 27  15-92 47 
  Mytilus galloprovinvialis 788 nd-8 4  nd-21 7  nd-62 20  6-77 31 
 Ascidiacea Pyuridae sp. 136 4-21 9   nd-35 17  5-39 16  17-92 42 
 Polyplacophora Chitonidae sp. 490 3-38 16   3-69 24  nd-173 59  24-212 98 

*Samples collected one time during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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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기주석화합물의 생태독성 평가 

 

TBT의 유입이 조간대 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해외 기준을 조사하고 누적확률분포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출한 유기주석화합물들 간 관계 지수를 산출하고 해외의 

생태독성 평가 기준과 비교하였다(Fig. 5). 기준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채집한 각 생물을 문에 따라 분류하였다. 

객관적인 생태독성 평가를 위해 여러 기준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캐나다의 생태독성 기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PWGSC)을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생물 수분 함량을 80%으로 가정하고 새롭게 

산출하였다(Stephen et al., 1985). 캐나다에서 제시한 기준 266 ng Sn g-1 dw는 

유해물질에 민감한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안전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기준인 71.7 ng Sn g-1 dw은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OSPAR)에서 제안한 것으로 해당 

기준 농도 이내에서는 홍합에 급성 독성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했다(Bignert et al., 2004)(Fig. 5). 마지막으로 Oehlmann et al., (1996) 에서는 

복족류가 451 ng Sn g-1 dw 농도에서 임포섹스 현상으로 인해 생식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과 본 연구에서 검출한 다양한 조간대 저서생물 

내 유기주석화합물 농도를 비교해보면 두 연구 지역에서 채집한 이매패류의 

90%이상이 상위 EAC 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직 10% 



25 

 

미만의 이매패류에서 기준을 초과하였고 주로 초과한 생물은 삼척의 S2 

지역에서 채집된 것이지만 PWGSC가 제안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Fig. 

5a). 복족류의 경우 통영에서 채집한 모든 시료가 PWGSC 값을 초과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삼척에서 S2 지역에서 채집한 생물들 내 

유기주석화합물 농도가 PWGSC 기준을 초과하였지만 Oehlmann et al., 1966 

(Fig. 5b)에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1995/97년부터 2012/13년까지 

진해만(통영 부근)에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Kim et al., 2014)와 비교해보면 

OSPAR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더 적었다. 

TBT를 포함한 방오도료의 사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복족류 시료에서 

기준을 상회하는 농도가 검출되는 이유는 유기주석화합물이 이전에 유입된 

선박의 페인트 조각에서 기인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TBT가 첨가된 

페인트 조각은 해수, 퇴적물, 생물 등과 같은 여러 매질에서보다 해양 

환경에 더욱 안정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Stang et al., 1992; Choi et al., 

2009a). 하지만 대부분 생물 내에서 검출된 TBT 농도는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충족 시켰기 때문에 잔존하고 있는 TBT가 

조간대 저서생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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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isk assessment by using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BT 
concentrations in (a) bivalves and (b) gastropods collected from Samcheok and 
Tonyeong (2013-2016) (a upper EAC of the OSPAR commission for mussels 
(Bignert et al., 2004); b lower threshold of the PWGSC guideline (PWGSC, 2012);  
and c sterilization concentrations due to imposex (Oehlmann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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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기주석화합물의 생물 축적 특성 

 

 삼척과 통영 조간대의 저서생물 내 종 간 TBT 축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 지역에서 일정 시기 간격으로 채집한 각 

생물의 생물량과 TBT 농도 사이의 관계를 비교했다(Fig. 6). 두 연구 지역 

모두에서 채집한 저서생물 내 축적된 TBT의 양은 각 개체의 중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보였다(Fig. 6a, r2≥0.69, p<0.001). 분류군에 따라 각 집단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개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선형 관계 또는 

지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로 생물적 요인이 TBT의 체내 축적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체중, 길이, 연령, 성별 등 유기주석화합물 축적에 

다양한 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해양 포유류의 

유기주석화합물의 축적 정도는 크기나 연령에 영향을 받는데 

유기주석화합물 섭취와 함께 작용하는 배설 간의 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Choi et al., 2013a). 미성숙한 포유류는 주변환경으로부터 먹이를 섭식 할 

때 더 많은 양의 유기주석화합물을 섭취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배설량으로 

인해 유기주석화합물의 축적은 완전히 성숙 될 때까지 연령과 크기에 따라 

증가한다고 한다(Ciesielski et al., 2004). 반대로 Stab et al., (1996)에서는 

이매패류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TBT 농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상이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TBT의 생물 체내 축적에 영향을 

끼치는 비생물적, 생물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TBT 생물 축적과 관련된 더 많은 환경 변수에 관해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Lee, 1996; Kono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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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나이 및 크기 외에도 종 간 섭식 행동의 차이가 유기주석화합물 

생물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중 Reishia clavigera의 결과는 섭식 

행동 전략에 따른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Fig. 6b). Reishia claviger는 겨울철에 

먹이 섭식 활동을 최대 5개월까지 하지 않아 생물학적 화합물 희석 또는 

TBT의 배설 기회를 더 많이 얻어 생물량에 따른 유기주석화합물의 축적 

관계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Skarphedinsdottir et al., 1996).  

또 다른 생물적 요인으로 각 생물의 유기주석화합물의 대사능력 

차이이다. TBT는 생물 내로 흡수되어 특정 반응에 의해 대사가 된다. 첫 

번째 반응은 monooxygenase 시스템에 의한 cytochrome P-450 효소반응인데 

이는 TBT를 수산화시켜 분해한다. 두 번째 반응은 당 또는 황을 

hydroxybutyldibutyltin으로 결합시켜 이들 화합물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어류 

및 갑각류에는 많은 P-450이 있어 TBT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연체동물(복족류 및 이매패류)은 P-450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TBT를 

제거하기가 어려워 TBT가 생물 체내에 들어올 시 대사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다(Lee, 1996).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해양 생물에서 TBT의 축적은 1)서식지, 

2)생물량, 3)TBT에 대한 생물의 대사능력 등 다양한 생물적 및 비생물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들 사이에서도 유기주석화합물의 축적과 생물적, 비생물적 요소들 

사이 간의 관계성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해양 생물 체내 

TBT 축적과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Harino et al., 2000; Ohji et al., 2006; Choi et al.,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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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 TBT concentration and soft tissue wet weights in the
species collected from the two study areas from 2013 to 2016. (a) Total, (b)
gastropod, (c) bivalve, (d) crustacean, (e) fish and (f) polyplacophora in the stud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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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utyltins degradation index의 시간에 따른 추이 

 

TBT는 화합물 특성상 해양 환경에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잔존할 수 

있다.  Choi et al., (2009b) 에서는 TBT의 반감기가 해수에서는 0.78년, 

퇴적물은 2.89년, 이매패류에서는 1.12년 걸린다고 보고했다. TBT가 해양 

환경으로 방출되고 나면 이후 DBT와 MBT와 같은 1,2차 산물로 분해가 

된다(Kim et al., 2008). 따라서 TBT와 분해산물들의 비율을 확인하면 TBT의 

새로운 유입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TBT의 신유입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TBT 분해정도를 나타내는 Butyltins degradation index (BDI)를 산출하였다(Fig. 

7). BDI는 TBT 농도와 DBT+MBT 농도의 비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해양 

생물의 유기주석화합물 농도 수준에 대해 계산된 BDI 값이 1 미만이면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 환경에서 TBT의 새로운 유입이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BDI 값이 1을 초과하면 새로운 유입이 없었다고 

판단한다(Diez et al., 2002).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유기주석화합물 농도 기준으로 BDI 값을 

산출하여 구했고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Fig. 7에 나타내었다. 광양만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는 BDI가 4에서 25까지 측정되었으며 이는 TBT의 

새로운 유입이 없음을 보여주었다(Park et al., 1997). 1995년부터 1997년까지 

12종의 이매패류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BDI는 0.2에서 1.8까지 나타났고 

전체 시료들 중에서 91%가 1을 넘지 않았다(Shim et al., 1998, 2005a). 광양만 

연구 결과와 다르게 TBT의 양이 분해산물인 DBT, MBT의 양보다 많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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떄문에 TBT의 유입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1997년에서 1999년에 

우리나라 연안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전체 시료 중 50%의 

시료(n=94)에서 1 미만의 BDI 값이 확인 되었고 이전보다 유입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Hong et al., 2002; Shim et al., 2005b). 

2003년 11월 국내에서 TBT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행 된 후 BDI 지수의 

경향이 바뀌었다. Lee et al., (2011) 및 Choi et al., (2011)의 결과를 BDI로 

산출해보았을 때 대부분의 생물에서 BDI가 1을 초과하여 새로운 TBT의 

유입이 없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본 

연구와 Kim et al., (2014) 연구에서는 BDI 지수가 0.1부터 23.6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지만 1을 넘는 표본이 약 전체(n=496)에서 98%를 차지하였다. 

삼척과 통영 조간대 저서 생물 내의 BDI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TBT의 새로운 유입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TBT 사용에 관한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저서 생물내 

TBT 농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Kim et al., 2014). 



32 

 

  

Fig. 7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BT regulation in Korea by assessing butyltin
degradation index (BDI) for previous and current studies conducted between 1994 
an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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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기주석화합물의 저서군집 영향평가 

 

육지와 연안지역에서 인간은 산업활동 및 무역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로 인해 생성된 유해물질들은 해양 생태계로 유입이 된다. 유입된 

유해물질은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던 다양한 생물에 영향을 끼치고 

작게는 개체 수준, 크게는 군집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동안 

많이 연구되어 온 유해화합물질인 다원방향족탄화수소 화합물(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부터 중금속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유기주석화합물 등 수 많은 유해화합물들은 해양 생태계 내 존재하고 있고 

각 화합물의 특성에 따라 영향도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다원방향족탄화수소 화합물 같은 경우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와 도시 및 산업활동에 의한 대기로부터의 유입이 주된 

기원이고 생물 체내에 축적되어 암 및 기형을 발생시키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Daskalakis and O'Connor, 1995). 중금속 같은 경우 선박 페인트 및 

육상에서 해양 생태계로 유입되어 해양 생물에 발달 장애 등 독성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유기주석화합물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회화 현상 

및 불임을 일으키는 유해화합물이다. 이렇게 다양한 유해화합물은 개체 

수준에서 영향을 끼치지만 다양한 생물 내에 축적이 될 경우 생물 군집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Yim et al., (2017)에 따르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 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많은 양의 PAHs로 영향으로 다양한 해양 생물의 개체량 및 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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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점차 PAHs의 농도가 감소되면서 최근에 이르러 유출 

지역에 서식하던 해양 생물의 개체 수 및 다양성이 회복되었다고 보고했다. 

Neira et al., (2011)에 따르면 퇴적물 내 구리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형저서동물의 생물량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 했다. 유기주석화합물 

같은 경우 해양 환경 내 TBT의 농도가 높을수록 생태지수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Martinez-Llado et al., 2007).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해양 환경 

내 존재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의 분포와 이로 인한 생물 군집 영향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삼척과 통영 조간대 총 

6정점에서 다년 간 진행한 군집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TBT의 신유입과 

다양한 생태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유기주석화합물들의 전반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TBT, DBT, MBT의 관계를 확인하는 BDI지수를 

활용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변화된 BDI 지수와 

조사 지역에서 확인된 출현 종수, 개체 수, 그리고 종 다양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점도 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ig. 8a, 8b, 8d, 8f).  반대로 종균등도 및 종풍부도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Fig. 8c, 8e). 하지만 실제로 해양환경에서 종 수, 개체 수, 종 

다양성 그리고 우점도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유기주석화합물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조사 지역에서 검출된 유기주석화합물 

중 독성이 가장 큰 TBT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Ba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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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 between the fresh inputs of TBT and the set of  
ecological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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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동아시아 해양생물 내 유기주석화합물 분포 현황 

 

해양 환경에서 잔류된 TBT는 다양한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TBT에 노출된 연체동물은 성장이 감소할 수 있고(Salazar and Salazar, 

1991) 굴의 석회화(Alzieu, 1996)를 일으키고 복족류의 임포섹스(Bryan and 

Gibbs, 1991)에 의한 불임을 야기시킨다. 또한, DBT나 MBT와 같은 TBT 분해 

생성물은 생물 내 혈액 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해양 

동물에서 면역 억제 현상을 일으킨다(Kobayashi et al., 1996; Bouchard et al., 

1999). 이러한 유기주석화합물의 악영향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TBT 사용을 

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Arai and Harino, 2009).  

선행연구들에서는 동아시아 전역에 유기주석화합물 오염이 최근에도 

계속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국 또는 IMO에서 입법한 TBT 규제 

시기 및 규제 전 후의 유기주석화합물의 분포는 Fig. 9과 Appendix. 7에 

나타나 있다. 선행연구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각 국에 인접한 지역들의 

평균 유기주석화합물 농도를 계산했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기주석화합물의 농도가 최근 몇 년 동안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Sudaryanto et al., 2002). 중국은 TBT 사용에 관한 규제가 아직 없지만 

연안의 유기주석화합물의 농도는 Bohai 연안을 따라 2003년에 비해 

2005년에 감소했다(Yang et al., 2006, 2008). 또한 홍콩이 TBT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연안의 유기주석화합물도 최근 1990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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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을 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daryanto et al., 2002; Deng et al., 

2015).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및 필리핀은 최근에 산업 활동과 무역 활동이 

활발하여 유기주석화합물의 농도가 과거와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추세였다(Arai and Harino, 2009). 

 일본은 아시아에서 TBT 사용을 금지한 첫 번째 국가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TBT 규제 이전과 이후에 해양 환경 내 유기주석화합물 분포에 

관한 연구가 많다. Otsuchi 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대만 및 기타 국가에서 

검출 된 농도보다 적은 농도로 검출 되었고 전에 비해 감소했다는 결과를 

고려해보면 규제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Harino et al., 2003, 2007). 

우리나라 연안을 조사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규제가 시행 된 이후에 유기주석화합물의 농도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더 낮았음을 알 수 있다(Lee, 2009; Choi et al., 2013a, 

Kim et al., 2014).  따라서 일본처럼 정부 규제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최근 남해 지역에서 유기주석화합물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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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s of BTs concentrations in biota collected from the coastal waters of East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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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요약 및 결론 

 

많은 선행연구에서 퇴적물과 해수 내의 유기주석화합물 분포를 조사했다. 

그러나 생물 체내에서의 유기주석화합물의 농도, 특히 국내에서는 다양한 

조간대 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유기주석화합물의 개체 독성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군집 

영향을 다룬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유기주석화합물 분포와 군집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연안 지역인 삼척과 통영 조간대 저서생물 체내의 

유기주석화합물 분포를 조사하였다. 갑각류에서 가장 높은 

유기주석화합물의 농도를 검출 했으며 이매패류에서는 가장 낮은 농도가 

검출 되었다. 그리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통영에서 채집한 조간대 생물 

체내 유기주석화합물의 농도가 삼척에서 채집한 생물에서 더 높았으나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수준은 아니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현재에도 

다양한 생물 군에서 TBT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TBT의 농도가 

생물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에서 2003년 TBT 

사용 금지로 인해서 TBT의 새로운 유입이 감소 했다는 것을 높은 BDI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TBT의 신유입과 다양성 지수의 관계를 

보았을 때, TBT의 유입이 적고 분해가 많이 진행될 수록 개체 및 종의 수, 

다양성 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우리나라 연안의 생물 체내 유기주석화합물 농도를 비교해보았다. 

우리나라는 규제 이후 생물 체내 유기주석화합물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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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 기록 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 또한 최근 남해안에서 유기주석화합물 농도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유기주석화합물은 1970년대에 처음으로 해양환경에서 검출되었고 

1990년대까지 많이 사용되어 인근 해양 생물에게 독성 영향을 끼쳤다. 이후 

국제적인 규제 및 국가적 규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농도가 많이 감소했지만 

현재까지도 조선소, 항구 및 연안에 위치한 산업단지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농도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안 및 해양의 

이용을 위해서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더불어 

단일 개체에 대한 독성 영향 연구뿐만 아니라 생물 군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추가 확장시켜 해양 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1 

 

참고문헌 

 

Alzieu, C., 1996. Biological effects of tributyltin on marine organisms. In: de Mora, S.J. 

(Ed.), Tributyltin: Case Study of an Environmental Contaminant, Cambridge 

Environmental Chemistry Series, vol. 8.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67-211. 

Arai, T., Harino, H., 2009. Contamination by organotin compounds in Asia. In: Arai, T., 

Harino, H., Ohji, M., Langston, W.J. (Eds.), Ecotoxicology of Antifouling 

Biocides. Springer Verlag, Berlin, 61-74. 

Bae H., Lee J-H., Song S.J., Park J.S., Kwon B-O., Hong S.J., Ryu J.S., Choi K.S., Khim 

J.S., 2017. Impacts of environmental and anthropogenic stresses on 

macrozoobenthic communities in Jinhae Bay, Korea. Chemosphere 171, 681-

691 

Bignert, A., Cossa, D., Emmerson, R., Fryer, R., Füll, C., Fumega, J., Laane, R., Calls, 

H.M., McHugh, B., Miller, B., 2004. OSPAR/ICES workshop on the 

evaluation and update of background reference concentrations (B/RCs) and 

ecotoxicological assessment criteria (EACs) and how these assessment tools 

should be used in assessing contaminants in water, sediment, and biota. 

Bouchard, N., Pelletier, É., Fournier, M., 1999. Effects of butyltin compounds on 

phagocytic activity of hemocytes from three marine bivalves. Environ. Toxicol. 

Chem. 18, 519-522. 

  



42 

 

Bryan, G.W., Gibbs, P.E., 1991. Impact of low concentrations of tributyltin (TBT) on 

marine organisms: a review. In: Newman, M.C., McIntosh, A.W. (Eds.), Metal 

Ecotoxicology: Concepts and Applications. Lewis Publisher, Ann Arbor, MI, 

323-361. 

Bushong, S.J., Hall, L.W., Hall, W.S., Johnson, W.E., Herman, R.L., 1988. Acute toxicity 

of tributyltin to selected Chesapeake Bay fish and invertebrates. Water Res. 22, 

1027-1032. 

Castro, Í.B., Arroyo, M.F., Costa, P.G., Fillmann, G., 2012. Butyltin compounds and 

imposex levels in Ecuador. Arch. Environ. Contam. Toxicol. 62, 68-77. 

Chen, C.-W., Chen, C.-F., Ju, Y.-R., Dong, C.-D., 2016. Assessment of the 

bioaccumulation and biodegradation of butyltin compounds by Thalamita 

crenata in Kaohsiung Harbor, Taiwan. Int. Biodeterior. Biodegrad. 113, 97-104. 

Choi, M., Choi, H.-G., Moon, H.-B., Kim, G.-Y., 2009a.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tributyltin (TBT) in seawater, sediments and bivalves from 

coastal areas of Korea during 2001–2005. Environ. Monit. Assess. 151, 301-

310. 

Choi, M., Moon, H.-B., Yu, J., Eom, J.-Y., Choi, H.-G., 2009b. Butyltin contamination 

in industrialized bays associated with intensive marine activities in Korea. 

Arch. Environ. Contam. Toxicol. 57, 77-85. 

Choi, M., Moon, H.-B., Yu, J., Eom, J.-Y., Choi, H.-G., 2010b. Temporal trend of 

butyltins in seawater, sediments, and mussels from Busan Harbor of Korea 

between 2002 and 2007: tracking the effectiveness of tributylin regulation. 

Arch. Environ. Contam. Toxicol. 58, 394-402. 



43 

 

Choi, M., Moon, H.-B., An, Y.-R., Choi, S.-G., Choi, H.-G., 2011. Accumulation of 

butyltin compounds in cetaceans from Korean coastal waters. Mar. Pollut. Bull. 

62, 1120-1123. 

Choi, M., An, Y.-R., Park, K.J., Lee, I.-S., Hwang, D.-W., Kim, J., Moon, H.-B., 2013a. 

Accumulation of butyltin compounds in finless porpoises (Neophocaena 

asiaeorientalis) from Korean coast: Tracking the effectiveness of TBT 

regulation over time. Mar. Pollut. Bull. 66, 78-83. 

Choi, M., Moon, H.-B., Yu, J., Cho, H., Choi, H.-G., 2013b. Temporal trends (2004–

2009) of imposex in rock shells Thais clavigera collected along the Korean 

coast associated with tributyltin regulation in 2003 and 2008. Arch. Environ. 

Contam. Toxicol. 64, 448-455. 

Ciesielski, T., Wasik, A., Kuklik, I., Skóra, K., Namiesnik, J., Szefer, P., 2004. Organotin 

compounds in the liver tissue of marine mammals from the Polish coast of the 

Baltic Sea. Environ. Sci. Technol. 38, 1415-1420. 

Deng, L., Liu, G.-h., Zhang, H.-m., Xu, H.-l., 2015. Levels and assessment of organotin 

contamination at Futian Mangrove Wetland in Shenzhen, China. Reg. Stu. Mar. 

Sci. 1, 18-24. 

Dıez, S., Abalos, M., Bayona, J., 2002. Organotin contamination in sediments from the 

Western Mediterranean enclosures following 10 years of TBT regulation. 

Water Res. 36, 905-918. 

Fent K., 1996. Organotin compounds in municipal wastewater and sewage sludge: 

contamination, fate in treatment processes and ecotoxicological consequences. 

Sci. Total. Environ. 185, 151–159. 



44 

 

Harino, H., Fukushima, M., Kawai, S., 2000. Accumulation of butyltin and phenyltin 

compounds in various fish species. Arch. Environ. Contam. Toxicol. 39, 13-19. 

Harino, H., Yamamoto, Y., Kawai, S.c., Miyazaki, N., 2003. Butyltin and phenyltin 

residues in water, sediment and biological samples collected from Otsuchi Bay, 

Japan. Otsuchi Mar. Sci. 28, 84-90. 

Harino, H., Yamamoto, Y., Eguchi, S., Kurokawa, Y., Arai, T., Ohji, M., Okamura, H., 

Miyazaki, N., 2007. Concentrations of antifouling biocides in sediment and 

mussel samples collected from Otsuchi Bay, Japan. Arch. Environ. Contam. 

Toxicol. 52, 179-188. 

Ho, K., Y., Leung, K., M., Y., 2014. Organotin contamination in seafood and its 

implication for human health risk in Hong Kong. Mar. Pollut. Bull. 85, 634-

640. 

Hoch, M., 2001. Organotin compounds in the environment—an overview. Appl. 

Geochem. 16, 719-743. 

Hong, H.-K., Takahashi, S., Min, B.-Y., Tanabe, S., 2002. Butyltin residues in blue 

mussels (Mytilus edulis) and arkshells (Scapharca broughtonii) collected from 

Korean coastal waters. Environ. Pollut. 117, 475-486. 

Hwang, H.M., Oh, J.R., Kahng, S.-H., Lee, K.W., 1999. Tributyltin compounds in 

mussels, oysters and sediments of Chinhae Bay, Korea. Mar. Environ. Res. 47, 

61-70. 

  



45 

 

Jadhav, S., Bhosale, D., Bhosle, N., 2011. Baseline of organotin pollution in fishes, clams, 

shrimps, squids and crabs collected from the west coast of India. Mar. Pollut. 

Bull. 62, 2213-2219. 

Kan-Atireklap, S., Yen, N., Tanabe, S., Subramanian, A., 1998. Butyltin compounds and 

organochlorine residues in green mussel (Perna viridis L.) from India. Toxico. 

Environ. Chem. 67, 409-424. 

Kim, N.S., Shim, W.J., Yim, U.H., Ha, S.Y., Park, P.S., 2008. Assessment of tributyltin 

contamination in a shipyard area using a mussel transplantation approach. Mar. 

Pollut. Bull. 57, 883-888. 

Kim, N.S., Hong, S.H., Yim, U.H., Shin, K.-H., Shim, W.J., 2014. Temporal changes in 

TBT pollution in water, sediment, and oyster from Jinhae Bay after the total 

ban in South Korea. Mar. Pollut. Bull. 86, 547-554. 

Kobayashi, H., Suzuki, T., Kasashima, Y., Motegi, A., Sato, I., Matsusaka, N., Ono, N., 

Miura, A., Saito, F., Saito, S.-y., 1996. Effects of tri-, di-and monobutyltin on 

synaptic parameters of the cholinergic system in the cerebral cortex of mice. 

Jpn. J. Pharmacol. 72, 317-324. 

Kono, K., Minami, T., Yamada, H., Tanaka, H., Koyama, J., 2008. Bioaccumulation of 

tributyltin and triphenyltin compounds through the food web in deep offshore 

water. Coastal Mar. Sci. 32, 102-107. 

Lee, J.-H., You, Y.-S., Park, J.-C., Cho, H.-S., 2011. Organotin compounds in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and flathead mullet Mugil cephalus from 

Korean coastal waters. Toxico. Environ. Health Sci. 3, 220-226. 



46 

 

Lee, R.F., 1996. Metabolism of tributyltin by aquatic organisms. In: Champ, M.A., 

Seligman, P.F. (Eds.), Organotin: Environmental Fate and Effects. Chapman 

and Hall, London, 369-382. 

Lee, S., 2009. Analysis of butyltin compounds in Crassostrea gigas and Tapes 

philippinarum on the Korean coast. Anal. Sci. Technol. 22, 360-368. 

Margalef, R. 1958. Information theory in ecology. Gen Syst., 3:157-175 

Neira C., F. Delgadillo-Hinojosa, A. Zirino, G. Mendoza, L.A. Levin, M. Porrachia, D. 

Deheyn, 2011. Spatial distribution of copper in relation to recreational boating 

in a California shallow-water basin. Chem. Ecol., 25, 417-433  

Newton, A., Icely, J., Cristina, S., Brito, A., Cardoso, A.C., Colijn, F., Dalla Riva, S., 

Gertz, F., Hansen, J.W., Holmer, M., 2014. An overview of ecological status, 

vulnerability and future perspectives of European large shallow, semi-enclosed 

coastal systems, lagoons and transitional waters.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140, 95-122. 

Nhan, D., Loan, D., Tolosa, I., De Mora, S., 2005. Occurrence of butyltin compounds in 

marine sediments and bivalves from three harbour areas (Saigon, Da Nang and 

Hai Phong) in Vietnam. Appl. Organomet. Chem. 19, 811-818. 

Oehlmann, J., Fioroni, P., Stroben, E., Markert, B., 1996. Tributyltin (TBT) effects on 

Ocinebrina aciculata (Gastropoda: Muricidae): imposex development, 

sterilization, sex change and population decline. Sci. Total Environ. 188, 205-

223. 

Ohji, M., Harino, H., Arai, T., 2006. Differences in organotin accumulation among 



47 

 

ecological migratory types of the Japanese eel Anguilla japonica. Estuar. Coast. 

Shelf Sci. 69, 270-290. 

Park, M.-O., Young, H.H., Dai, S., 1997. Occurrence of butyltin compounds in seawater, 

sediment and biosamples from the south coast of Korea by GC-QFAAS. Int. J. 

Offshore Polar. 11, 1368. 

Pielou, E. C., 1966. The measurement of diversity in different types of biological 

collection. J. Theoret Biol., 13:131-144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PWGSC), 2012. Development of a 

sediment remedial action objective for tributyltin. 2012 FCS National 

Workshop. 

Salazar, M.H., Salazar, S.M., 1991. Assessing site-specific effects of TBT contamination 

with mussel growth rates. Mar. Environ. Res. 32, 131-150. 

Shannon, C. E. and W. Weaver, 1963.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niv. 

Illionis press, Urbana, p. 177 

Shim, W., Oh, J., Kahng, S., Shim, J., Lee, S., 1998. Accumulation of tributyl-and 

triphenyltin compounds in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from the Chinhae 

Bay System, Korea. Arch. Environ. Contam. Toxicol. 35, 41-47. 

Shim, W.J., Kahng, S.H., Hong, S.H., Kim, N.S., Kim, S.K., Shim, J.H., 2000. Imposex 

in the rock shell, Thais clavigera, as evidence of organotin contamination in 

the marine environment of Korea. Mar. Environ. Res. 49, 435-451. 

Shim, W.J., Hong, S.H., Kim, N.S., Yim, U.H., Li, D., Oh, J.R., 2005a. Assessment of 

butyl-and phenyltin pollution in the coastal environment of Korea using 



48 

 

mussels and oysters. Mar. Pollut. Bull. 51, 922-931. 

Shim, W.J., Yim, U.H., Kim, N.S., Hong, S.H., Oh, J.R., Jeon, J.K., Okamura, H., 2005b. 

Accumulation of butyl-and phenyltin compounds in starfish and bivalves from 

the coastal environment of Korea. Environ. Pollut. 133, 489-499. 

Simpson, E.H., 1949. Measurement of diversity. Nature, 163:688 

Skarphédinsdóttir, H., Ólafsdóttir, K., Svavarsson, J., Jóhannesson, T., 1996. Seasonal 

fluctuations of tributyltin (TBT) and dibutyltin (DBT) in the dogwhelk, 

Nucella lapillus (L.), and the blue mussel, Mytilus edulis L., in Icelandic 

waters. Mar. Pollut. Bull. 32, 358-361. 

Stäb, J., Traas, T., Stroomberg, G.v., Van Kesteren, J., Leonards, P.v., Van Hattum, B., 

Brinkman, U.T., Cofino, W., 1996. Determination of organotin compounds in 

the foodweb of a shallow freshwater lake in the Netherlands. Arch. Environ. 

Contam. Toxicol. 31, 319-328. 

Stang, P., Seligman, P., 1986. Distribution and fate of butyltin compounds in the 

sediment of San Diego Bay. Proceedings of the Oceans '86 Organotin 

Symposium. 4, 1256-1261. 

Stang, P.M., Lee, R.F., Seligman, P.F., 1992. Evidence for rapid, nonbiological 

degradation of tributyltin compounds in autoclaved and heat-treated fine-

grained sediments. Environ. Sci. Technol. 26, 1382-1387. 

Stephen, C.E., Mount, D.I., Hansen, D.J., Gentile, J.R., Chapman, G.A., Brungs, W.A., 

1985. Guidelines for deriving numerical national water quality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aquatic organisms and their uses. US EPA Report, PB-85-227049, 



49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Springfield, VA, USA. 

Sudaryanto, A., Takahashi, S., Monirith, I., Ismail, A., Muchtar, M., Zheng, J., 

Richardson, B.J., Subramanian, A., Prudente, M., Hue, N.D., 2002. Asia-
Pacific mussel watch: monitoring of butyltin contamination in coastal waters 

of Asian developing countries. Environ. Toxicol. Chem. 21, 2119-2130. 

Sudaryanto, A., Takahashi, S., Iwata, H., Tanabe, S., Ismail, A., 2004. Contamination of 

butyltin compounds in Malaysian marine environments. Environ. Pollut. 130, 

347-358. 

Tang, C.-H., Wang, W.-H., 2009. Organotin accumulation in oysters and rock shells 

under field conditions. J. Environ. Monit. 11, 1601-1607. 

U'Ren, S.C., 1983. Acute toxicity of bis (tributyltin) oxide to a marine copepod. Mar. 

Pollut. Bull. 14, 303-306. 

Waldock, M., Thain, J., 1983. Shell thickening in Crassostrea gigas: Organotin 

antifouling or sediment induced? Mar. Pollut. Bull. 14, 411-415. 

X. Martínez-Lladó, O. Gibert, V. Martí, S. Díez, J. Romo, J.M. Bayona, J. de Pablo, 2007. 

Distribution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and tributyltin (TBT) 

in Barcelona harbour sediments and their impact on benthic communities. 

Environ. Pollut., 149, 104-113 

Yang, R., Zhou, Q., Liu, J., Jiang, G., 2006. Butyltins compounds in molluscs from 

Chinese Bohai coastal waters. Food Chem. 97, 637-643. 

  



50 

 

Yim UH, Khim JS, Kim M, Jung JH, Shim WJ, 2017 Environmental impacts and 

recovery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 Korea. Arch. Environ. Contam. 

Toxicol, 73, 47-54 

Yang, R., Cao, D., Zhou, Q., Wang, Y., Jiang, G., 2008. Distribution and temporal trends 

of butyltins monitored by molluscs along the Chinese Bohai coast from 2002 

to 2005. Environ. Int. 34, 804-810. 

  



51 

 

부록 

Appendix 1. Partial overview of the previous studies on butyltins compounds, 
summarizing samples for analysis 

  

Year Sites 
Samples for analysis Species 

(n) 
Reference 

Sediment Seawater Biota 

1995 Jinhae v v v 1 Hong et al., 2001 

1996 Kwangyang v v v 2 Kim et al., 2001 

1998 Korean coasts v   - Shim et al., 2003 

1992/2006/ 
2009 

Korean coasts  v  - Lee et al., 2009 

1994/2006 Korean coasts   v 2 Lee et al., 2009b 

1995-1998 Korean coasts   v 2 Shim et al., 2005 

1996/1998 Okpo v   - Shim et al., 2002 

1997-1998 Korean coasts   v 2 Hong et al., 2002 
1997-1998 Korean coasts   v 3 Shim et al., 2005b 

1998/2006 Korean coasts v   - Lee et al., 2008 

2001 Jeju v   - Kam et al., 2011 

2001 Kwangyang v v v 1 Choi et al., 2002 

2001-2002 Korean coasts   v 2 Lee et al., 2011 

2001-2005 Korean coasts v v v 1 Choi et al., 2009b 

2002-2003 -   v 1 Azumi et al., 2007 

2002-2003 Jinhae v v  - Shim et al., 2014 

2002-2004 
Ulsan, Busan, 
Jinhae 

v v  - Choi et al., 2009 

2002-2007 Korean coasts   v 1 Choi et al.,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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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Year Sites 
Samples for analysis Species 

(n) 
Reference 

Sediment Seawater Biota 

2003 Geoje v   - Kim et al., 2011 

2003/04, 
2008/09 

Jinhae v v v 1 Kim et al., 2014 

2003-2010 
Busan, 
Daecheon 

  v 1 Choi et al., 2013a 

2004-2005 Geoje   v 1 Kim et al., 2008 

2004-2009 Korean coasts   v 1 Choi et al., 2013b 

2006 Korean coasts   v 1 Choi et al., 2011 

2007 Busan v v v 1 Choi et al., 2010b 

2007 Jinhae v   - Shim et al., 2010 
2009, 2011 Ulsan v   - Baek et al., 2014 

2011 Busan v   - Choi et al., 2014 

2014-2015 
Ulsan, 
Kwangyang, 
Busan 

v v  - Lam et al., 2017 



53 

 

Appendix 2. List of macrozoobenthos from Samcheok in 2013 

  

Taxa ＼ Site S1 S2 S3 
Phylum Rhodophyta     

Class Bangiothycidae     
Porphyra sp.  *   
Phylum Cnidaria     

Class Scyphozoa     
Anthopleura Kurogane   *  
Phylum Phaeophyta     

Class Cyclosporeae     
Sargassaceae indet.   *  

Phylum Mollusca     
Class Gastropoda     

Lottia dorsuosa  * * * 
Monodonta neritoides  *   
Granulilittorina exigua  * *  
Littorina brevicula  *  * 
Reishia clavigera  * * * 
Cellana grata   *  
Cellana sp.   *  
Lottia kogamogai   *  
Notoacmea sp.   *  
Chlorostoma argyrostoma lischkei   *  
Littorina brevicula   * * 
Reishia bronni   *  
Reishia luteostoma   *  
Ceratostoma rorifluum   *  
Sacculosiphonaria japonica   *  
Lottiidae indet.    * 

Class Bivalvia     
Mytilus sp.  * * * 

Phylum Arthropoda     
Class Crustacea     

Pollicipes mitella  *   
Chthamalus challengeri  * * * 
Pachygrapsus crassipes   *  

Phylum Annelida     
Class Polychaeta     

Saccocirrus sp.  * * 
Syllis sp.   * 
Pisione s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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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List of macrozoobenthos from Samcheok in 2014 

 
  

Taxa ＼ Site S1 S2 S3 
Phylum Chlorophyta    

Class Ulvophyceae     
Ulvaceae  *   
Phylum Mollusca     
Gastropoda     
Lottia lindbergi  *   
Nipponacmaea sp.  * *  
Nipponacmaea schrenckii  *   
Lottia dorsuosa  *  * 
Cellana toreuma  * *  
Chlorostoma lischkei  * *  
Monodonta neritoides  * *  
Monodonta perplkexa perplexa  *   
Monodonta labio confusa  *   
Littorinidae indet.  *   
Nodilittorina radiata  * * * 
Lottorina brevicula  *  * 
Barleeia angustata  *   
Serpulorbis imbricatus  *   
Reishia clavigera  *   
Ceratostoma rorifluum  * *  
Muricidae indet.  *   
Hima fratercula hypolia  * *  
Siphonaria japonica  * * * 
Haloa sp.  *   
Cellana grata   * * 
Lottia tenuisculpta   *  
Nipponacmaea fusconiridis   *  
Lottia kogamogai   * * 
Patelloida conulus   *  
Lottiidae indet.   *  
Littorina sitkana   *  
Patelloida pygmaea pygmaea    * 

Class Polyplacophora     
Placiphorella stimpsoni  *   
Ischnochiton comptus  *   
Rhyssoplax kurodai   *  

Class Bivalvia 이매패강    
Septifer virgatus  *   
Mytilus sp.  * * * 
Tellinidae ind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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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Continued) 

Taxa ＼ Site S1 S2 S3 
Phylum Cnidaria     

Class Anthozoa     
Anthopleura japonica  *   
Anthopleura midori  *   
Anthopleura sp.  *  

Phylum Echinodermata     
Class Echinodea     

Hemicentrotus pulcherrimus  *   
Phylum Arthropoda     

Class Crustacea     
Chthamalus challengeri  * * * 
Pollicipes mitella  * *  
Pachygrapsus crassipes  *   
    
Gaetice depressus  * *  
Hemigrapsus sanguineus  * *  
Paguridae indet.  *   

Phylum Platyhelminthes     
Class Tubellaria     

Tubellaria unid. * *  
Phylum Annelida     

Class Polychaeta     
Marphysa sp.  *   
Nereis multignatha  * *  
Polydora sp.  *   
Dorvillea sp.   * 
Glycera chirori   * 
Glysinde sp.   * 
Ophiodromus sp.   * 
Pisione sp.  * * 
Saccocirrus sp.  * * 
Syllis 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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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List of macrozoobenthos from Samcheok in 2015 
Taxa ＼ Site S1 S2 S3 
Phylum Chlorophyta     

Class Chlorophyceae     
Ulvales   * * 

Phylum Phaeophyta     
Class Phaeophyceae     

Fucales  *   
Phylum Cnidaria     

Class Anthozoa     
Anthopleura sp.   * 
Anthopleura midori  * *  

Phylum Mollusca     
Class Gastropoda     

Lottia dorsuosa    * 
Lottia sp. * * * 
Omphalius pfeifferi    * 
Crepidula onyx    * 
Cellana grata  *   
Monodonta neritoides  *   
Granulilittorina exigua  * * * 
Littorina brevicula   * * 
Nipponacmaea schrenckii schrenckii  * * * 
Notoacmea sp.  * * * 
Reishia sp.  *  
Reishia clavigera   *  
Ceratostoma rorifluum  * *  
Siphonaria japonica   *  
Mitrella nicincta    * 
Columbellidae indet.    * 
Chlorostoma turbinata  *  * 
Muricidae indet.  *  * 
Nucella heyseana    * 
Semisulcospira gottschei nordiperda    * 
Serpulorbis imbricatus   *  
Ceratostoma inormatum   *  
Omphalius rusticus  *   
Aplysia sp.  *   

Class Polyplacophora     
Acanthopleura japonica  *   
Onithochiton hirasei  *   

Class Bivalvia     
Mytilus sp.  * * * 
Ostrea 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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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Continued) 
Taxa ＼ Site S1 S2 S3 
Phylum Arthropoda     

Class Crustacea     
Pollicipes mitella  * *  
Chthamalus challengeri  * * * 
Grapsidae indet.  *  * 
Pachygrapsus crassipes   * * 
Isopoda  *  
Gammridae 1.  *  
Corophium sp.   * 
Graetice depressus  *  
Phylum Echinodermata     
Holothuroidea   * 

Class Echinodea    
Hemicentrotus pulcherrimus    * 

Phylum Porifera    
Class Desmospongia     

Hymeniacidon sinapium  *   
Phylum Annelida     

Class Polychaeta     
Dorvillea sp.  * * 
Nereis sp.   * 
Glycera chirori   * 
Ophiodromus sp.  * * 
Saccocirrus sp.  * * 
Pisione sp.  * * 
Phylum Nemertinea  * * 
Phylum Nematoda  * * 
Phylum Platyhelminth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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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List of macrozoobenthos from Tongyeong in 2013 
Taxa ＼ Site T1 T2 T3 
Phylum Chlorophyta     

Class Ulvophyceae     
Ulva pertusa  * * * 
Codium fragile    * 

Phylum Phaeophyta     
Class Cyclosporeae     

Hizikia fusiformis  *  * 
Sargassum thunbergii  *  * 

Phylum Porifera     
Class Demospongia     

Hymeniacidon sinapium  *   
Haliclona permollis    * 

Phylum Cnidaria     
Class Anthozoa     

Haliplanella lucia  *   
Anthopleura midori  *  * 
Anthopleura japonica  *   
Actiniidae indet.    * 

Phylum Mollusca     
Class Gastropoda     

Patelloida pygmaea pygmaea  * * * 
Nipponacmaea sp.  *   
Patelloida saccharina lanx  *   
Monodonta labio confusa  * * * 
Trochidae indet.  *  * 
Omphalius rusticus rusticus  *   
Lunella coronata coreensis  *  * 
Heminerita japonica  * * * 
Littorina brevicula  * * * 
Granulilittorina exigua  *  * 
Batillaria sp.  *   
Serpulorbis imbricatus  * * * 
Hima pratercula hypolia  *   
Reishia clavigera  * * * 
Ocinebrellus inornatum  *   
Nipponacmaea schrenckii schrenckii    * 
Chlorostoma argyrostoma turbinatum    * 
Littorina sitkana    * 
Batillaria cumingi   * * 
Batillaria multiformis  * * * 
Patelloida conulus   *  
Littorina sp.   *  
Granulilittorina sp.  * * * 
Heliacus 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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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Continued) 
Taxa ＼ Site T1 T2 T3 

Class Polyplacophora     
Lioloplura japonica  *  * 
Acanthochitona achates  *  * 
Lepidozona coreanica  *   

Class Bivalvia     
Mytilus sp.  * * * 
Crassostrea gigas  * *  
Barbatia virescens  * * * 
Carditidae indet.  * * * 
Ruditapes philippinarum   * * 
Megacardita koreana   * * 
Musculus cupreus   *  
Scintilla sp.   *  
Ostrea denselamellosa   *  

Phylum Arthropoda     
Class Crustacea     

Chthamalus challengeri  * * * 
Paguridae  * *  
Pachygrapsus crassipes    * 
Tanaidacea    * 
Balanus albicostatus     
Hernigrapsus sanguineus   *  
Gammaridea1  * * 
Gammaridea2  *  
Gammaridea3  *  
Caperella sp.   *  

Phylum Echinodermata     
Class Holothuroidea     

Holothuriidae indet. *   
Class Stelleroidea     

Asterina pectinifera    * 
Phylum Chordata     

Class Ascidiacea     
Styela plicata  * * * 
Halocynthia hispida  *   
Styelidae indet.  *  

Phylum Annelida     
Class Polychaeta     

Eteone sp.   * 
Serpula sp.    * 
Terebella sp.    * 
Polydora sp.   * * 
Phylum Platyhelminth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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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List of macrozoobenthos from Tongyeong in 2014 
Taxa ＼ Site T1 T2 T3 
Phylum Rhodophyta     

Class Rhodophyceae     

Halymeniaceae  *   

Phylum Mollusca     

Class Gastropoda     

Lunella coronata coreensis  * * * 

Monodonta labio confusa  * * * 

Acmaeidae indet.  * *  

Heminerita japonica  * * * 

Batillaria sp.  *  * 

Nodilittorina radiata  * * * 

Littorina sp.  *   

Reishia clavigera  * * * 

Reishia luteostoma  *   

Nassarius sp.  *  * 

Lunella sp.    * 

Lottia tenuisculpta    * 

Nipponacmaea sp.    * 

Omphalius rusticus    * 

Barleeia angustata    * 

Vermetidae indet.    * 

Lottorina brevicula    * 

Patelloida saccharina lanx   *  

Lottia sp.   *  

Littorinidae indet.   *  

Class Polyplacophora     

Acanthopleura japonica  * * * 

Acanthochitona 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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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List of macrozoobenthos from Tongyeong in 2015 
Taxa ＼ Site T1 T2 T3 
Phylum Phaeophyta     

Class Phaeophyceae     
Sargassum thunbergii   *  
Ishige sinicola  * *  

Phylum Chlorophyta     
Class Chlorophyceae     

Cladophorales  *  * 
Ulvales  * * * 
Codiales  *   

Phylum Cnidaria     
Class Anthozoa     

Haliplanella lucia   *  
Anthopleura midori  * *  
Anthopleura sp.   * * 

Phylum Mollusca     
Class Gastropoda     

Nipponacmaea sp.  * * * 
Nipponacmaea schrenckii schrenckii   * * 
Monodonta labio confusa  * * * 
Omphalius rusticus rustucus  * * * 
Patelloida saccharina lanx  * * * 
Cantharidus sp.  *   
Lunella coronata coreensis  * * * 
Heminerita japonica  * * * 
Littorina brevicula  * * * 
Granulilittorina exigua  * * * 
Batillaria sp.  *   
Lepetidae indet.    * 
Nassarius sp.  *   
Serpulorbis imbricatus  * * * 
Reishia clavigera  * * * 
Lottidae indet.   *  
Lottia dorsuosa    * 
Lottia sp.   * 
Batillaria multiformis  *   
Chlorostoma turbinata   * 
Turbo coronata coreensis   * 

Class Polyplacophora     
Acanthochitona sp.  * * * 
Lioloplura japonic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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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Continued) 

  

Taxa ＼ Site T1 T2 T3 
Class Bivalvia     

Mytilus sp.   *  
Barbatia virescens   * * 
Crassostrea sp.  * * * 
Claudiconcha japonica  * *  
Cardita leana    * 
Laternula anatina    * 
Nuttallia japonica  *   
Macoma sp. *   
Ruditapes philippinaru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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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Comparison of BTs concentrations (ng Sn g-1 ww) in biota collected from coastal areas of East Asia. 

  

Country Site 
TBT  

ban year 
Sampling 
date 

Organism 
Butyltins(a) 

BDI References 
MBT DBT TBT ∑BTs 

Korea  2003         
 Kwangyang  1994 Bivavles 6-21 3-18 1.2-2.2 11-30 1-9.6 Park et al. 1996 
 Chinhae  1994  nd 14.1 nd 14.1 nd 
 Coast area  1997 Starfish nd-572 2-150 nd-27 12-1035 1.6-104.6 Shim et al. 2005a 
    Bivalves nd-92 5-140 3-322 8-493 0.2-1.4 
 South Coast  1997-1998 Bivalves 6-216 9-566 7-492 25-1233 0.4-3.5 Hong et al. 2002* 
 East Coast  1998  10-203 18-334 23-111 51-648 0.4-4.9 
 West Coast  1998  2-5 7-22 5-16 15-425 1.7-2.2 
 Coast area  1995-1998 Bivalves 24 34 113 172 0.5 Shim et al. 2005b 
   2001  19 53 98 170 0.7 
 Coast area  2000 Gastropoda - - 1-102 - - Shim et al. 2000 
 Coast area  2001-2003 Bivalves - - 2-516 - - Choi et al. 2009* 
   2004-2005  - - nd-63 - - 
 Coast area  2004/2009 Gastropoda nd nd-29 nd-37 nd-66 - Choi et al. 2013 
 Coast area  2006 Cetacean 82-26 30-151 12-141 53-247 0.3-9.6 Choi et al. 2011 
 West, South  2006 Bivalves nd nd nd-60.2 nd-60.2 - Lee et al. 2009 
 Chinhae  2008-2009 Bivalves nd-7.2 2-22 10-69 15-86 0.2-1.1 Kim et al. 2014 
   2012-2013 Bivalves nd-9 nd-14 6-92 7-125 0-1.5 
 East, South  2013-2015 Marine organisms nd-394 nd-266 nd-64.3 5-430 nd-48.4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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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Continued) 

  

Country Site 
TBT  

ban year 
Sampling 
date 

Organism 
Butyltins(a) 

BDI References 
MBT DBT TBT ∑BTs 

China  -         
 Finless porpoise  1990-1991 Cetaceans 34 193 34 261 6.7 Tanabe et al. 1998* 

Zhang et al. 2002  Pearl river  1998 Bivalves 1 48 13 63 4 
    Pisces nd 6.2-15.2 5-19 11-34 0.8-1.6  
    Shrimp 0.6 12.2 3.6 16.4 3.6 
 Hong Kong Coast area 1992 1999 Bivalves 3-63 3-39 7-135 15-234 0-2 Sudaryanto et al. 2002* 

Yang et al. 2004 
Yang et al. 2008 

 Bohai coast  2002 Molluscs nd-52.2 nd-358 nd-383 nd-407 nd-16 
   2004-2005  3-18 7-39 4-67 15-97 0.4-3.9 
 Coast area  2004 Gastropoda nd-140 nd-39 nd-7 nd-182 nd-53.8 Leung et al. 2006 

Ho and Leung 2014 
 

Dapeng Bay 
Daya Bay 

 
2012 Gastropoda - 1-7 1-49 - - 

 Futian  2013 Gastropoda - 11-2 nd-5 - - Deng et al. 2015 
    Bivalves - 2 1 - -  
    Pisces - nd-3 nd-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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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Continued) 

Country Site 
TBT  

ban year 
Sampling 
date 

Organism 
Butyltins(a) 

BDI References 
MBT DBT TBT ∑BTs 

Japan  1989         
 Coast area  1981-1997 Cetaceans 240 1154 260 1654 5.3 Tanabe et al. 1998* 
   1990/1995 Pinnipeds 31 31 17 79 4  
 Tokyo Bay  1989 Bivalves 14-81 21-2778 8-98 142 3.3 Higashiyama et al. 1991* 
 Osaka  1989 Bivalves nd nd 10-12 - - Harino et al. 1999* 
   1990-1996  nd nd 2-115 - -  
 Coast area  1990-1991 Gastropoda nd nd nd-205 - - Horiguchi et al. 1997* 
 Otsuchi Bay  1994-2001 Shrimp nd-12 nd-8 1.4-35 1.4-45 nd-1.8 Takeuchi et al. 2004* 
 Ostuchi Bay  1995-1999 Bivalves 7-21 7-24 21-59 35-102 0.7-1.2 Harino et al. 2003 
   2005 Bivalves 0.8-6 0.6-18 0.6-57 2-82 0.4-2.7 Harino et al. 2007 
 Northern Kysushu  1998-2001 Bivalves - - 8-42 - - Inoue et al. 2006* 
 Maizuru Bay  2003 Bivalves 0.83-2.9 0.83-3.1 0.77-11 - - Ohji et al. 2007 
   2007 Bivalves 2-4 1-4 2-9 6-17 0.8-1.8 Eguchi et al. 2010 
 Koshima Bay  2005 Bivalves 25-107 5-38 2-114 49-259 1-28 Koyama et al. 2012* 
    Gastropoda 23-188 5-34 1-42 29-253 5.1-173.4  
India  -         
 Coast area  1994 Bivalves nd-250 nd-110 nd-150 2-378 0-25 Kan et al. 1997 
 Coast area  1998 Bivalves nd-45 nd-77 nd-233 nd-343 0-30 Sudaryanto et al. 2002* 
 Goa  2007 Bivalves 18-34 32-55 104-168 154-257 0.5-0.5 Jadhav et al. 2011 
 Karwar    9-37 47-91 56-67 120-188 0.9-2.3 
 Mumbai    6-17 2-9 23-27 34-60 0.4-1.6 

  



66 

 

Appendix 8. (Continued) 

Country Site 
TBT  

ban year 
Sampling 
date 

Organism 
Butyltins(a) 

BDI References 
MBT DBT TBT ∑BTs 

Taiwan  2008         
 Luermen stream estuary  2003-2004 Bivalves 3-6907 21.9-6160 86.2-5770 139-18837 0.1-2.3 Tang et al. 2009 

 Kaohsiung harbor 
 

2006 
Brachyura 
(muscle) 

0.2-15 2-54 2-82 9-939 0.4-2.9 
Chen et al. 2016 

  
 

 
Brachyura 
(crab 
hepatopancreas) 

7-298 15-288 25-352 50-939 0.6-6.3 
 

Vietnam  2003         
 Coast area  1998 Bivalves nd-2 nd-10 1-34 1-44 0-2 Sudaryanto et al. 2002* 
 Coast area  2002 Bivalves 0.2-6 0.1-1.2 0.3-9.4 0.8-11 0.2-16.1 Midorkawa et al. 2004 
 Coast area  2003 Bivalves 0.6-4 0.8-5 0.8-3 2-12 1.9-3 Nhan et al. 2005 
           
Malaysia  -         
 Coast area  1997-1998 Pisces 2-7 nd-13 2.4-190 5.3-210 0.1-2.3 Sudaryanto et al. 2004 
 Coast area  1998 Bivalves nd-50 nd-82 1-299 1-426 0-2 Sudaryanto et al. 2002* 
Cambodia  -         
 Coast area  1998 Bivalves nd-17 nd-19 1-36 1-72 0-12 Sudaryanto et al. 2002* 
Philippines  -         
 Coast area  1997-1998 Bivalves nd-10 nd-10 nd-19 nd-34 nd-5 Sudaryanto et al. 2002* 

nd: not detected, -: no data available 

*Concentrations were normalized to Sn ion. 
(a)Concentration was calculated assuming a moisture content of 80 percent except for this study (Stephen et al., 1985). 

  



67 

 

영문초록 

 

Thirteen years ago,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regulation prohibiting the 

use of tributyltin (TBT), which was a component of antifouling paints.  A subsequent 

decline in the concentration of butyltins (BTs) was recorded in seawater and the sediment, 

however, the current concentration of BTs in biota has not been well documented.  Th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and concentration of BTs was recorded in biota from 2013 

to 2015 along the coasts of Samcheok and Tongyeong using GS/MSD analysis.  

Crustaceans contained the greatest concentrations of BTs, followed by gastropods, fishes, 

and bivalves.  We found that the concentration of BTs was greater at Tongyeong 

compared to Samcheok, because of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e 

also confirmed that the regulation has been effective by showing that the TBT 

concentration decreased over the 3-year study period.  The TBT concentrations of 

gastropods and bivalves fell within the limits of the guidelines and/or the effective 

concentration of the toxicological endpoint reported previously.  The concentration of 

BTs also varied among species, being dependent on the weight of the soft tissue.  

Furthermore, the greater quantities of BTs degradation products compared to TBT 

confirmed the absence of recent inputs of pollutants during the study periods.  We 

investigated the benthic community in the study area for estimating butyltins’ impacts 

on the benthic community.  We found butyltins degradation index significantly related 

with several ecological indices (p < 0.05).  However, compared with other Asian 

countries, biota BTs were greater in Korea, with noticeably greater concentrations along 

the south coast.  Thus,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distribution of BTs along the Korean 

coasts is required in the future.  In conclusion, our results provide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recent trends of BTs in Korea. 

Keywords: Butyltins, tributyltin, benthic community, butyltin degradation index, 

marine pollution. 

Student number: 2016-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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