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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levels of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in
breast milk and to evaluate the relations with factors affecting these levels.

Methods: The congener levels of PBDE in 22 samples of breast milk were analyzed using a high resolution gas
chromatograph with a high resolution mass detector. In accordance with ou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the
recoveries of internal standards had to range between 68% and 118%. Since the distribution of PBDE
concentrations is close to log-normal, the data were logarithmically transformed before analysis. Test subjects
were healthy primipara and multipara mothers with a mean age of 32 (SD = 2.7) in 2006.

Results: Seven PBDE congeners (BDE-28, 47, 99, 100, 153, 154, and 183) were detected and identified in all
of the pooled breast milk samples, indicating widespread contamination from PBDEs in the environment in
Korea. Residue levels of total PBDEs (sum PBDEs from tri- to hepta-BDE) ranged from 0.84-13.1 ng/g lipid
with median and geometric mean levels of 2.6 ng/g lipid and 2.74 ng/g lipid, respectively. PBDE congeners 47,
99 and 153 markedly predominated and accounted for about 75% of the amount of the PBDE congeners
analyzed. BDE-47 was the dominant congener in most samples, whereas BDE-153 was predominant in a few
(n = 7/22). BDE-47 was highly correlated with total PBDEs (r = 0.987, p < 0.01). In analyses of the differences
of the means of log transformed breast milk PBDE levels for groups of potential covariates, only breast milk
BDE-47 and BDE-99 level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ish (p < 0.05) and meat consumption (p < 0.01).
However, we did not fin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BDE levels and maternal age, body mass index
(BMI), parity, job presence and smoking status.

Conclusions: Our findings are mainly limited due to the small sampling size and low doses of PBDEs exposure.
Background and human exposure data of PBDEs is lacking, and longitudinal investigations into the environment
and biota are encouraged to determine the health impact on future popul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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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새로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

lutants, POPs)인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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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s)는 폴리우레탄 폼, 가구나 가전제품의 표면처

리와 플라스틱 고분자물질에 첨가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지용성으로 인체 축적이 쉽고 잔류성,

독성,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1) 또한,

PCDDs/DFs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di-

benzofurans),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와 유

사하게 먹이사슬로 축적이 되고 모체로부터 태아로

전이된다.2)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PBDEs의 주요

소비국 중 하나로 브롬계 난연제의 소비량은 점차 증

가하는 추세이다.3) 비록, 2006년 유럽공동체에서

penta-, octa-BDEs에 대한 과학적 위해성 평가 결과

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상업용 PBDEs 제품

의 생산을 금지4)하였다 할지라도 아시아 국가에서는

PBDEs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우리

나라는 환경표시(환경마크)제도를 통하여 간접규제

를 시행하고 있으나 큰 실효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PBDEs 인체노출량과 잠복고환의 발병률 간

에 유의한 상관성이 관찰되었다.5) 또한, 동물 실험을

통하여 PBDEs는 생식 장애, 갑상선 호르몬 균형 방

해, 신경발달 장애와 같은 많은 독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6,7) 현재, PBDEs의 인체노출요인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 노출요인과 인체노출

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8) 선행

연구를 통하여 PBDEs의 지방 내의 농축과 먹이망

내에서의 생물농축은 유기오염물질인 PCDDs/DFs,

PCBs와 매우 흡사함이 증명되었다.9) 비록 PBDEs가

일상생활용품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노출경

로는 아니지만, 식품섭취에 의한 생체농축의 메커니

즘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유사하다. 어류 소비량

이 많은 일본과 북유럽은 식품섭취에 의한 노출 중

거의 대부분을 어류가 차지하고 있다.10,11) 반면, 어

류의 섭취가 적은 북미는 대부분의 노출은 유제품과

육류를 통해 이루어진다.12) 국내의 경우 PBDEs 섭

취에 가장 높게 기여하는 것은 어패류로 1일 식품섭

취량의 42.6%에 해당하였다.13) 식품섭취 외에도 PBDEs

의 노출에는 다양한 경로가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 중 전자제품의 사용에 의해 노출,14) 집먼지에

의한 노출 또는 오염된 실내공기의 흡입15)으로 PBDEs

에 노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PBDEs의 주요 수입국의 하나이

지만, 지금까지 연안퇴적물16)과 생체17)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뿐 일반인 모유 중 PBDEs에 대한 노출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PB

DEs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출인자는 그 오염수준

의 확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수유기 유아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유 중 PBDEs 이성질

체에 대한 농도를 동위원소희석법을 이용한 고분해

능 질량분석기로 분석하고 이러한 오염물질의 체내

축적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모의 식습관 및 노

출인자와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시료 채취

본 연구에 사용된 모유 시료의 채취 기준은,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3차 의정서18)에 준하

였으며,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수유 대상 유아는 1인이며, 모유 제

공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산모를 대상으로 시료제공

자를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임상학적으로 문제

가 없고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없는

25명을 선정하였으며, 모유 사용동의서는 시료를 채

취하기 전에 모든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하였다. 모

유 시료의 채취는 모니터요원이 병원, 산후조리원 및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초유(출산 후 3일 이내), 출

산 후 30일째 모유, 출산 후 60일째 모유를 50~100

ml 채취하여 분석 전까지 −20oC 이하에서 냉동·보

관하였다. 또한, 기초 체격, 주거환경, 직업, 연령, 식

이습관, 약물복용 여부 등과 같은 산모 및 유아의

정보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모니터요원에 의한 직접

면접법으로 조사하였으며, Table 1에 요약하였다.

본 연구계획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서 구성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2. 분석방법

모유 중 PBDEs의 분석은 시료량이 충분한 22개

의 모유를 선정하여 출산 후 30일째 모유를 분석하

였으며, 추출 및 정제과정은 다음과 같다.

출산 후 30일째 모유 시료 50 g을 취하여 500 ml

분액 여두에 넣고 정제용 내부표준물질(MBDE-MX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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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ington Laboratories, Canada) 13C-labelled BDEs

(13C-BDE-28, -47, -99, -100, -153, -154 및 -183) 1,250

pg을 첨가하여 잘 흔들어준 뒤 소량의 옥살산나트륨,

에탄올, 염화나트륨(PCB analysis grade, Wako, Japan)

을 가하여 분해시켰다. 이후 n-헥산(Ultra residue an-

alysis, J.T. Baker)으로 2회 액-액 추출한 다음 세정

수 200 ml로 2회에 걸쳐 수세하였다. n-헥산 추출액

은 무수황산나트륨(PCB analysis grade, Wako, Japan)

으로 탈수 후 회전증발농축기를 이용하여 5 ml까지

농축한 다음 1 ml를 분취해 용매를 제거한 후 중량

측정법에 의하여 지방함량을 측정하였다. 지방함량

을 측정한 시료는 n-헥산을 이용하여 녹인 뒤 추출

액과 함께 다층실리카겔 컬럼(70~230 mesh, Merck,

Darmstadt, Germany)으로 클린업하였다. 다층실리카

겔 컬럼은 하단부터 무수황산나트륨 1 g, 중성 실리

카 1 g, 2% 알칼리 실리카 3 g, 중성 실리카 1 g, 44%

황산 실리카 10 g, 22% 황산실리카 4 g, 중성 실리카

1 g, 무수황산나트륨 3 g을 충진한 후 n-헥산 50 ml

로 방해물질을 제거하고 디클로로메탄 10% 용액(디

클로로메탄: n-헥산, v/v) 150 ml로 PBDEs를 용출시

킨 다음 활성탄(dioxin analysis grade, Wako, Japan)

1 g과 디클로로메탄 25% 용액(디클로로메탄: n-헥산,

v/v) 80 ml로 PBDEs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용출액

은 50 µl로 농축한 후 회수율 측정용 내부표준물질

(MBDE-MXFR, Wellington Laboratories, Canada)

13C-BDE-77, -138을 1,250 pg 첨가하고 최종적으로

25 µl로 농축한 다음 HRGC/HRMS (Agilent 6890

series gas chromatograph/JEOL Mstation 800D mass

spectrometer)로 분해능 10,000 이상(10% valley)에서

선택이온검출법(Selected ion monitoring, SIM) 모드

로 검출하였다.

PBDEs 각 이성질체에 대한 정성확인을 각 동족체

마다 2개의 선택이온의 이온강도의 비가 99% 신뢰

구간에 들어오면 정성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대상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LCS

(Labelled compounds standard)에 대한 반응계수를

이용한 동위원소 희석법(Isotope dilution method)과

상대반응계수(Relative Response Factor, RRF)를 이

용한 내부표준법에 따라 정량하였다.

바탕시료(blank sample) 분석은 용매나 초자로부

터 방해물질 또는 오염을 검토하기 위하여 5개 시

료마다 1개씩 동시에 분석하였다. 주입된 7종의 13C-

이성질체의 평균 회수율은 68~118%의 범위였으며,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는 0.02~0.08 ng/g

이었다.

3. 통계적 자료의 처리 및 분석

PBDEs의 log-normality는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로그 변환 후

PBDEs 농도값은 정규분포 1에 가까웠다. 두 그룹

Table 1. Maternal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Subject  characteristics Mean±SD (range) or n (percentage)

Maternal age at delivery (years) 32 ± 3.1 (26~38)

Lipid contents (%) 2.7 ± 1.4 (0.8~6.1)

Parity (primipara/multipara) 13/9 (59/41)

Pre-pregnancy BMI (kg/m2) 20.6 ± 2.7 (16.1~28.4)

Perinatal BMI (kg/m2)a 22.7 ± 2.9 (16.8~30.2)

Fish & Shellfish consumption (<1/2-3/>3 times/week) 10/8/4 (45/36/18)

Meat consumption (<1/2-3/>3 times/week) 17/2/3 (77/9/14)

Milk products consumption (<1/2-3/>3 times/week) 6/8/8 (27/36/36)

Cheese consumption (No/1-2/>3 times/week) 9/11/2 (41/50/9)

Job presence (yes/no) 2/20 (9/91)

Previous work history (yes/no) 18/4 (82/18)

Smoking habit (non-smoker/ex-smoker/current smoker) 17/5/0 (77/23/0)

Change of dietary habit after pregnancy (yes/no) 6/16 (27/73)

Living near factories (<5 km) (yes/no) 0/22 (0/100)
aPerinatal BMI: body mass index of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delivery.



443 위성욱·윤조희·민병윤

J Environ Health Sci 2011: 37(6): 440-449 http://www.kseh.org/

사이(예. 출산경력)를 비교할 때 Student t-test를 사

용하였으며,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은 매개변수간 선형관계로 계산되었다. 모유

중 PBDEs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파악하기 위

하여 산모의 연령과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연속 변수로, 출산경력, 흡연습관, 직업경험

등은 2개의 가변수로, 그리고, 산모의 식습관은 3개

의 가변수로 만들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 결과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평가되었으며,

결과해석을 위한 자료의 통계분석은 Statistica (version

6.0, statsoft Inc., OK, USA) software system으로

수행되었다.

III. 결 과

연구대상자의 모유 지방에 축적된 BDE-28, -47, -

99, -100, -153, -154 및 -183의 기술적 통계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모유 중 PBDEs 농도 분포(Fig.

1(a))는 정규분포로 나타나지 않았다(Kolmogorov-

Smirnov, Shapiro-Wilk test for normality, p<0.01).

따라서 Fig. 1(b)와 같이 로그변환(n-log transform-

ation)한 결과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정

규성 검정은 로그 정규 분포로 잘 나타나 기초통계

량은 변환된 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초산부 여성의 모유 중 ΣPBDEs (BDE-28, -47, -99,

-100, -153, -154, -183의 합) 농도는 1.12~13.1 ng/g

lipid의 범위로 기하평균은 3.1 ng/g lipid, 최대노출

그룹인 95th 백분위수는 13.1 ng/g lipid이었다. 경산

부 모유 중 ΣPBDEs의 기하평균은 2.37 ng/g lipid

(범위 = 0.84~6.19 ng/g lipid)로 초산부 여성보다 낮

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나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tri-부터

hepta-BDEs까지 PBDE 이성질체 사이에서도 두 그

Fig. 1. Distribution of total PBDE breast milk values (A)
and logarithm-transformed values (B).

Table 2. Geometric mean (GM) concentrations (ng/g lipid wt.) of lipid and PBDE congeners in breast milk samples

 Parameter
Primipara Multipara

p valuea

GM (95% CI) GSD Median Range GM (95% CI) GSD Median Range

Lipid (%) 2.93 (2.25~3.82) 1.51 3.09 1.45~4.96 2.71 (1.94~3.78) 1.59 2.42 1.57~6.14 0.790

BDE-28 0.17 (0.10~0.28) 2.19 0.16 0.06~0.64 0.12 (0.08~0.19) 1.88 0.09 0.07~0.51 0.290

BDE-47 1.23 (0.73~2.09) 2.29 1.08 0.37~5.95 0.67 (0.30~1.53) 3.15 0.91 0.07~2.18 0.250

BDE-99 0.31 (0.18~0.53) 2.33 0.26 0.13~1.71 0.25 (0.13~0.47) 2.48 0.26 0.05~1.24 0.603

BDE-100 0.29 (0.16~0.55) 2.71 0.29 0.06~2.36 0.27 (0.14~0.53) 2.56 0.25 0.05~0.96 0.640

BDE-153 0.89 (0.58~1.36) 1.95 0.91 0.37~2.68 0.73 (0.54~0.98) 1.51 0.71 0.41~1.44 0.269

BDE-154 0.04 (0.02~0.06) 2.13 0.04 0.01~0.17 0.02 (0.01~0.05) 2.52 0.02 0.01~0.14 0.454

BDE-183 0.09 (0.07~0.12) 1.57 0.09 0.05~0.28 0.08 (0.06~0.10) 1.48 0.07 0.05~0.17 0.561

ΣPBDEs 3.10 (1.92~5.02) 2.13 2.86 1.12~13.1 2.37 (1.49~3.76) 1.91 2.60 0.84~6.19 0.317

CI: Confidence interval, GSD: Geomean standard deviation. a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PBDE congener concentrations

between the primipara and multipara. (p value in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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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초산부와 경산부 여성의 모유 중 BDE-47, -99, -100,

-153의 축적농도는 매우 높아 분석된 지표 이성질체

합의 8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BDE-47은 36.7%

의 조성비로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 또한, 이

들 이성질체는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중상관계수가

높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가장 높은 중상관계수는 BDE-47과 BDE-153 사

이에서 관찰되었다(Table 3). 하지만, BDE-183은

BDE-28과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BDE-28의 노출경로는 고분자량인 BDE-183의 노출

경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는 다양한 취업이력을 가진 모든 연구대상자

의 이성질체 분포와 이용가능한 상업용 생산품의 구

성성분19)을 비교하였다. 모유 중 PBDE 이성질체 분

포패턴은 상업용 생산품인 penta-BDEs (Bromkal 70-

5DE, DE-71), octa-BDEs (Bromkal 79-8DE, DE-79)

의 조성비율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상업용 penta-

BDEs 제품의 구성성분과 모유 지방에 축적되어 있

는 BDE-47, -100의 조성비는 유사하였으나 BDE-99

는 상업용 생산품보다 낮고 BDE-153은 모유에서 3

배 이상 높은 조성비를 보였다. 특히, BDE-183은

octa-BDEs 제품의 주요 구성 이성질체로 모유에서

약 10배 정도 낮은 조성비로 나타났다(Fig. 2). 또한,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mong lipid-adjusted breast milk concentrations of indicator PBDE
congeners

Congener BDE-28 BDE-47 BDE-99 BDE-100 BDE-153 BDE-154 BDE-183

BDE-28 1

BDE-47 0.548** 1

BDE-99 0.446* 0.865** 1

BDE-100 0.460* 0.902** 0.919** 1

BDE-153 0.628** 0.943** 0.854** 0.825** 1

BDE-154 0.461* 0.642** 0.634** 0.482* 0.731** 1

BDE-183 0.214 0.598** 0.546** 0.457* 0.689** 0.878** 1

ΣPBDEs 0.584** 0.987** 0.919** 0.924** 0.964** 0.682** 0.628**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Fig. 2. Comparison of PBDE congener profiles and commercial mixtures18) in individual donors related to previous work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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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E-47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모유 중 68% (n = 15/

22)에서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었으나 32% (n = 7/

22)의 모유에서는 BDE-153이 BDE-47보다 더 높은

조성비를 보였다.

한편, 직장경험(교육, 서비스업, 관리직, 간호사, 요

리사 및 컴퓨터 그래픽)이 있는 산모(기하평균 = 2.87

ng/g lipid)와 이전 직장경험이 없는 산모(기하평균

= 2.53 ng/g lipid)의 모유 중 ΣPBDEs 농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성질체의

분포패턴도 유사하였다(Fig. 2).

Table 4는 로그변환된 각 PBDE 이성질체 농도와

연구대상자의 노출인자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나

타내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산모의 식이습관이

BDE-47, -99의 체내 축적량과 관련되었음을 보여주

었다. BDE-47은 어패류의 섭취빈도가 많은 여성이

(p < 0.05), 그리고 BDE-99는 육류의 섭취빈도가 많

은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반

면, BDE-28, -100, -153, -154, -183 및 ΣPBDEs는

식습관과 관련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른 독립변수들도 PBDEs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Table 4). 그러나 Fig. 3과 같

이 산모의 식습관에 따른 ΣPBDEs 농도를 각 변수

별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해 본 결과 비록, 통계

적으로 유의성 있는 상관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어

패류의 섭취빈도가 많아질수록 ΣPBDEs의 체내축적

량은 증가하였으며, 육류 역시 섭취빈도가 많은 여

성의 체내축적량이 높아 어패류, 육류의 섭취빈도는

PBDEs의 체내축적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나타났다.

Table 4. Standardized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s between PBDE congeners or ΣPBDE levels in breast milk and various
maternal characteristics

Factor BDE-28 BDE-47 BDE-99 BDE-100 BDE-153 BDE-154 BDE-183 ΣPBDEs

Maternal age (years) 0.066 0.068 0.056 0.009 0.063 0.038 0.055 0.052

Pre-pregnancy BMI (kg/m2) 0.077 0.080 0.041 -0.009 0.016 0.085 0.049 0.043

Perinatal BMI (kg/m2) 0.077 0.086 0.061 0.035 0.029 0.087 0.036 0.057

Parity -0.359 -0.602 -0.227 -0.088 -0.195 -0.437 -0.109 -0.271

Smoking habits 0.170 0.112 0.211 0.051 0.247 0.318 0.151 0.172

Job presence 0.287 0.068 0.023 -0.128 -0.114 -0.051 0.014 0.023

Previous work history 0.052 0.012 -0.004 -0.041 -0.001 -0.025 0.019 0.002

Fish & Shellfish consumption 0.119 0.490* 0.366 0.308 0.251 0.205 -0.095 0.326

Meat consumption 0.141 0.251 0.324** 0.043 0.147 0.181 0.309 0.180

Milk products consumption 0.046 -0.278 -0.141 -0.184 -0.059 -0.228 -0.134 -0.119

Cheese consumption -0.151 0.347 0.103 0.062 -0.089 -0.151 -0.141 0.063
*
p<0.05; **p<0.01.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using the n-logarithm of PBDE breast milk concentrations on a lipid-weight

basis.

Fig. 3. Box-plots of the n-log transformed breast milk ΣPBDE levels between the different food consumption groups. Box
diagrams - solid lines, median; dotted lines, mean; box, 25/75% percentiles; outer lines, 10/90% percen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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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1. PBDE 이성질체 분포 특성

본 연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산모 모유 지방에서

7종의 PBDE 이성질체 (BDE-28, -47, -99, -100, -153,

-154 및 -183)의 농도 수준을 시험하였다. BDE-47,

-99, -100, -153의 합은 분석한 전체 이성질체의 8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BDE-47이 36.7%의 조성비로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BDE-47은 낮은 농도

에서도 내분비계 독성을 나타내며,6,7) 인체 내에서 고

환암(testicular cancer) 등의 위해성을 유발할 수 있

다.5) 일반적으로 BDE-47, -153은 전세계의 모든 인

체조직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며, ΣPBDEs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20)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이성질체의 분포패턴은 BDE-47 > BDE-153 > BDE-

100 > BDE-99 > BDE-28 > BDE-183 > BDE-154

순으로 BDE-47, -153은 모든 모유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국내의 비오염지역인 제주,21)

춘천지역22) 산모 모유 중 PBDE 이성질체의 분포패

턴과 유사하였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BDE-47은 인

체배경노출에서 지표 및 ΣPBDEs에 대한 좋은 척도

가 될 것이라고 나타내었다.2,20)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에서도 인체노출에 대한 적절한 생물지표로 BDE-

47을 제안하였고 BDE-47은 대부분의 다른 지표 이

성질체 특히, BDE-99, -100, -153과 유의성 있는 높은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

2. BDE-153 > BDE-47 우점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BDE-47, -99 농

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BDE-153

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다.14,23) 본 연구에서 BDE-153

은 32% (n = 7/22)의 모유에서 BDE-47보다 더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모든 연구대상자의 각각의 PB

DE 이성질체 분포와 이용가능한 상업용 생산품의

구성성분19)을 비교해 본 결과 BDE-153은 상업용 생

산품에 대응하여 약 3배 이상 높은 조성비를 보였다

(Fig. 2). 유사한 패턴(BDE-153>BDE-47)은 중국(모

유, 10/10 = 50%),14) 유럽(혈청, 47/54 = 87%),24) 미

국(모유, 3/40 = 7%)2) 등 여러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

다. 또한, 스웨덴 모유 중 PBDEs의 시간적 동향(19

72~2003년) 연구에서 1999년 이전까지는 BDE-47,

-99의 조성비율이 BDE-153보다 모든 모유에서 높았

다.25) 그러나 1999년 이후 상업용 penta-BDEs 제품

사용의 자발적인 억제로 BDE-47, -99는 감소하였으

나 같은 기간동안 BDE-153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여 2003년에는 BDE-153이 BDE-47보다 더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26) 이와 같은 최근의 PBDE 이성

질체의 패턴 변화는 상업용 penta-, octa-, deca-BDEs

생산품의 사용량, 배출요인 및 법적규제 그리고 이

성질체의 반감기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penta-, octa-BDEs의 갑상선 호르몬 합성, 신

경독성과 간암 유발과 같은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2006

년 유럽공동체에서는 이들 물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였으며,4) 전세계적으로 PBDEs의 사용량이 가

장 많은 북미지역에서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직

접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27) 이와 같이 위해성

이 강한 penta-, octa-BDEs의 사용금지와 PBDEs 감

소를 위한 국제정세변화에 따라 유럽지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BDE-47, -99와 ΣPBDEs의 농도수준

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14,23)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표시제도를 통하여 간접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큰 실효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전기·전자, 방염,

플라스틱과 관련된 제조업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브

롬계 난연제 1993년에서 2004년까지 연평균 13.5%

의 증가를 보여 약 150% 증가하였다.27) 게다가 deca-

BDEs는 경제성 및 성능면에서 대체물질을 찾기 어

려워 현재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003년

기준으로 원료 형태로 판매된 PBDEs 중 deca-BDEs

가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7) 그 결과로서

2004년 서울 지역21) 모유 지방에서 검출된 ΣPBDEs

의 평균 농도인 2.58 ng/g lipid에 비하여 본 연구에

서는 3.56 ng/g lipid(산술 평균)로 약 30% 이상 증

가하였으며, 국내 연안 해역의 생물체 조직에서도 높

은 농도의 PBDEs가 검출되고 있다.17)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deca-BDEs

는 광학적, 생물학적 분해에 의해 탈브롬화되어 nona-,

octa- 및 hexa-BDEs 등의 저브롬계 화합물로 분해

되어 생물축적이 용이한 상태로 변형된다. 게다가 탈

브롬화되어 생성된 octa-BDEs의 경우, 난분해성으로

환경에 오래 잔류되며, 자외선에 의한 penta-BDEs

로 분해되어 더욱 독성이 강한 물질을 형성하기도

한다.28) 본 연구에서도 모유 중 PBDE 이성질체 분

포에 따른 피어슨 상관분석에서 고브롬계인 BDE-

183과 저브롬계인 BDE-47, -99, -100, -153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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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선형 상관관계가 성립되어 탈브롬화 과정이

모유 내 저브롬계 이성질체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

고 상업용 PBDEs 생산품의 구성성분의 비율과 유

사하지 않은 모유 중 이성질체 패턴 변화는 BDE-

209의 탈브롬화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모

유 중 ΣPBDEs에 대하여 BDE-153의 높은 분포 역

시 유사한 결과를 얻어 한국인의 PBDEs 인체축적

은 고브롬계 이성질체의 노출 가능성을 의미한다.

3. 식이노출 및 요인

산모의 연령, 신체질량지수, 출산경력, 직장경험 및

식습관 등의 인자는 인체 내의 PBDEs와 같은 오염

물질의 노출경로 및 축적, 배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한다. 특히, 식이노출은 인체의 중요한 흡수

경로이고, 어류, 육류, 유제품의 소비가 가장 큰 기

여를 하며, 일반적으로 어류는 가장 높은 PBDEs 잔

류수준을 갖는다.13) BDE-47은 어류 섭취빈도(p < 0.05),

BDE-99는 육류의 섭취빈도(p < 0.01)가 높은 산모의

체내축적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어류, 육류의 섭취빈

도와 BDE-47, -99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는 이들 이

성질체의 높은 흡수율과 낮은 제거율, 긴 반감기로

인한 생체축적성 때문일 것이다.29) 하지만, BDE-47,

-99를 제외한 BDE-28, -100, -153, -154, -183 및 Σ

PBDEs는 산모의 식습관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연령,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출산경력, 흡연습관 및 직장경험 등은 PBDEs

농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산모의

특징과 PBDEs 농도 사이의 상관성 결여는 세계 도

처의 다양한 인종에서 관찰되며, PCDDs/DFs나 PCBs

등의 주된 노출경로인 식이섭취와는 확연한 차이점

을 보였다.14,30)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PBDEs 농

도와 어류, 육류 섭취빈도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는

보고되어 왔다.15)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 중의

하나는 임신기간 중 식습관과 지방대사가 변화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나 통계적으로 많은 표본추출

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Fig. 2에서와 같이 어류, 육류의 섭

취빈도가 많아질수록 산모의 체내 PBDEs 축적량이

높았다. 한국인 식습관 보고32)에 따르면 한국인의 어

패류 소비량은 일인당 연간 67.7 kg, 육류 95.1 g, 유

제품 89.7 g으로 어패류의 소비량은 다른 구미 선진

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다.33) 이처럼 많은 어패류

섭취량는 한국인 모유에서 검출된 PBDEs의 누적 노

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어류,

육류의 섭취빈도 등은 BDE-47, -99와 ∑PBDEs 농

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출인자임을 시사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산모 모유 지방에서

7종의 PBDE 이성질체(BDE-28, -47, -99, -100, -153,

-154 및 -183)의 농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농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

하여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모유 중 ΣPBDEs 농도는 0.84~13.1 lipid의 범위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PB

DEs의 농도에 기여하는 주요 이성질체는 BDE-47,

-153으로 ΣPBDEs의 6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BDE-47은 ΣPBDEs 농도와의 사이에 가장 높은 중

상관관계(p = 0.987, p < 0.01)를 보여 인체노출에 대

한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어슨 상관

분석에서 고브롬 이성질체와 저브롬 이성질체 사이

에 유의한 선형 상관관계가 성립되어 탈브롬화 과정

이 모유 내 저브롬 이성질체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업용 PBDEs 생산품의 구

성성분의 비율과 유사하지 않은 모유 중 이성질체

패턴 변화와 ΣPBDEs에 대하여 BDE-153의 높은 조

성비를 통하여 한국인의 비식이노출은 고브롬 이성

질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어류,

육류의 섭취빈도 등의 식이노출은 BDE-47과 BDE-

99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PBDEs 노출경

로 파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장차 PBDEs 및

관련 브롬계 난연제의 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성 평

가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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