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롬화난연제(Brominated Flame Retardant, BFR)
□ 브롬화난연제란?
플라스틱, 전기․전자회로소자, 텔레비전, 건축자재, 섬유 등의 가연성 물질 또
는 재료에 첨가하여 발화를 방지 또는 지연 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합물
로서,

Polybrominated

biphenyls(PBBs),

diphenyl

ethers(PBDEs),

Tetrabromobisphenol

polybrominated

A(TBBP-A),

hexabromo

cyclododecane(HBDC) 등의 화합물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 주요 화합물 및 구조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PBDEs)

◦ Tetrabromobisphenol A(TBBP-A)

◦ Polybrominated biphenyls(PBBs)

□ 브롬화난연제의 특성 및 생성
산, 염기, 열, 빛 등에 강하며 공기 중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 휘발성이 낮고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 특히 PBBs는 열이 가해지는 적당한 조건에서 브롬화
다이옥신(polybrominated

dibenzo-p-dioxins,

PBDDs)

및

브롬화퓨란

(polybrominated dibenzofuran, PBDFs)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산업화, 특히

전기전자 제품의 사용 증가는 난연제 화합물의 사용 및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불용제품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1970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hexabromobiphenyl 은 1973년 동물용 사료에
2000 lb가 혼입되는 사고로 1974년에 생산이 중지되었고, 현재 상업용 PBBs
의 생산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PBBs : 1970년초 생산․사용(주로 hexa, octa, nona, deca)
- PBDEs : housing, TV, computers, electronic parts
- penta-BDEs : textiles, polyurethane forms
- deca-BDEs : textiles, synthetic plastics(polyester, electric circuit boards)

PBDEs
PBBs

heating
----------→
burning

PBDDs/Fs

etc-Br
(PBDEs 가 PBBs 보다 PCDD/F의 발생이 많음)

□ 독성 및 인체노출
PBBs는 동물에서 만성독성 및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 PBDEs
도 유사한 독성을 지니며 PCDD/F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BBs의 인
체노출은 일차적으로 흡수, 흡입, 피부접촉이며, 중지된 생산라인 주변이 발생
원이라 할 수 있다. PBDEs와 TBBP-A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므로
환경으로의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직․간접적인 인체노출이 있을
수 있다. PBDEs의 급성독성은 낮으며 결합된 브롬수에 따라 독성이 달라, 예
로서 penta-BDE는 에탄올의 독성과 비교 할 만하고, deca-BDE는 마국 환경
보호청에서 발암성을 의심하고 있는 물질이다. TBBP-A는 PBDEs 보다 훨씬 독
성이 낮으며 저브롬화물의 경우 생물농축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환경에서의 발견
- naturally occuring : sea organism, sediment(pent-BDEs)
- 광산의 hydraulic fluid & 석유산업 : penta-BDEs
- 고래의 지방 : PBBs, PBDEs(1998)
- 긴지느러미 고래 : PBDEs(1999)

- 모유-스웨덴 : PBDEs(1998)
- 작업종사자(computer, 병원청소, 전기․전자관련 철거)의 혈액 : PBDEs(1999)
※ 환경에서 PBDEs가 PBBs 보다 높으며(생산성과 관련), tetra- 및 penta-BDEs
가 주요 분포물질임
※ 1973 Michigan에서 사고 발생 : cattle field에 magnesium oxide 대신 PBBs가 섞임. 이
후 1974년부터 브롬화합물 주목되기 시작하였고 PBBs 의 생산성이 급속히 감소하였음.

□ 국제동향
- WHO: PBDEs의 대체품이 있으면 사용치 말 것
- EU: hexa-BB는 금지, PBDEs는 서서히 규제중
최근 PBDEs & PBBs는 전기제품에 사용금지계획을 제출
- 영국: sewage sludge가 source 이므로 dumping 금지
- 미국: PBB는 자발적인 감소가 이루어짐
※ 전체적인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음.

□ 분석방법 개요
1. PBDEs
가. animal tissues : n-hexane-acetone/sulfuric acid로 추출
silica gel or activated charcoal 정제
limit of determination : 10ng/kg(ppt)
나. cow's milk : centrifuge → GPC → florisil(with hexane)
LOD : <2.5 ㎍/kg fat (ppb)
다. GC column : SE-30, OV-1, OV-101
External Std. 사용 : Bromkal 70-5 DE
(Bromakal : 44% tetra-Br + 48% PeBr + 8% unknown Br)
HP-5, DB5-HT, DB-5, HP-1
2. PBBs : DDT, PCBs 분석과 유사, 일반적으로 hexane, iso-octane 사용 추출
가. biological tissue : soxhlet w/ dichloromethane/n-pentane → aluminium column
→ silica gel (95%이상의 PBB recovery)

나. dry animal food : dichloromethane 추출 → florisil cleanup
다. blood, serum : serum with methanol → extract w/ hexane+ether → florisil cleanup
라. soil, sediments : hexane/acetone=9:1 → florisil cleanup
※ ECNI(electron capture negative ionization) 감도가 ECD 의 10배
Ref : Env. Toxicol. & Chemistry vol.17, p.1065 (1988) : SellstrӦm

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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