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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mission of VOCs from clothing that had been dry

cleaned. 

Methods: In order to ensure the same conditions, f100% wool scarves were selected as the fabric type. Four

identical tests were conducted on the option of either removing the plastic bags which came from the dry

cleaning shop or not . The scarf was located inside a closet or room for one or two days. Small chamber tes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VOC emission characteristics under the same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loading factor, and air exchange rates. Air from the chamber for VOCs was sampled by Tenax TA tube

and analyzed by thermal desorption and GC/MSD. 

Results: Assuming that test represented dry cleaning and consumer’s conditions well enough, we can conclude

that immediate emissions after the dry cleaning of the scarfs caused elevated levels of TVOC, five VOCs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lene), and decane group compounds. 

Conclusions: By removing the plastic bags which came from the dry cleaning shop or not, the storage conditions

of dry cleaned scarfs by consumers during the storage time periods (one to three days) would be significant for

reducing VOC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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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탁이란 용제 또는 세제를 이용하여 오염을 피복

으로 부터 분리시켜 오염 중 가용성 물질은 용제에

용해하여 제거하고, 불용성 물질은 작은 입자로 분산

시켜서 용제 속에 안정된 분산 상태로 유지, 피복에

다시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오염을 제거하는 일련

의 과정을 말한다. 이때 오염의 성분은 수용성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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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성 오염, 고형 오염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세탁

에 사용된 액체에 따라서 물을 사용하는 습식세탁

(laundering)과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건식세탁(dry

cleaning)으로 나눌 수 있다(Tirsell, 2000). 드라이클리

닝은 청결과 위생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807년 경 J. B. Georry가 파리에 있는 M. Belin의 염

색공장을 인수하여 Georry-Belin사를 차린 후 최초로

Paraffin을 염색공장에서 사용하다가 차례로 테레핀유

-벤졸-벤젠을 단순히 전처리에 사용하던 것이 드라이

클리닝의 시작이 되었다(Shin, 1992). 최근에는 화학

섬유가 발달하고 의생활 변천 등으로 인한 섬유제품

의 증가에 따라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드라이클

리닝 이용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중에서

존재하는 VOCs의 발생원으로써 유기용제를 사용하

여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세탁소가 주요 오염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오염물질로는 Benzene,

Toluene, Perchloroethylene, Ethyl-benzene, Xylene 등

이 있으며 이들 물질은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 and Kim 2001; Roh et al., 2001). 세탁소에

서 사용하는 용제는 석유계와 비석유계로 나눌 수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제는 석유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유계 용

제는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제이며, 한국

에서는 약 85~90%, 미국에서는 10%, 일본에서는 70%

정도 사용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비석유계 용제인 perchloroethylene(PCE)은 세계

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제는 이며, 미국

이나 유럽은 80~90%, 일본에서는 20%, 한국에서는

5%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불소계 용제는 영국에서

30% 정도 사용하고 있다(Table 1) (Park, 2013; Choi,

2004). 따라서 해외 연구사례는 주로 사용하는 용제인

PCE를 대상으로 하여 세탁소 작업장 종사자들 노출

평가(Tovalin-Ahumada and Whitehead 2007, Rastkari

et al., 2011, Bayaa et al., 1998)와 공장형 세탁소가

있는 지역의 PCE 노출 평가(Chiappini et al., 2009,

Scheriber et al., 2002), 가정에서의 PCE 농도 분석에

관한 연구(Tichenor et al., 1990, Chao et al., 1999)가

있다. 국내에서는 세탁소 유기용제 안정성 및 노출관

련(Shin, 1992; Jeon et al., 2003), 세탁소에서 사용하

는 용제의 대기오염도 기여에 관한 연구(Bong et al.,

2003),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특성(Park, 2013;

Choi, 2004) 등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후 유기

용제들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방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드라이클리닝 된 목도리를

세탁소에서 제공하는 보관용 비닐백에 넣어 옷장에

서 보관한 경우와 비닐백 제거 후 실내에서 보관한

목도리를 20L 소형챔버를 이용하여 농도변화를 평

가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샘플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일한 크기와 소재로

제작되어 드라이클리닝이 가능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100% wool 소재 목도리

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드라이클리닝 처리 

시내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처리한 후 세탁

소에서 사용하는 비닐커버에 담긴 목도리를 30분 내

로 분석실로 이동하였다. 

3. 실험방법 및 조건 

수집한 목도리의 대조군 측정을 위하여 드라이클

리닝 실시 전 샘플을 20L 소형챔버를 이용하여 25oC,

50 R.H.%에서 72, 168시간 후에 각각 VOC 농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 측정이 완료된 목도리를 시내 세

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처리 직후 비닐커버에 포장

된 목도리를 30분 내로 연구실로 이동하여 각각의

측정변수를 적용하였다. 드라이클리닝 직후 VOCs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닐커버 제거 후 소형챔버

에서 1시간, 1일, 3일, 7일 시간 따른 VOCs 농도를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비닐커버 포장상

태로 보관하는 것을 고려하여 비닐커버 상태로 각각

Table 1. Rate of occupancy for a solvent used at a dry

cleaning industry for a country

Country
Petroleum solvents 

(%)

Perchloroethylene 

(%)

USA 15~18 82~85

Europe 10~20 80~90

Japan 50 50

Korea >9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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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일 옷장에서 보관 후 비닐커버 제거한 목도리

를 소형챔버에서 1일, 3일, 7일 동안 분석하였으며,

비닐커버 제거 후 각각 1일, 2일 실내에서 보관한

목도리를 소형챔버를 이용하여 각각 1일, 3일, 7일

동안 VOCs 방출특성을 분석하였다. 

4. 20리터 소형챔버

챔버내 온·습도는 각각 25±1oC, 50±5%로 일정하

게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환기횟수는 0.5회/h으로 조

절하였다. 샘플에서 방출되는 정확한 VOCs의 방출

량을 확인하기 위해 챔버 내 공급되는 공기질의 농

도 및 배경농도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소형챔버 조

건은 Table 2에 나타냈다. 

5. 시료포집 및 VOCs 분석 

시료를 챔버에 넣고,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를 평

가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라 Tenax TA 고체흡착관

(60/80mesh, 200mg, Supelco)을 사용하여 포집유량

은 134 ml/min로 총 3.2 L 채취하였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처리장비인 열탈착장치

(TDS:Thermal Desorption System, TD-20(Shimadzu,

Japan)가 직접 연결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기(GC/MS : Gas chromatography (Shimadzu GC-

2010, Japan)) – mass spectrometry, (Shimadzu GCMS-

QP2010,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3).

III. 연구결과 

1. 드라이클리닝 전 control sample의 VOC 방출량

소형방출챔버를 이용한 드라이클리닝 실시 전 대

조군 샘플의 TVOC 방출량은 3일 후 128.91 µg/m3,

6일후 86.84 µg/m3로 나타났다(Fig. 3). 드라이클리닝

을 실시하기 전 샘플에서는 석유계 용제 성분이 검

출되지 않았다.

2. 드라이클리닝 직후 비닐커버 제거 시료의 VOC

방출량

소형챔버를 이용하여 드라이클리닝 실시 직후 비

닐커버를 제거한 샘플에 대해 시간에 따른 TVOC

Table 2. Test conditions of small chamber

Item Condition

Background concentration of 

chamber
TVOC < 20 µg/m3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25 ± 1oC, 50 ± 5%

Emission time 1, 3, 5, 7 day

Input flow rate 167 mL/min

Air change rate 0.5/h

Chamber volume 20 L (0.02 m3)

Table 3. Analytical conditions of GC/MSD (VOC) 

Items GC/MSD Conditions

Column
OV-1

60.0 m X 320 µm X 1 µm

Carrier GAS and 

Column Flow

He(99.999 %), 

1.8 mℓ/min

Temperature

program

Initial Temperature 50oC (5 min)

Heating rate
8oC/min, 200oC, 

(holding 2 min)

Final Temperature
10oC/min, 220oC, 

(holding 8 min)

MS 

Condition

MS Source 230oC

MS Quad 150oC

Mode EI

Ionization Energy 70 eV

Detection mode scan, 45~55 amu

Fig. 1. Sample preparation in small-chamber.

Fig. 2. Small-scale emission test chamber system an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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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특성을 조사하였다. Fig. 4는 각각 1시간, 1일,

3일, 7일 동안 방출테스트 결과를 나타냈다. 경과시

간에 따라 TVOC농도는 34801.82 µg/m3, 11442.55

µg/m3, 1212.98 µg/m3, 227.92 µg/m3로 나타났다. 소

형챔버의 환기횟수가 0.5/h 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

에 경과 시간에 따라 TVOC 농도는 감소하였고 1

시간을 기준으로 1일, 3일, 7일 시간에 따른 TVOC

감소율은 각각 67.1%, 96.5%, 99.3%로 나타났다. 환

기횟수(0.5/h)를 고려할 때 7일째가 되어야 드라이클

리닝 전 농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

라이클리닝 이후 TVOC 중 크게 증가하는 물질은

decane, undecane, dodecane, tridecane, tetradecane,

pentadecane과 같은 파라핀계 탄화수소 물질이었으

며, 각 물질의 경과시간에 따른 물질의 농도변화는

Fig. 5에 나타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체 세탁업소

의 약 95% 이상이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드라이클리닝 처리 직

후 시료에서는 석유계 용제 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

타났다. 실내공기 중 규제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lene 등 5

TVOCs 물질의 농도 변화는 Fig. 6에 나타내었다. 5

TVOCs 중에는 toluene이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

고 ethylbenzene, xylene은 경과시간에 따라 지속적

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반면에 benzene, styrene은 검

출되지 않았다.

3. 드라이클리닝 직후 비닐커버 상태로 옷장 보

관 후 VOC 방출량

Fig. 7는 드라이클리닝 직후 샘플을 비닐커버 상태

로 일반적인 옷장에서 1일과 2일 보관 후 챔버에서

경과시간 따른 TVOC 농도 변화를 나타냈다. 비닐

커버 상태로 옷장에서 1일 동안 보관 후 노출시간

Fig. 3. TVOC emissions from non dry cleaned 100%

wool scarfs by small chamber.

Fig. 4. Immediately emissions after the dry cleaning

process, TVOC emissions from 100% wool scarfs

by small chamber.

Fig. 5. Immediately emissions after the dry cleaning

process, VOCs emissions  from 100% wool scarfs

by small chamber.

Fig. 6. Immediately emissions after the dry cleaning

process, 5 VOCs(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lene) emissions from 100% woolscarfs

by  small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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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결과는 1일, 3일, 7일에 각각 4863.12 µg/m3,

1681.31 µg/m3, 359.33 µg/m3 으로 측정되었다. 비닐

커버 상태로 옷장에서 2일 동안 보관 후 노출시간

에 따른 결과는 1일, 3일, 7일에 각각 1710.42 µg/m3,

456.28 µg/m3, 285.64 µg/m3 으로 측정되었다. 

비닐보관 후 decane류의 6가지 물질의 농도변화는

Fig. 8과 9에 나타냈다. 비닐보관 1일 후 decane류의

6가지 물질의 총합은 노출시간에 따라 1588.81 µg/m3,

612.47 µg/m3, 155.92 µg/m3 이였고, 시간에 따라

decane, undecane, dodecane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

났다. 비닐보관 2일 후에 decane을 포함한 파라핀계

6가지 물질의 총합은 718.30 µg/m3, 200.26 µg/m3,

125.68 µg/m3 로 나타났다. 드라이클리닝 직후 1일

후에 측정한 농도 3391.1 µg/m3 와 비교하면 비닐보

관 1일차에는 53.2% 2일차에는 78.8%가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비닐상태로 드라이클리닝 세탁물

을 보관하는 경우 외부공기와 노출면적이 작기 때문

에 많은 량의 TVOC가 세탁물에 잔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드라이클리닝이 완

료된 의류가 도착하면 비닐커버 상태로 옷장에 보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내로 방출되는 물

질을 고려해야 한다. 

4. 드라이클리닝 직후 비닐커버 제거상태로 실내

보관 후 VOC 방출량

Fig. 10은 드라이클리닝이 완료된 샘플을 비닐커

버 제거 상태로 1일과 2일 보관 후 챔버에서 시간

에 따른 TVOC 농도변화를 나타냈다. 

비닐커버 제거상태로 실내에서 1일 동안 보관 후

Fig. 7. TVOC emissions from dry cleaned 100% wool

scarfs covered with the dry-cleaner’s original

plastic bag. The scarfs were located inside the

closet for 1 day or 2 day.

Fig. 8. VOCs emissions from dry cleaned 100% wool

scarfs covered with the dry-cleaner’s original

plastic bag. The scarfs were located inside the

closet for 1 day. 

Fig. 9. VOCs emissions from dry cleaned 100% wool

scarfs covered with the dry-cleaner’s original

plastic bag. The scarfs were located inside the

closet for 2 day. 

Fig. 10. TVOC emissions from dry cleaned 100% wool

scarfs without plastic bag and the scarfs located

inside the room for 1 day or 2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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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는 1일, 3일, 7일에 각각 2944.14 µg/m3,

893.80 µg/m3, 200.98 µg/m3 으로 측정되었다. 비닐커

버 제거상태로 2일 동안 보관 후 측정한 결과는 1

일, 3일, 7일에 각각 1515.30 µg/m3, 373.52 µg/m3,

137.24 µg/m3 으로 측정되었다. 

비닐커버 제거 후 decane류의 6가지 물질의 농도

변화는 Fig. 11과 12에 나타냈다. 비닐커버제거 후

실내보관 1일 후에 decane류의 6가지 물질의 총합

은 노출시간에 따라 1184.21 µg/m3, 367.60 µg/m3,

73.81 µg/m3 이였고 비닐커버 제거 후 실내보관 2

일 후에는 773.91 µg/m3, 162.41 µg/m3, 97.49 µg/m3

로 나타났다. 드라이클리닝 직후 1일 후에 측정한

농도 3391.1 µg/m3 와 비교하면 비닐보관 1일차에

는 65.1% 2일차에는 77.2%가 감소되는 결과로 나

타난 것이다. 

5. 드라이클리닝 후 보관방법에 따른 TVOC 농도변화

Fig. 13에는 드라이클리닝 후 보관방법에 따라 1

일 동안 보관한 후 TVOC 농도변화를 나타냈다. 비

닐상태로 옷장에 보관한 경우에는 드라이클리닝 직

후 1일차 TVOC 11442.55 µg/m3 와 비교하면 비닐

커버 1일 보관시 약 57.5% 2일 보관시 85.1%의 감

소율이 나타났다. 비닐커버를 제거한 후 실내에서 보

관한 결과는 드라이클리닝 직후 1일차 TVOC와 비

교하면 비닐커버 제거 후 1일 보관시 91.5% 2일 보

관시 95.6%의 감소율로 나타났다. 비닐커버 제거 유

무에 따라 TVOC농도의 변화가 1일과 3일 경과까

지 크게 나타났다. Fig. 14는 드라이클리닝 후 보관

방법에 따라 2일 동안 보관한 후 TVOC 농도변화

Fig. 11. VOCs emissions from dry cleaned 100% wool

scarfs without plastic bag and the scarfs located

inside the room for 1 day.

Fig. 12. VOCs emissions from dry cleaned 100% wool

scarfs without plastic bag and the scarfs located

inside the room for 2 day. 

Fig. 13. TVOC emissions from dry cleaned 100% wool

scarfs by small chamber. 

(A) Immediately emissions after the dry cleaning

(B) with plastic bag, located inside the closet for

1 day. 

(C) without plastic bag, located inside the room for

1 day.

Fig. 14. TVOC emissions from dry cleaned 100% wool

scarfs by small chamber. 

(A) Immediately emissions after the dry cleaning

(B) with plastic bag, located inside the closet for 2

day. 

(C) without plastic bag, located inside the room for

2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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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다. Fig. 13과 비교하면 드라이클리닝 2일

후에는 비닐커버 제거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결과는 드라이클리닝

후 2일 동안에 많은 량의 TVOC가 실내로 방출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IV. 고 찰

본 연구는 20L 소형방출챔버를 이용하여 목도리

를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후 유기 용제들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농도변화를 평가하

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

닝 후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실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드라이클리닝 이후 크게 증가하는 물질은 decane,

undecane, dodecane, tridecane, tetradecane, pentadecane

과 같은 파라핀계 탄화수소 물질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4가지 종류의 석유계 세

탁용제를 분석하여 솔벤트의 구성성분을 노말-파라

핀, 이소-파라핀, 올레핀, 납센, 방향족성분으로 구분

한 후, 다시 해당 물질의 탄소수에 따라 재분류를

실시한 보고(Jeon et al., 2003)에 따르면 석유계 솔

벤트의 탄소 수 범위는 99.4% 이상이 C8~C12 이

였으며, 이중 가장 많은 함량을 보이고 있는 탄소수

는 C10으로 나타났다. decane, undecane, dodecane

은 노출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비율이 tridecane,

tetradecane, pentadecane 물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났다. 국내에는 85~90% 이상이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Jang 1994), 합성용

제로는 거의 대부분 PCE를 사용하고 있다. PCE는

독성은 강하지만 비중이 커서 때가 잘 빠지므로 미

국 및 유럽 등에서는 대부분의 세탁업소에서 사용하

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세탁기기 설치비용과 용제의

값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영세업소에서는 사용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가정용 세탁

업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고 있

고, 일부 대형 세탁업소와 대형 체인점에서만 PCE

를 약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드라이클리닝 처리

직후 시료에서는 석유계 용제 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내공기 중 규제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lene 등 5

VOCs 물질의 경우, Roh et al.(2001)과 Jo and

Kim(2001)의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고 있는 세탁업

소(20개 시설)에 실내 및 작업자의 호흡기 주변 공

기를 포집하여 노출평가를 실시한 결과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이 검출되었다고 보고

하였으며. 조사 대상시설 중 benzene의 경우 미국산

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노출기준(0.5 ppm)을

초과하는 시설이 75%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Roh et al. 2001). 세탁소에서의 드라이클리닝 작업

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들은 주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

해 체내에 침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기용제들은

인체에 여러 가지 건강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특

히 본 연구에서 5 VOCs 물질 중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난 Toluene의 경우 조혈기능장해와 중추신경장

해를 유발하는 물질이다(Scott. 1989). 드라이클리닝

후 보관방법에 따라 TVOC 농도변화를 확인한 결과

Fig. 13.과 Fig. 14.같이 드라이클리닝 후 2일 동안

에 많은 량의 TVOC가 실내로 방출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은 하루 중 80%이상을 실

내공간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생활 형태와 건물의

고기밀화, 냉·난방 따른 환기부족, 생활용품 등 다양

한 오염물질 발생원 증가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Kim, 2014). 따라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

지하는 가정집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세탁소에 세

탁물을 찾은 후 비닐커버를 제거 한 후, 발코니에서

2일 이상 환기시킨 후 옷장에 보관하는 것이 실내공

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인체 건강위해성을 예방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한

의류를 보관할 때 비닐커버를 제거 하지 않고 바로

옷장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드라이

크리닝 후 보관방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

출농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중에서 구입한

100% wool 소재로 된 목도리를 구입하여 드라이크

리닝 실시 후 옷장에서 보관 할 때, 세탁소에서 제

공하는 비닐커버를 한 목도리를 보관하는 경우와 비

닐커버를 제거하고 보관한 목도리를 20리터 소형방

출챔버를 이용하여 VOCs의 농도특성을 파악하였다.

비닐상태로 옷장에 보관한 경우에는 드라이클리닝

직후 1일차 TVOC 농도와 비교하면 약 57.50% 2일



102 신진호 · 권승미 · 김현수 · 노방식 · 김광래 · 어수미 · 정권 · 이영규

J Environ Health Sci 2017; 43(2): 000-000 http://www.kseh.org/

보관시 85.05%의 감소율이 나타났다. 비닐커버를 제

거한 후 실내에서 보관한 결과는 1일 보관시 91.54%

2일 보관시 95.64%의 감소율로 나타났다. 비닐커버

제거 유무에 따라 TVOC농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

다.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비닐커버를 제

거 한 후, 발코니에서 2일 이상 환기시킨 후 옷장에

보관하는 것이 TVOC 농도의 효과적인 저감 방법으

로 인체 건강위해성을 예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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