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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ssess airborne fungi concentrations during fall in eight subway stations in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ppropriate culture media and evaluate factors affecting airborne fungi con-

centrations. Results indicated that airborne fungi concentrations showed log-normal distribution. Thus, geometric mean

(GM) an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GSD) were calculated. The GM of airborne fungi concentrations cultured on

malt extract agar (MEA) media was 466 cfu/m3 (GSD 3.12; Range 113~4,172 cfu/m3) and the GM of concentrations

cultured on DG18 media was 242 cfu/m3 (GSD 4.75; Range 49~6,093 cfu/m3). Both of GM values exceeded 150 cfu/

m3, the guideline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fungi con-

centrations cultured on MEA and DG18 media, respectively. Two factors, such as relative humidity and depths of sub-

way station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irborne fungi concentrations. It is recommended that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deeper subway stations for improvement of indoor ai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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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된다. 따

라서 실내 환경중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간에서의 공기오염물

질과 인간의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1) 특히 실내공기오염물질 중 미생

물오염원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는 활발히 진행되어지

고 있다.2) 공기 중 미생물 중 세균과 함께 대표적인

오염원으로 분류되는 진균은 감염성 질환, 과민성 질환

및 천식의 유발물질 등으로써 알려져 있으며, 특히 진

균 중 Aspergillus 종이 유발하는 독소 중 하나인

Aflatoxin B1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3)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승강장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공조시스템을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4) 그러나 현재까지 지하철 승강장 내

공기 질 관련 연구는 대부분 유해화학물질 또는 PM10

또는 PM2.5 등의 입자상물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

어 왔으며, 부유 진균과 같은 미생물오염물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5) 

일반적으로 공기 중 미생물의 발육에 영향을 주는 인

자로서 기온, 상대습도 및 영양물질 등을 들고 있다.

공기 중 미생물 농도를 측정할 때 세균은 35-37oC에서

24-48시간 배양하며, 진균은 18-22oC에서 5일 이상 배

양한다. 

진균을 배양하기 위한 배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

며, 해당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에 부합되도록 제조하였

다. 공기 중 진균농도 평가에 흔히 사용되는 배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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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malt extract agar) 배지, 2% MEA 배지 및

DG18(dichloran-18% glycerol agar) 배지 등이 있다.6)

MEA 배지는 성장속도가 빠른 진균에 적합하고 DG18

배지는 건조한 상태에서 잘 견디는 호건성 진균에 적

합한 배지로 알려져 있다. 특정 배지에서는 어떤 종류

의 진균이 다른 종류의 진균 생장을 방해하여 진균 농

도를 저평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7)

Dill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호건성 진균인 W. sebi 종

의 경우에는 DG18 배지에서 최고의 회수율 성능을 나

타낸 반면, 친수성 진균인 T. harzianum 종의 경우에

는 DG18 배지에서 낮은 회수율을 나타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진균을 동시에 배양한 결과 S. chartarum 종

대하여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였던 CMA(corn meal

agar) 배지에서 T. harzianum 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

우에는 회수율이 현격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포집한 진

균 시료를 배양할 때 어떤 배지에서 어떠한 성능을 보

여주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비교적 건조한 가을철에서의

지하철 공기 중 진균 농도를 평가하고, 둘째, 진균농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셋째, 2가지 종류

의 배지, 즉 MEA 배지와 DG18 배지의 진균배양 성

능을 비교하여 지하철 역사의 공기 질 개선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II. 재료 및 방법
 

1. 공기 시료 포집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중 지하에 위치한 8개역 승

강장에서 2002년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내

공기 시료를 포집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된 지하철

승강장은 1984년부터 1994년 사이에 건설된 지하철 2

호선, 3호선 및 4호선에 소속되어 있었다(Table 1). 조

사대상 지하철 승강장의 깊이는 21~37 m였고 평균 깊

이는 25 m이었다. 8개 역사 중 3개는 환승역이었고 5

개는 단일 노선 역사였다. 

시료는 각 승강장에서 2~3개 지점을 선정하여 총 19

개 지점에서 포집한 후 MEA 배지와 DG18 배지에

각각 접종 배양하여 총 38개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Table 2). 또한 외기의 진균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5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각각 3개 지점을 선택하

여 총 15개 지점에서 공기 시료를 포집하고, MEA

배지와 DG18 배지에 각각 배양하여 총 30개의 농도

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실내 실외에서 총 68개의 농도

를 측정하였다. 공기 시료는 직경 37 mm, 공경

0.4µm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Nuclepore Corp.,

Cambridge, Mass.)를 사용하여 유량 3.0 Lpm(2.76-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way stations investigated

Stations

(n=8)

Depth 

(m)

Year 

constructed

Transfer 

station

(Yes or No)

Line #

A 21 1985 Y 4

B 21 1985 Y 4

C 22 1985 N 4

D 23 1993 N 3

E 25 1993 N 3

F 26 1985 Y 3

G 27 1984 N 2

H 36 1994 N 4

Table 2. Airborne fungi concentrations, humidity and temperature in subway stations

Stations

Number of 

samples

(n=19)

Concentrations by media (CFU/m3) Indoor air Outdoor air 

MEA DG18
Relative 

humidity (%)

Temp.

(oC)

Relative 

humidity (%)

Temp.

(oC)

A 2 877 63 58 23 81 10 

B 3 566 138 49 21 30 8 

C 3 134 95 48 18 26 7 

D 2 585 393 55 21 37 15 

E 2 381 579 52 21 38 12 

F 2 318 210 58 23 63 13 

G 3 113 49 49 21 31 7 

H 2 4,172 6,093 68 22 83 12 

Mean 893 953 55 21 49 10 

GM 466 242
　 　 　 　

GSD 3.12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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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Lpm)에서 60분간 포집하였고 시료채취용 펌프는

사용 전후에 보정하였다. 시료는 승강장 바닥으로부터

50~100 cm의 높이에서 측정하였고 시료 포집 후 6시

간 이내에 실험실로 옮겨 즉시 분석하였다. 

2. 시료 분석

포집된 진균은 Dillon 등이 제시한 표준시험방법을

따라 시료로부터 다음 순서로 추출되었다. 멸균 펩톤

수(0.1% peptone water, w/v, 0.01% Tween 80)

1.5 ml를 카세트 내의 지지 패드에 주입하고 마개를 닫

은 후 멸균 펩톤 수 5 ml를 카세트의 앞쪽 주입구를

통해서 주입하고 마개를 닫은 후 약 400 rpm으로 30분

이상 교반한 다음 마개를 열고 부유액의 일부를 배지

에 배양하여 진균을 계수하였다.8,9) 

배양배지로써 MEA 배지와 DG18 배지를 사용하였

으며, 두 배지 모두 세균(bacteria)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chloramphencol을 첨가하였다.6) DG18 배지는

호건성 진균의 배양에 적합한 배지로 알려져 있다. 상

온(19-24oC)에서 5-7일간 배양한 후 계수 하였으며 현

미경법 및 순수배양 배지 비교법을 사용하여 속(genera)

수준까지 분류하였으며, 에르고스테롤(ergosterol) 농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10,11) 

3. 습도와 기온

공기 시료를 포집하는 동안 지하철 승강장의 상대습

도와 기온도 측정하였으며, 시료 포집 개시 후 10분,

30분 및 50분 시점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외기의 상대습도와 기온은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

였다.

4. 통계 분석

지하철 승강장의 진균농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W-테스트(Shapiro and Wilk test)를 실시하였고, MEA

배지와 DG18 배지의 성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철

승강장의 공기 중 진균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을 평가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과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 12.0

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지하철 승강장의 공기 중 진균농도

Fig. 1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철 승강장

의 공기 중 진균농도는 대수정규분포를 보였다(W-test,

p<0.05). 

MEA 배지의 결과를 보면 기하평균 466 cfu/m3

(GSD 3.12, 범위 113~4,172 cfu/m3)였고, DG18 배지

의 결과를 보면 기하평균 242 cfu/m3(GSD 4.75, 범위

49~6,093 cfu/m3의)이었다. 지하철 승강장의 공기 중

진균농도가 가장 낮은 값(49 cfu/m3)을 보인 곳은 G역

으로서 DG18 배지를 사용한 측정치에서 나타났다. G

역 승강장은 27 m 깊이에 위치하였고 매우 낮은 상대

습도를 보였다. 지하철 승강장의 공기 중 진균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H역으로서 DG18 배지를 사용한 경우

에 나타났으며 기하평균 6,093 cfu/m3이었다. H역 승강

장은 조사대상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깊은 곳(36 m)에

위치하였고 상대습도는 68%로서 가장 높았다. 

5개 지하철의 외부에서 측정한 공기 중 진균농도는

Table 3과 같다. MEA 배지를 사용한 경우 기하평균

Fig. 1. Distribution of airborne fungi concentrations by media.

Table 3. Outdoor airborne fungi concentrations and I/O ratios

by MEA and DG18 at 5 subway stations in Seoul,

Korea

Stations

No. of 

samples

(n=15)

Concentrations by 

media (CFU/m3)

I/O ratio* 

by media

MEA DG18 MEA DG18

A 3 194 97 4.5 0.8

B 3 268 85 2.1 1.7

F 3 380 592 0.8 3.1

G 3 147 134 0.8 1.7

H 3 279 172 14.9 10.7

Mean 3 254 216 4.6 3.6

GM
　

241 163 
　 　

GSD
　

1.44 2.17
　 　

* : Indoor fungal concentrations Table 2 we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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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cfu/m3(GSD 1.44, 범위 147~380 cfu/m3)이었으며

DG18 배지를 사용한 경우 기하평균 163 cfu/m3 (GSD

217, 범위 85~592 cfu/m3)이었다. 실내 및 실외 공기

중 진균농도의 비, 즉 I/O비(Indoor concentration/

Outdoor concentration Ratio)를 보면, MEA 배지를 이

용한 측정치에서는 평균 4.6(0.8-14.9), DG18 배지를

이용한 측정치에서는 평균 3.6(0.8-10.7)이었다. 일반적

으로 I/O 비가 1을 넘는 경우에는 실내에 오염원이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6) 

2. 배양배지의 영향

동일 시료를 MEA와 DG18 두 배지에 배양하여 측

정한 결과 공기 중 진균농도의 기하평균은 MEA 배지

에서 높았으나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0.300).

3. 공기 중 진균농도와 환경요인의 상관관계 

지하철 승강장의 공기 중 진균농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추정되는 환경요인으로서 습도, 온도, 승강장의 깊

이 및 건설연도 등을 평가하였다. 지하철 역 승강장의

상대습도와 온도 및 외기의 상대습도와 기온은 Table

2와 같다. 조사기간 중 지하철 승강장의 상대습도는 평

균 55%(48~68%)였고, 평균온도는 21oC(18~23oC)이었

다. 지하철역 외기의 상대습도는 평균 49%(26~83%)로

서 매우 건조한 상태였고, 외기의 기온은 평균 10oC

(7~15oC)이었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균농도는 MEA 배지

와 DG18배지를 이용했을 경우 모두에서 상대습도 및

승강장의 깊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p<0.001),

또한 지하철 건설 연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p<0.05). 두 배지의 진균농도에서 기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중요한 환경요인인 상대습도는 승강장의 깊이

및 건설연도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고(p<0.01 및 p<0.05) 온도와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1). 

공기 중 진균농도와 상관관계를 보인 위의 변수들 중

혼란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인 상대습도를 통제한 후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5), 분석결과 MEA배지와 DG18 배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요인은 승강장 깊이였

다(p<0.05). 온도는 MEA배지 농도에서만 유의한 상관

관계(p<0.05)를 보였고 DG18 농도에서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 환승역 여부에 따른 공기 중 진균농도 비교

지하철역이 환승역인 경우와 일반 역인 경우 공기 중

진균농도에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Mann-

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배지 농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Table 6). MEA 배지에서

는 환승역과 일반 역에서 기하평균이 각각 544 cfu/m3

과 347 cfu/m3이었으며, DG18 배지에서는 환승역과 일

반 역에서 기하평균이 각각 124 cfu/m3과 276 cfu/m3이

었다. 

5. 진균의 종류

가을철에 측정한 서울시 지하철역의 승강장 부유진균

은 주로 Penicillium, Aspergillus, Cladosporium 및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airborne fungi concentrations and environmental factors

  MEA DG18 RH Temp Depth Year

MEA
Pearson coefficient 1

p-value  

DG18
Pearson coefficient .728(**) 1

p-value .000  

RH
Pearson coefficient .826(**) .685(**) 1

p-value .000 .001  

Tem
Pearson coefficient .317 .181 .635(**) 1

p-value .185 .459 .004  

Depth
Pearson coefficient .763(**) .738(**) .668(**) .250 1

p-value .000 .000 .002 .303  

Year
Pearson coefficient .562(*) .521(*) .567(*) .133 .516(*) 1

p-value .012 .022 .011 .588 .024  

**: p<0.01 *: p<0.05 (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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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or로 동정되었다. 

IV. 고  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서는 총부유진균(Total airborne fungi)에 대한 가이드라

인으로 150 cfu/m3을 제시하고 있으며,12) 실내공기질협

회 (Indoor Air Quality Association)에서는 300 cfu/m3

을,13) 미국 노동성 산업안전보건청(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는

1,000 cfu/m3을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다.14) 본 연구결과

가을철에 측정된 서울시 지하철역 승강장의 공기 중 진

균농도 평균값은 가장 엄격한 WHO의 기준 150 cfu/

m3을 초과하였다. 조사대상 8개 지하철역 중 진균농도

가 가장 높은 역의 승강장에서는 미국 OSHA 기준

1,000 cfu/m3을 초과하였다. 

지하철역 승강장의 공기 중 진균농도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매우 적은 실정이다. Gilleberg 등은 영국의

6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6개 중 1개 역

에서만 150 cfu/m3 (WHO 권고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

다고 보고하였다.15) Awad는 이집트의 2개 지하철역 공

기 중 진균농도를 평균 800 cfu/m3라고 보고하였다.5)

최근 Bogomolova 등은 미국 St. Petersburg의 4개 지

하철역에서 공기 중 진균농도를 측정한 결과 안전한 수

준이었다고 보고하였다.16) 국내 연구로서 Cho 등은 봄

철에 서울시 5개 지하철역 승강장을 대상으로 공기 중

진균농도를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이 1,023 cfu/m3이었

다. 본 연구결과 가을철 농도는 봄철 농도보다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17) 

지하철 이외의 실내공간에서 측정된 진균농도는 다음

Table 5. Partial correlations between airborne fungi concentrations and environmental factors adjusted by relative humidity

Control   MEA DG18 Depth Tem Year

Relative

Humidity

MEA

Correlation 1.000

p-value (two-tail) .

df 0

DG18

Correlation .394 1.000

p-value (two-tail) .106 .

df 16 0

Depth

Correlation .504 .518 1.000

p-value (two-tail) .033* .028* .

df 16 16 0

Tem

Correlation -.475 -.451 -.303 1.000

p-value (two-tail) .046* .060 .221 .

df 16 16 16 0

Year

Correlation .203 .221 .223 -.356 1.000

p-value (two-tail) .419 .379 .373 .147 .

df 16 16 16 16 0

**; p<0.01, *; p<0.05

Table 6. Comparison of airborne fungi concentrations by presence of transfer station and media 

Media
Transfer

station

No. of

samples

Concentrations (CFU/m3) Significance*

(2-tail)GM GSD Min. Max.

MEA

Y 7 544 1.831 209 1042 p=0.205

N 12 347 4.198 28 4946

Ratio, Y/N 1.6

DG18

Y 7 124 4.786 12 574 p=0.310

N 12 276 7.555 6 11188

Ratio, Y/N 0.5

*;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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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폴란드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진균에 오

염된 집의 평균 공기 중 진균농도는 여름과 겨울에 각

각 834 cfu/m3(103-16,968 cfu/m3)과 256 cfu/m3(49-

3,852 cfu/m3)이었고, 진균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가정의 진균 농도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225 cfu/

m3(36-2494 cfu/m3)과 59 cfu/m3(34-143 cfu/m3)로서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18) 국내 사료공장 내에서

측정된 공기 중 진균농도는 124 cfu/m3이었다.19) 본 연

구결과에 의하여 서울시 지하철역의 공기 중 진균농도

는 가을에도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는 폴

란드의 진균 오염 가정의 여름철 농도보다는 낮았으나

겨울철 농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또한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을철의 지하철역 승강장 습도

와 기온은 외부 기후 조건보다 높았으나 진균이 과다

증식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농

도를 보인 지하철역 승강장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

고 있었으며 상대습도 또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

는 지하철역사가 깊을수록 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기 중 미생물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온도의 경우, 본 연구에

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본 연구대

상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기온의 변이도 크

지 않았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진균의 배양에는 친수성 진균에 적합한

MEA 배지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호건성 진균의 배

양에는 DG18 배지도 많이 사용되며, 이유는 일부 선행

연구 결과 DG18배지에서 높은 진균농도가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습도가 특별히 높지 않은 경우에는

공기 중 진균농도를 측정할 때 DG18배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20,21) 또한 호건성 진균과 친수성 진균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배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22,23) 

본 연구는 여름철에 비해 건조한 가을철에 실시되었

으며 연구결과 지하철역 승강장의 공기 중 진균농도에

서 두 배지 농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MEA와 DG18 두 배지 모두 가을철 지하철

역 승강장의 진균농도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본 연구 결과 가을철의 지하철역 승강장 진균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대습도와 승강장의 깊이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습도의 경우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23) 상대습도를 통제한 후 실시한 편상관분석

에서도 승강장의 깊이와 진균농도는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이는 지하철역이 깊을수록 환기에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진균

농도를 보인 지하철역 승강장이 가장 깊은 곳에 위치

하고 있었으며 상대습도 또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고 있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진균오염의 원인으로

공조시스템(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

Systems, HVAS),24) 진균에 오염된 건축자재25), 불결한

실내상태26)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지하철 건설연도는

상대습도를 통제한 후 실시한 편상관분석에서 두 배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으므로 혼란변수로 판단된다. 

지하철역 승강장의 진균 종류에 관한 연구보고는 다

음과 같다. Bogomolova 등은 Acremonium, Aspergiluss,

Cladosporium, Penicillium 속(genera)이 주를 이루었다

고 하였으며, Awad는 Penicillium, Cladosporium,

Aspergillus 속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Penicillium, Aspergillus, Cladosporium, Mucor

등이 동정되었다. 이들 중 Penicillium은 감염성 폐질환

의 건강영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spergillus는 재채기, 호흡곤란, 천식의 악화에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이로부터 발생되는 Aflatoxine B1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Cladosporium은 알

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다.27)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부유진균의 분석 방법으로

여과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저농도 및 고농도의

부유진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에 널리 사용되지만, 충돌식 방식에 비해 부유진균의

농도를 다소 저평가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충돌식 방식으로 부유 진균을 분석한다면 본 연구결과

보다 높은 수준의 진균농도가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지하철 승강장 부유 진균의 적절한 관리

를 위해, 깊은 곳에 위치한 지하철 승강장일수록 환기

및 습도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며,28) 필요시 제습 장치의 설치도 유용할 것으로 판

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하철역 승강장의 공기 중 진

균농도를 측정하고, 진균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

인을 평가하고, 두 종류의 배지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지하철역 승강장의 공기 중 진균농도는 배

지에 따라 MEA배지와 DG18배지에서 각각 466 cfu/

m3 (113~4,172 cfu/m3)과 242 cfu/m3(49~6,093 cfu/m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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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두 배지 평균값이 모두 WHO의 권고기준인

150 cfu/m3을 초과하였다.

2. 공기 중 진균농도를 MEA와 DG18 두 배지에 따

라 비교 평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3. 지하철역 승강장의 공기 중 진균농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상대습도와 지하철 승강장의 깊이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하철 승강장 온도 및 환승

역 여부는 진균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본 연구에서는 Penicillium, Aspergillus, Clado-

sporium 등이 동종 되었으며 이들 진균류는 인간에게

각종 건강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종류로써 적절한 관

리가 필요하다.

5. 결론적으로 지하철 승강장이 깊을수록 습도가 높

고 진균농도가 높으므로 깊은 지하철역에 대하여 특별

한 관리가 필요하며 적절한 환기와 필요하면 제습기의

설치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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