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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

Background: Subway statio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located underground and are a representative 
public-use facility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As concerns about indoor air quality (IAQ) 
increase, various management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However, there are few systematic studies 
and cases of long-term continuous measurement of underground station air qual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factors influencing IAQ in subway stations 
through real-time continuous long-term measurement using IoT-based IAQ sensing equipment, and to 
evaluate the IAQ improvement effect of a bio-filter system.

Methods: The IAQ of a subway station in Seoul was measured using IoT-based sensing equipment. A bio-
filter system was installed after collecting the background concentrations for about five month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over about 21 months, changes in indoor air quality and influencing factors were analyzed and 
the reduction effect of the bio-filter system was evaluat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M10, PM2.5, and CO2 increased during rush hour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number of passengers, and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were high when a PM warning/watch was 
issued. There was an effect of improving IAQ with the installation of the bio-filter system. The reduction 
rate of a new-bio-filter system with improved efficiency was higher than that of the existing bio-filter system. 
Factors affecting PM2.5 in the subway station were the outdoor PM2.5, platform PM2.5, and the number of 
passengers.

Conclusions: The IAQ in a subway station is affected by passengers, ventilation through the air supply 
and exhaust, and the spread of particulate matter generated by train ope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IAQ can be efficiently improved if a bio-filter system with improved efficiency is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IAQ and proper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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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ㆍ PM2.5, PM10, and CO2 were high 

during peak hours as the number of 
subway passengers increased.

ㆍ PM2.5 was affected by outdoor air, the 
platform PM2.5, and the number of 
passengers.

ㆍ CO2 was affected by the number of 
passengers and the outdoor PM2.5.

ㆍ After a bio-filter system was installed, 
PM10, PM2.5, and CO2 decreased sign-
ificantly.

ㆍ In particular, the effect of reducing 
PM10 and PM2.5 was evident at the outlet 
of the bio-fil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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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인들의 생활양식 변화로 일상생활의 약 80% 이상을 실

내에서 보내고 있으며, WHO는 이로 인해 실내 공기오염의 위

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1-5) 대중교통 수단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하루 중 3.6%로 조사되었으며,6) 대중교통 수

송분담율이 2006년 36.4%에서 2017년 43.2%로 지난 10년

간 증가7)함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노출되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하역사의 경우 지하

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

인 다중이용시설로 인식되면서 실내공기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8,9) 2019년 7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유지기준이 강화되고 초미세먼

지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지하역사 승강장에 실내공기질 자동

측정망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등 지하역사 실내공기질에 대

한 관심에 상응하는 관리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뉴욕시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객실 내는 공기순환으로 인

해 미세먼지가 배출되지만 지하역사는 공기 순환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하철 객실 이용보다 지하역

사 공간에 머무른 시간이 인체에 대한 위해성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변수라고 밝히고 있다.10) 이에 따라 지하철 이용객들의 건

강을 위해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하역사 공기질의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

서도 체계적인 연구 결과는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장기간의 연속 측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변화를 분석하여 보고

한 사례는 거의 없다. 

실내공기질과 이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

면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실내공기질 개선 

방법 연구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실내 식물 배치가 실내 

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으

며,11-13) 실내 공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최적의 방법은 실내 수직 

정원이 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14) 공학적인 실내공기질 개선 

방법에 비해 식물을 활용한 방법은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식물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단순 식물 배치가 아닌 식물을 활용한 효율적인 공기정화시

스템의 생산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초과 횟수가 잦아지

면서 미세먼지 노출과 제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발달은 웹, 모바일 환경

에서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15) 이에 따라 IoT 센

싱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모니터링하여 빅데이

터를 생산 및 저장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기술이 선호

되고 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6-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자 식물을 활용한 바이오필터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실내공기질 변화는 IoT 기반 센싱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역사 내 실

내공기질의 장기간 실시간 연속 측정을 통해 지하역사 내 공기

질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바이오필터시스템의 실내공기

질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Fig. 1. Location of IAQ measuring equipment and bio-filt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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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21개월간 서

울시 소재의 지하역사 공간 내 쉼터 공간을 선정하여 실내공기

질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대상 지하역사는 3개의 노선을 환

승할 수 있으며, 2019년 수송인원은 33,497,042명(승하차기

준)이다.22) 지하역사 공간 내를 쉼터, 환승통로 우측 및 좌측으

로 나누어 각 공간별로 IoT 기반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였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을 및 겨

울철을 포함한 약 5개월간의 배경 농도 수집 후 바이오필터시

스템(Biowall-soop) 6대와 new-바이오필터시스템 1대를 설치하

였으며, 실내공기질 저감 효과 평가를 위해 바이오필터시스템

의 토출구와 토출구 외부에 총 8대의 IoT 기반 실내공기질 모니

터링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약 16개월간 실내공기질을 조사하

였다(Fig. 1).

2. 측정 물질 선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

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항목인 PM10, PM2.5, CO2

를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센서로 측정 가능한 온도와 습도 또

한 포함하여 총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Fig. 2. Structure of bio-filter system (A) Structure of bio-filter system, (B) Air purification principle of bio-filter system

Table 1. Detailed specification of IoT sensing device

Measurement item Method Measurement range Sensor precision*

PM2.5 Laser light-scattering 0~1,000 μg/m2 ±15 μg/m2 (≤100 μg/m2),
±30% (≥100 μg/m2)

PM10 Laser light-scattering 0~6,000 μg/m2 ±15 μg/m2 (≤100 μg/m2),
±10% (≥100 μg/m2)

CO2 NDIR 0~5,000 ppm ±45 ppm +3% of Reading
Temperature Band Gap –40~125°C ±0.3°C (0~70°C), 

±0.5°C (–40~0, 70~125°C)
Humidity Capacitive Polymer 0~100%RH ±3.5%RH (20~80%RH),

±4.5%RH (other range)

*Precision according to the measuring range of th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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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stallation of bio-filter system (A) New bio-filter system, (B) Bio-filter system

3. IoT 센싱 장비 설치 및 정보
지하역사 공간을 쉼터, 환승통로 우측, 환승통로 좌측, 바이

오필터시스템 토출구, 바이오필터시스템 토출구 외부, new-바

이오필터시스템의 토출구 등으로 나누어 IoT 기반 IAQ 센싱 장

비를 총 14대 설치하였으며 1분 단위로 오염물질을 측정하였

다.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 및 실내 기류를 고려하여 주변 시

설 등에 의한 영향과 부착물 등으로 인한 측정 장애가 없고 대

상 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였

으며, 지하철 이용객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

치하였다. 사용된 장비의 세부 사항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장비이

다. 환경부는 광산란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보완

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를 통

해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대상으로 시험챔버평가와 환경대기 등가성평가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등급(1~3등급, 등급 외)을 부여하고 있다. 

4. 지하역사 내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 및 정보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의 배경농도 파악을 위해 약 5개월 

동안 바이오필터시스템 없이 IoT 기반 IAQ 센싱 장비를 통해 

배경농도 조사 후 바이오필터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바이오필터

시스템은 전면부로 오염된 공기를 흡수하여 식물의 잎과 뿌리 

및 토양을 거쳐 정화된 공기를 상단의 토출구로 배출하는 방식

으로 공기를 정화한다(Fig. 2). 바이오필터시스템의 설치 위치

는 이용객들이 머무는 공간인 쉼터 공간 주변에 설치하였으며 

총 6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고효율의 바이오필터시스템 개발을 

위해 시제품 단계인 new-바이오필터시스템도 함께 설치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Fig. 3). 바이오필터시스템에 식

재된 식물은 온도변화에 쉽게 고사하는 초본성 식물대신 목본

성 식물을 사용하였으며 바이오필터시스템 1대 당 총 64개의 

식물이 식재되었으며, 바이오필터시스템의 세부사항은 Table 2
에 나타내었다. 

5. 통계 분석
연구기간 동안 IoT 기반 IAQ 센싱 장비를 통해 수집된 빅데

이터를 바탕으로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 변화를 시간대, 혼

잡/비혼잡시간(혼잡시간: 07:00~10:00, 17:00~20:00), 주중/

주말,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여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혼잡/비혼잡시간 대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도

시철도 혼잡시간대(주중 07:30~09:30, 18:00~20:00)와 비혼

잡시간대(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참고하여 혼잡시간대를 

07:00~10:00, 17:00~20:00으로 산정하였다. 계절은 봄(3~5

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일은 에어코리아 미세먼지 권역별 주의보/경

보 발령 내역 중 연구기간 내 서울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경

보가 발령된 일자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바이오필터시스템의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 평가를 위해 측정 

위치별로 바이오필터시스템의 설치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하였

으며, 지하역사 내 PM2.5 및 CO2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평

가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7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Table 2. Detailed specifications of installed plants

Item Specifications

(W)×(D)×(H) mm 1000×240×1800
Number of pots per unit 64 ea
Plant species Podocarpus macrophyllus

Ardisia pusilla
Ardisia pusilla 'Variegata’
Ardisia japonica

Amount of soil per pot 1.7 L
Composition of soil Bed soil 80%, Biochar 20%
Water supply 400 L/h (3 min per da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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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지하역사 공간 내 실내공기질 변화 분석
지하역사 공간 내 설치한 IoT 기반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를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21개월 간 수집된 

데이터를 시간대, 혼잡/비혼잡시간(혼잡시간: 07:00~10:00, 

17:00~20:00), 주중/주말,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미세먼

지 주의보/경보 발령 여부 등으로 나누어 PM10, PM2.5, CO2 농

도를 분석하였다.

전체 연구 기간 동안 평균 농도는 PM10 34.08 μg/m3, PM2.5 

18.85 μg/m3, CO2 540.90 ppm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

른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인 PM10 100 μg/m3, 

PM2.5 50 μg/m3, CO2 1,000 ppm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23)

시간 의 흐름 에 따 라 주 중의 경우 출퇴 근시간 대인 

07:00~10:00와 17:00~20:00에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증가

하면서 PM2.5과 CO2 농도가 점차 증가하다가 승하차 인원이 감

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말의 경우 승객수가 점

차 증가함에 따라 PM2.5와 CO2 농도가 소폭 증가하다가 승하

차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혼잡/비혼잡시간에 따라 평균 농도는 혼잡시간대 PM10 

38.47 μg/m3, PM2.5 21.15 μg/m3, CO2 593.29 ppm이고 비

혼잡시간대 PM10 34 μg/m3, PM2.5 18.74 μg/m3, CO2 513.12 

ppm으로 혼잡시간대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주말에 따른 평균 농도는 주중 PM10 35.11 μg/m3, 

PM2.5 19.34 μg/m3, CO2 550.06 ppm이고 주말 PM10 36.42 

μg/m3, PM2.5 20.04 μg/m3, CO2 514.55 ppm으로 미세먼지는 

주중보다 주말에 높았으며 CO2는 주말보다 주중에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에 따른 평균 농도는 발령 시 

PM10 67.45 μg/m3, PM2.5 37.59 μg/m3, CO2 599.88 ppm이고 

미발령 시 PM10 34.52 μg/m3, PM2.5 19 μg/m3, CO2 538.03 

ppm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에 PM10 및 PM2.5와 

CO2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Figs. 4, 5).

계절에 따른 평균 농도는 PM10 및 PM2.5의 경우 겨울, 봄, 가

을, 여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O2의 경우 겨울, 가

을, 여름, 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PM10 및 PM2.5는 시간에 따른 이용객 수 변화, 요

일,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계절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에 따른 지하역사 공간 실내

공기질 평가

2.1. PM10 및 PM2.5

각 위치별 평균 PM10 농도의 경우, 바이오필터시스템의 토

출구에서 28.96 μg/m3, 토출구 외부에서 29.45 μg/m3, new-

바이오필터시스템 토출구에서 28.75 μg/m3이었다. 쉼터에서

는 설치 전 35.65 μg/m3, 설치 후 33.43 μg/m3이었고, 환승통

로 우측은 설치 전 42.32 μg/m3, 설치 후 32.83 μg/m3이었으

며, 환승통로 좌측은 설치 전 47.98 μg/m3, 38.87 μg/m3으로 

나타났다. 각 위치별 평균 PM2.5 농도의 경우, 바이오필터시스

템의 토출구에서 16.01 μg/m3, 토출구 외부에서 17.53 μg/m3, 

new-바이오필터시스템 토출구에서 15.26 μg/m3이었다. 쉼터

Table 3. Comparison of PM10, PM2.5 and CO2 concentration by factors

PM10 (μg/m2) p-value PM2.5 (μg/m2) p-value CO2 (ppm) p-value

Total 34.08±23.10 18.85±12.39 540.90±102.54
Peak/Off-peak
   Peak 38.47±21.14 <0.001 21.15±11.53 <0.001 593.29±92.99 <0.001
   Off-peak 34±22.14 18.74±11.96 513.12±73.46
Weekdays/Weekend
   Weekdays 35.11±21.15 <0.001 19.34±11.46 <0.01 550.06±92.16 <0.001
   Weekend 36.42±23.66 20.04±12.83 514.55±74.57
PM warning/watch issued
   Issued 67.45±24.78 <0.001 37.59±13.95 <0.001 599.88±109.45 <0.001
   Not issued 34.52±21.08 19±11.37 538.03±87.59
Season
   Spring 34.04±21.14 <0.01 18.73±11.4 <0.001 526.92±80.73 <0.01
   Summer 27.63±15.28 15.5±8.26 530.47±76.26
   Fall 30.05±17.38 16.59±9.3 546.62±93.51
   Winter 46.35±25.2 25.36±13.86 551.29±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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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설치 전 21.76 μg/m3, 설치 후 20.97 μg/m3이었으며, 

환승통로 우측은 설치 전 22.28 μg/m3, 설치 후 17.39 μg/m3 

으로 나타났고, 환승통로 좌측은 설치 전 25.36 μg/m3, 20.57 

μg/m3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 6). 대응표본 t-검정 결과,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 전과 후의 PM10 및 PM2.5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모든 공간에서 바이오필터시스템 설

치 전에 비해 설치 후 PM10 및 PM2.5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바이오필터시스템의 토출구 및 토출구 외부의 PM10 

및 PM2.5 농도가 다른 공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 6).

바이오필터시스템의 PM10 및 PM2.5 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

하여 저감율을 분석하였다. 바이오필터시스템 토출구 및 토출

구 외부의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바이오필터시스템 배

치 이후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설치 이전 데이터를 바이오필터

시스템을 배치한 공간인 쉼터 공간의 설치 이전 데이터로 활용

하였다. PM10 저감율은 환승통로 우측(22.43%), new-바이오

필터시스템의 토출구(19.4%), 환승통로 좌측(19.0%), 바이오필

터시스템의 토출구(18.8%), 바이오필터시스템의 토출구 외부

(17.4%), 쉼터(6.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M2.5 저감

율은 new-바이오필터시스템의 토출구(29.9%), 바이오필터시스

템의 토출구(26.4%), 환승통로 우측(22.0%), 바이오필터시스

템의 토출구 외부(19.5%), 환승통로 좌측(18.9%), 쉼터(3.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2.2. CO2 

각 위치별 평균 CO2 농도의 경우, 바이오필터시스템의 토출

구에서 542.75 ppm, 토출구 외부에서 535.06 ppm, new-바이

오필터시스템 토출구에서 519.95 ppm이었다. 쉼터에서는 설치 

전 572.38 ppm, 설치 후 546.58 ppm이었고, 환승통로 우측

은 설치 전 586.04 ppm, 설치 후 550.12 ppm이었으며, 환승

통로 좌측은 설치 전 577.92 ppm, 525.07 ppm으로 나타났다

(Table 4, Fig. 6). 

Fig. 4. Comparison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by factors (A) 
Time in weekdays and weekend, (B) Peak/off-peak, (C) Weekdays/
weekend, (D) Season, (E) Particulate matters warning/watch issued

Fig. 5. Comparison of CO2 concentration by factors (A) Time in 
weekdays and weekend, (B) Peak/off-peak, (C) Weekdays/weekend, 
(D) Season, (E) Particulate matters warning/watch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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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indoor air quality in subway stations according to bio-filter system installation by equipment location

Equipment location Bio-filter system PM10 (μg/m2) PM2.5 (μg/m2) CO2 (ppm) Temperature (°C) Humidity 
(%RHa))

Bio-filter system
After (n=3051268) 28.96±20.49 16.01±10.70 542.75±99.31 20.03±5.76 57.45±13.78 
t(p)b)

Outside of bio-filter 
system After (n=1124088) 29.45±21.77 17.53±11.79 535.06±96.14 21.08±5.43 45.31±17.76 

t(p)
New bio-filter 

system After (n=637322) 28.75±19.07 15.26±9.75 519.95±88.88 22.57±4.98 50.53±15.64 
t(p)

Shelter Before (n=228053) 35.65±20.65 21.76±12.60 572.38±108.03 18.52±5.17 32.88±10.54 
After (n=727120) 33.43±19.43 20.97±12.27 546.58±92.77 23.02±4.01 48.49±17.47 
t(p) 140.306*** 138.214*** 45.453*** 17.057*** –115.176***

Right side of transfer 
passage

Before (n=376222) 42.32±24.06 22.28±12.69 586.04±124.11 19.73±5.37 38.35±13.75 
After (n=1041561) 32.83±21.95 17.39±11.40 550.12±119.25 19.6±5.18 41.9±15.34 
t(p) 41.559*** 22.218*** 29.840*** –384.248*** –693.276***

Left side of transfer 
passage

Before (n=410242) 47.98±28.29 25.36±15.22 577.92±114.62 19.61±5.25 38.21±12.93 
After (n=1243937) 38.87±25.96 20.57±13.76 525.07±96.83 19.89±5.41 44.75±16.43 
t(p) 104.371*** 103.110*** 59.291*** –46.650*** –384.031***

a)Relative humidity, b)t-value and p-value by paired sample t-test.
*p<0.05, **p<0.01, ***p<0.001

Fig. 6.  Comparison of IAQ according to the bio-filter system installation by sampling location (A) PM10, (B) PM2.5, (C) CO2

*Bio-filter system, **Outside of bio-filter system, ***New bio-filter system, ****Shelter, *****Right side of transfer passage, ******Left side of 
transfer passage

Table 5. Reduction rate according to bio-filter system installation

Reduction rate Bio-filter system Outside of  
bio-filter system

New bio-filter 
system Shelter Right side of 

transfer passage
Left side of  

transfer passage

PM10 18.8% 17.4% 19.4% 6.2% 22.4% 19.0%
PM2.5 26.4% 19.5% 29.9% 3.7% 22.0% 18.9%
CO2 5.2% 6.5% 9.2% 4.5% 6.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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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필터시스템의 CO2 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감

율을 분석하였다. PM10 및 PM2.5 저감율과 같이 바이오필터시

스템 토출구 및 토출구 외부의 경우, 설치 이전 데이터를 바이

오필터시스템을 배치한 공간인 쉼터 공간의 설치 이전 데이터

로 활용하였다. CO2 저감율은 new-바이오필터시스템의 토출

구(9.2%), 환승통로 좌측(9.1%), 바이오필터시스템의 토출구 

외부(6.5%), 환승통로 우측(6.1%), 바이오필터시스템의 토출구

(5.2%), 쉼터(4.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2.3. 지하역사 공간 내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앞서 시간대, 혼잡/비혼잡시간(혼잡시간: 07:00~10:00, 

17:00~20:00), 주중/주말,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미세먼

지 주의보/경보 발령 여부 등으로 나누어 실내공기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내공기질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연구기

간 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하철 승하

차 인원이 2019년 대비 약 40% 이상 감소하였다(Fig. 7).16) 따

라서 바이오필터시스템이 설치된 지하역사 공간 내 PM2.5 농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반응변수는 각 측정 위치별 PM2.5

와 CO2 농도로 구분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대상 지하역사 주

변 도시대기 자동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PM2.5 농도, 지하역사 

승강장에서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PM2.5 농도, 

승하차 인원, 혼잡/비혼잡 여부, 계절,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 

여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여부, 주중/주말 등으로 하였

다.

2.3.1. 지하역사 내 PM2.5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하역사 내 각 위치별 PM2.5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 바이오필터시스템 토출구의 경우 79.8%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외기 PM2.5 농도, 승강장 PM2.5 농도, 승

하차 인원, 혼잡시간대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

이오필터시스템 토출구 외부의 경우 78.8%의 설명력을 보였으

며, 외기 PM2.5 농도, 봄, 승하차 인원, 승강장 PM2.5 농도, 주말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new-바이오필터시스템 토

출구의 경우 80.6%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외기 PM2.5 농도, 

승하차 인원, 승강장 PM2.5 농도, 봄, 주말, 혼잡시간대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봄의 경우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미쳤다. 쉼터 공간의 경우 외기 PM2.5 농도, 바이

오필터시스템 설치, 승강장 PM2.5 농도, 가을, 승하차 인원, 혼

잡시간대 순으로 영향이 컸고, 가을의 영향력이 여름의 영향력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82.9%의 설명력을 보였다. 환승통

로 우측의 경우 83.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외기 PM2.5 농도, 

가을, 승강장 PM2.5 농도,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 승하차 인원, 

겨울, 혼잡시간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주말 순으로 영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과 겨울의 영향력이 여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통로 좌측의 경우 86.5%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외기 PM2.5 농도,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 승강장 

PM2.5 농도, 승하차 인원, 혼잡시간대, 봄 순으로 영향이 큰 것

으로 나타났고 봄의 영향력이 여름의 영향력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PM2.5 농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85.6%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외기 PM2.5 농도, 승강장 PM2.5 농도, 승하차 인원, 혼잡시간대, 

겨울,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6).

지하역사 내 PM2.5 농도는 모든 위치에서 외기 PM2.5 농도, 승

강장 PM2.5 농도, 승하차 인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위치에 따라 혼잡시간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주말, 

계절,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하역사 내 PM2.5 농도는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로 인한 

영향에 비해 승하차 인원 변화와 외기 PM2.5 및 승강장 PM2.5 

Fig. 7. Changes in the number of subway passengers pre month by line (A) Line A, (B) Line B, (C) Lin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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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epwise regression model of the indoor PM2.5 concentration in the subway station

Location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p)a)

B SE β

Bio-filter system (Constant) –0.320 0.384 –0.835***

PM2.5 (outdoor) 0.665 0.012 0.816 56.926***

PM2.5 (platform) 0.130 0.019 0.106 6.970***

Passengers 0.000 0.000 0.063 4.361***
Peak/off-peak 1.051 0.314 0.046 3.341***

F(p)=1387.052***, adj.R 2=0.798
Outside of bio-filter system (Constant) –3.510 0.640 –5.489

PM2.5 (outdoor) 0.754 0.014 0.841 52.932***

PM2.5 (platform) 0.138 0.022 0.101 6.139***

Spring 3.659 0.427 0.118 8.563***

Passengers 0.001 0.000 0.105 7.128***

Weekday/weekend –0.936 0.386 –0.033 –2.422*

F(p)=965.688***, adj.R 2=0.788
New bio-filter system (Constant) 1.147 0.574 1.998

PM2.5 (outdoor) 0.721 0.014 0.803 50.278***

Passengers 0.001 0.000 0.114 6.169***

Spring –2.715 0.382 –0.103 –7.108***

PM2.5 (platform) 0.132 0.021 0.109 6.431***
Weekday/weekend –1.024 0.403 –0.038 –2.542*

Peak/off-peak 0.823 0.389 0.035 2.118*

F(p)=701.095***,  adj.R 2=0.806

Shelter (Constant) –2.289 0.328 –6.987
PM2.5 (outdoor) 0.751 0.007 0.870 108.893***

Plants 6.707 0.232 0.262 28.893***

Passengers 0.000 0.000 0.045 5.363***

PM2.5 (platform) 0.080 0.007 0.097 11.229***

Fall 2.616 0.243 0.095 10.784***

Peak/off-peak 0.985 0.190 0.039 10.784***

F(p)=2897.127***,  adj.R 2=0.829
Right side of transfer passage (Constant) –0.327 0.428 –0.765

PM2.5 (outdoor) 0.754 0.007 0.891 115.420***

Passengers 0.000 0.000 0.079 9.906***

PM2.5 (platform) 0.067 0.006 0.085 10.463***

Fall 2.874 0.388 0.114 7.414***

Plants 2.026 0.327 0.079 6.195***

Weekday/weekend –0.381 0.180 –0.014 –2.112*

PM_Warning 1.552 0.707 0.014 2.194*

Peak/off-peak 0.383 0.172 0.016 2.229*

Winter 0.680 0.323 0.027 2.102*

F(p)=2304.881***,  adj.R 2=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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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치에 

따라 이용객들의 이동이나 급배기구 위치 등으로 인해 혼잡시

간대, 주말, 계절,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등에 영향을 받

는다고 할 수 있다. 

2.3.2. 지하역사 내 CO2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하역사 내 각 위치별 CO2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

귀 분석한 결과, 바이오필터시스템 토출구의 경우 44.1%의 설

명력을 보였으며 승하차 인원, 외기 PM2.5 농도, 주중, 혼잡시

간대, 봄 순으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봄에 비해 여름

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필터시스템 토출구 외

부 모형의 경우 38.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승하차 인원, 주중, 

봄, 외기 PM2.5 농도, 혼잡시간대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new-바이오필터시스템 토출구의 경우, 50.7%의 설명

력을 보였으며 승하차 인원, 주중, 외기 PM2.5 농도, 혼잡시간

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봄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름에 비해 봄의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쉼

터 공간의 경우 59.1%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승하차 인원, 바

이오필터시스템 설치, 외기 PM2.5 농도, 봄, 승강장 PM2.5 농도, 

혼잡시간대, 겨울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름에 

비해 겨울이, 봄에 비해 여름이 높은 영향력을 미쳤다. 환승통

로 우측의 경우 56.7%의 설명력을 보였고 승하차 인원, 바이오

필터시스템 설치, 외기 PM2.5 농도, 가을, 승강장 PM2.5 농도, 겨

울, 주중, 혼잡시간대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

통로 좌측의 경우 65.2%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승하차 인원, 

봄,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 외기 PM2.5 농도, 가을, 주중, 승강

장 PM2.5,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미발령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가을이 여름에 비해, 여름이 봄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CO2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63.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승하차 인

원, 외기 PM2.5 농도,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 봄, 가을, 승강장 

PM2.5 주중, 혼잡시간대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고 가을이 여름

에 비해, 여름이 봄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지하역사 내 CO2 농도는 모든 위치에서 승하차 인원, 외기 

PM2.5 농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중과 혼잡시

간대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역사 내 CO2 농도

가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로 인한 영향에 비해 이용객과 환기

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V. 고    찰

최근 지하역사 공간의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

에 따라 정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승강장 내 실내공기질 자동

측정망 설치 의무화를 실시하는 등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에 

Table 6. Continued

Location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p)a)

B SE β

Left side of transfer passage (Constant) 0.264 0.268 0.987
PM2.5 (outdoor) 0.915 0.007 0.868 128.733***

Plants 5.504 0.342 0.173 16.095***

PM2.5 (platform) 0.087 0.007 0.088 12.763***

Passengers 0.000 0.000 0.050 7.109***

Peak/off-peak 1.125 0.193 0.037 5.817***

Spring –0.938 0.361 –0.027 –2.599**

F(p)=4335.104***,  adj.R 2=0.865
Whole space (Constant) 1.262 0.234 5.405

PM2.5 (outdoor) 0.788 0.006 0.884 124.689***

PM2.5 (platform) 0.078 0.006 0.093 12.657***

Passengers 0.000 0.000 0.064 8.854***

Peak/off–peak 0.784 0.169 0.030 4.626***

Winter 0.647 0.181 0.025 3.570***

Plants 0.638 0.184 0.024 3.458***

F(p)=4045.794***,  adj.R 2=0.856
a)t-value and p-value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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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epwise regression model of the indoor CO2 concentration in the subway station

Location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p)a)

B SE β

Bio-filter system (Constant) 422.959 6.611 63.978
Passengers 0.024 0.001 0.472 18.648***

PM2.5 (outdoor) 1.473 0.134 0.225 10.993***

Weekday/weekend 29.962 4.453 0.146 6.728***

Peak/off-peak 16.494 4.301 0.089 3.835***

Spring –15.149 4.597 –0.069 –3.295***

F(p)=222.393*** , adj.R 2=0.441
Outside of bio-filter system (Constant) 379.428 8.238 46.056

Passengers 0.028 0.002 0.495 17.849***

Weekday/weekend 36.142 5.203 0.166 6.946***

Spring 37.955 5.731 0.156 6.623***

PM2.5 (outdoor) 1.096 0.160 0.157 6.857***

Peak/off-peak 13.158 5.058 0.066 2.601**
F(p)=160.317*** , adj.R 2=0.381

New bio-filter system (Constant) 422.443 6.531 64.680
Passengers 0.025 0.001 0.522 18.240***

PM2.5 (outdoor) 0.872 0.149 0.131 5.847***

Weekday/weekend 33.094 4.766 0.167 6.943***

Peak/off-peak 22.697 4.618 0.129 4.915***

PM_Warning 72.036 18.067 0.090 3.987***

Spring –14.641 4.512 –0.075 –3.245***

F(p)=173.782*** , adj.R 2=0.507
Shelter (Constant) 408.907 3.249 125.842

Passengers 0.025 0.001 0.665 50.577***

PM2.5 (outdoor) 1.434 0.080 0.222 17.824***

Winter 4.787 2.804 0.025 1.707*

Plants 44.202 3.930 0.231 11.247***

Spring –43.314 4.728 –0.212 –9.160***

PM2.5 (platform) 0.529 0.082 0.087 6.454***

Peak/off-peak 8.814 2.203 0.047 4.002***

F(p)=740.889*** , adj.R 2=0.591
Right side of transfer passage (Constant) 356.763 6.386 55.867

Passengers 0.032 0.001 0.704 53.928***

PM2.5(outdoor) 1.422 0.097 0.183 14.597***

Plants 50.534 4.890 0.215 10.333***

PM2.5 (platform) 0.743 0.097 0.102 7.693***

Fall 36.623 5.785 0.157 6.330***

Winter 17.616 4.843 0.077 3.638***

Weekday/weekend 9.962 2.709 0.040 3.677***

Peak/off-peak 8.894 2.580 0.040 3.447***

F(p)=661.965*** , adj.R 2=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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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공학적인 실내공기질 개선

방법에 비해 친환경적인 식물을 활용한 방법을 적용하고 그 효

과를 평가하고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 평가 결과, 전체 연구 기간 동안 평

균 농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

설 유지기준인 PM10 100 μg/m3, PM2.5 50 μg/m3, CO2 1,000 

ppm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출근시간대에 PM10, PM2.5 농도가 증가하였다가 

다소 감소하였다가 퇴근시간대에 다시 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9,24) CO2는 비혼잡시간대에 비해 혼잡시간대에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승하차 인원 증감과 유

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9,25) 

주중에 비해 주말에 PM10, PM2.5 평균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말에 비해 주중에 이용객이 더 많으나 출퇴

근 시간대에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주중

과 다르게 주말에는 시간대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이용객수를 

유지하여 꾸준한 이용객의 움직임에 의한 재비산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재실자의 활동에 의한 PM10의 재비산이 보고된 바 

있다.26)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PM10 및 PM2.5 평균 농도가 미

발령 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황사의 발생에 의한 대

기 중 PM10 증가로 인한 지하역사 내 PM10 증가를 설명할 수 있

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9)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실내 식물 배치를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Shao et al. (2021)27) 의 연구는 실

내 수직 정원 시스템 설치에 따른 PM 및 CO2 농도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한 바 있다.실내 식물을 통해 입자상 

물질의 농도 감소에 효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28,29) 식물이 적

용되지 않은 공간 보다 적용된 공간의 실내 PM10 농도가 감소

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30,31)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에 따른 지하역사 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 평가 결과, 

PM10 및 PM2.5와 CO2는 각각 설치 전과 후 농도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

와 마찬가지로 바이오필터시스템이 실내공기질 개선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저감율이 가장 낮게 나타

난 쉼터의 경우 이용객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

Table 7. Continued

Location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p)a)

B SE β

Left side of transfer passage (Constant) 394.602 3.980 99.137
Passengers 0.029 0.000 0.687 64.372***

PM2.5 (outdoor) 2.355 0.082 0.323 28.665***

Spring –93.324 4.018 –0.395 –23.224***

Plants 78.635 4.071 0.357 19.318***

Fall 25.595 2.786 0.117 9.185***

PM_Warning –24.612 8.762 –0.027 –2.809**

Weekday/weekend 7.129 2.255 0.031 3.161**
PM2.5 (platform) 0.187 0.082 0.027 2.290*

F(p)=949.941***, adj.R 2=0.652
Whole space (Constant) 391.463 3.654 107.130

Passengers 0.028 0.000 0.726 60.848***

PM2.5 (outdoor) 1.662 0.075 0.253 22.194***

Weekday/weekend 8.536 2.094 0.040 4.077***

Fall 20.503 2.561 0.103 8.006***

Plants 36.737 3.737 0.185 9.831***
Spring –24.829 3.688 –0.116 –6.732***

PM2.5 (platform) 0.376 0.075 0.061 5.036***

Peak/off-peak 4.783 1.998 0.025 2.393*

F(p)=891.751***, adj.R 2=0.636
a)t-value and p-value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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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며, 쉼터 이용객의 영향이 적은 토출구에 설치된 장

비의 경우 저감율이 약 18~30%로 나타났다. 다른 공간과 비교

하여 설치 후 PM10 및 PM2.5 농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바이오필터시스템의 PM10 및 PM2.5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바이오필터시스템과 new-바이오필터시스템의 

PM10 및 PM2.5 저감율을 비교하였을 때, new-바이오필터시스

템의 저감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바이오필터시스템을 개

선하여 개발한 new-바이오필터시스템의 제거 효율이 더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환승통로 우측과 좌측의 저감율은 코로나19

로 인하여 2019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승하차 인원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PM2.5의 경우 외기 

PM2.5, 승강장 PM2.5, 승하차 인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CO2의 경우 승하차 인원, 외기 PM2.5 농도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내 재실자로 인한 영향32,33)과 급배

기구를 통한 환기와 열차 운행에 따라 발생한 미세먼지가 승강

장에서 대합실로 확산되기 때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34) 미세

먼지 및 이산화탄소와 승하차 인원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며, 특히 CO2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지하역사 내 PM2.5와 CO2 

농도에 승하차 인원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외기 PM2.5와 승강장 PM2.5 농도를 

동일한 장비로 측정하지 못하고 국가 자동측정망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다. 국가 자동측정망의 경우 베타선 측정

법이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비는 광산란법 장비이다. 미세먼

지 간이측정 성능인증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장비이나, 자동

측정망에 사용된 베타선 장비와 비교 분석을 통해 교정되지 않

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선정한 대상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한계점

이 있다. 바이오필터시스템을 설치한 쉼터공간이 밀폐되어 있

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이오필터시스템의 

실내공기질 저감 효과가 다른 요인들로 인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적은 양의 식물로도 효율성이 

높은 바이오필터시스템을 적용하였고,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인 

시제품 단계의 바이오필터시스템을 함께 적용하고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효과 평가를 위

해 노력하였다.

셋째, 코로나19 악화로 인해 바이오필터시스템을 설치한 쉼

터 공간이 폐쇄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조사가 불가능하여 2021

년 5월 이후 조사를 종료하였다. 이에 따라 총 21개월간의 연

구기간 동안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은 실내공기질을 6개월씩 

조사하였으나 여름의 경우 약 3개월로 다른 계절에 비해 적어 

동일한 기간의 계절 데이터를 비교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

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 수가 감소하여 전체 공

간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쉼터 공간이 

일부 폐쇄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이 연구의 제한점으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승하차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실

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

질 평가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하역사 공간의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식물을 활용한 바이오필터시

스템을 지하역사 공간에 조성된 쉼터공간에 설치하고, 주변 공

간과 바이오필터시스템의 토출구에서 토출되는 공기질 분석을 

통해 바이오필터시스템의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와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 변화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지하역

사 등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지하철 승하

차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중 출근시간대에 미세먼지 및 이산

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후, 감소하였다가 퇴근시간대에 다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에 따라 

주의보/경보 발령 시 PM10 및 PM2.5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바이오필터시스템 설치 후, PM10 및 PM2.5가 감소하였으며 바

이오필터시스템 토출구와 토출구 외부의 PM10 및 PM2.5 농도가 

다른 공간에 비해 낮아 바이오필터시스템의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바이오필터시스템 

제품보다 효율성을 개선한 제품인 new-바이오필터시스템 제품

이 저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역사 내 PM2.5 및 CO2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PM2.5의 경우 외기 PM2.5, 

승강장 PM2.5, 승하차 인원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CO2의 경우 승하차 인원, 외기 PM2.5 농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지하철 이용객으로 인한 영향, 급배기구를 통한 

환기, 열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의 대합실로의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바이오필터시스템의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영향

인자를 고려하여 바이오필터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한 제품이 

개발되고 적절한 바이오필터시스템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지하

역사 내 실내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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