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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rge number of house dust mites live in homes worldwide and produce the most important 

allergens which cause allergic diseases to the genetically predisposed individuals perennially. 

Herewith, the literatures published on the survey of dust mites in Korea were reviewed. In most 

studies, mites were isolated and investigated from the house dust samples collected by using house- 

hold vacuum cleaners. Among more than 30 species of house dust mites recorded in Korea, Dermato-

phagoides farinae was found to be the most predominant species in homes, followed by D. pteronys-

sinus. House dust mites were most frequently encountered in dust from bedding samples followed 

by kitchen samples, in which Tyrophagus putrescentiae, a storage mite species, was the most fre-

quently found species. The highest mite density and allergen concentration were shown in autumn. 

It would be useful if the standard method for the investigation of dust mite density is established 

for the field survey. Measuring the number of mites per unit area (1 m
2
) collected in a given time 

(2 minutes) using a house-hold vacuum cleaners equiped with nonwovens is suggested here as 

an objective and convenient method for the survey on house dust mites. Mites can be detected 

directly from fine dust samples using a stereomicroscope or isolated by technique utilizing saturated 

salt water. In the future, more field surveys and laboratory studies are necessary for the investiga-

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 dust mites in homes and various allergic diseases. [Pediatr 

Allergy Respir Dis(Korea) 201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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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

며 환경오염과 더불어 생활양식의 변화, 새로운 알레르겐의 

유입 등의 원인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인류의 

20-30% 정도가 각종 알레르기질환에 이환되어 있다고 한

다.
1)

한 편, 현대화된 환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므로 실내 환경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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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도 주거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초래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도 실내 알

레르겐과 연관된 질환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졌다.
2)
 알

레르겐은 실내 환경에서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실내 알레르겐

에 관한 연구는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기본

이 되며, 특히 단순히 분포나 비교 조사만이 아니라 알레르

겐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역학 조사와 분석, 또는 이에 관한 관리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내 알레르겐으로 주목되는 것으로

는 집먼지진드기, 바퀴, 고양이나 개털, 곰팡이 등이 있다.
3)

 

이 중에서도 특히 절지동물의 일종인 집먼지진드기는 세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실내 알레르겐의 가장 중요한 원인체

로 인정되고 있다.
4, 5)

Eggleston 등은 도시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알레르겐의 조사를 행하여 집먼지진드기, 바

퀴, 고양이털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였으며,
6)
 대상 

어린이들에게 피내 반응검사를 실행한 결과, 실내 환경 내 

알레르겐의 농도와 어린이들의 감작된 정도가 서로 비례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실내 알레르겐에 대하여 어린 나이

에서부터 노출되면 후에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내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7)
 이와 같이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

과 알레르기 질환 발생에 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먼지진드기를 포함하여 실내 알레르

겐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가 이제까지 소수 보고되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역학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먼지진드기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조사방

안과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제까지 보고

된 여러 편의 국외의 역학조사 논문을 살펴보면 먼지진드기

의 채집과 조사를 위하여 수행한 방법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이 대부분일 뿐 그 방법을 표준화하여 비교하려는 일은 

거의 시도된 바가 없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국가들

의 실내는 일반적으로 흔히 카펫이 깔려있고 침대 외에는 

신발을 신고 있는 등 실내에서의 생활양식도 우리나라와 다

른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나 일반주택의 방이나 

마루에는 카펫이 깔려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겨울철 난

방이 마치 온돌과 같이 바닥 난방의 형태로 공급되는 세계

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실내 먼지도 다소 적고 채집되는 진드기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하여 우리나라에서 주거 환경에 맞는 표준 조사 방법을 제

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지진드기를 채집하는 방법은 특별한 공학적인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세계적인 학술지에 보고된 

결과도 일반적인 가정용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 

일정 면적 또는 일정 무게의 먼지를 채집하고 이후 현미경

을 이용하여 골라낸 후 그 종을 동정하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알레르기와 연관된 집먼지진드기에 관

한 역학조사를 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채집 수단을 

마련하여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단순한 

기술력의 향상을 넘어선 보건관리 시스템의 발전과 건강증

진을 이룩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 종설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중

요한 실내알레르겐의 원인체인 집먼지진드기에 관해 소개

하고, 주로 국내 집먼지진드기에 관한 생태조사, 알레르겐에 

대한 연구결과 들을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적용이 간편한 집

먼지진드기 채집을 위한 표준조사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집먼지진드기 개괄

1. 집먼지진드기(house dust mite)란?

집먼지진드기들은 좀진드기(mite)의 일종이다. 기문이 

제 4각(다리)의 뒤에 위치한 후기문아목에 속하는 진드기

(tick)를 제외한 모든 진드기류를 좀진드기라고 부른다. 대

부분이 미세하여 육안으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집먼지

진드기는 인체에 기생하거나 흡혈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피

해를 주지는 않지만 이들은 우리 주위에 비교적 적은 공간

에 많은 수가 살아가면서 배설물을 내거나 죽은 충체 등에

서 유래한 알레르겐을 생산하여 알레르기 증상과 질환을 유

발한다.
8, 9)

집먼지진드기는 박리상피가 많이 있는 침구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집먼지 안에서 주로 발견되는 집

먼지진드기는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광의

로 해석하면 집먼지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종류의 진드기를 

모두 다 일컫는다. 협의로 해석하는 사람은 집먼지진드기과

(Pyroglyphidae)에 속하는 진드기만으로 제한한다.
10-12)

2. 집먼지진드기의 종류

실내 먼지 속에는 많은 수의 진드기가 서식하고 있고 종

류도 다양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7과 30여 종이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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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3-15)

 이들의 개체수를 보면 집먼지진드기과에 속하는 

진드기가 80-90%를 차지한다. 집먼지진드기과에는 15속 

34종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 큰다리먼지진드기(Dermato-

phagoides farinae, Df)와 세로무늬먼지진드기(Dermato-

phagoides pteronyssinus, Dp)의 2종이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집먼지에 서식하는 진드기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6-18)

집먼지진드기는 지역에 따라 서식하는 종류와 밀도가 다

르다. 유럽과 호주에는 Dp가 많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Df

가 더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열대지역에

는 저장진드기의 일종인 Blomia tropcalis가 많이 서식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되어있다.
19, 20)

 

해발 1,500 m 이상의 지역은 건조하여 집먼지진드기가 서

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아시아에서는 몽골지

역이 건조하고 고도가 높은 지역이 많아 집먼지진드기

(Pyroglyphidae)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긴털가루진드기

(Tp)가 우점종으로 알려져 있다.(personal communica-

tion)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집먼지진드기에 관한 연구는 1977

년 Cho와 Houh에 의하여 Df와 Dp의 존재가 보고되면서부

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비교적 근래 Ree 등
15)

의 보

고에 의하면 Df가 총 66.8%, Dp가 20.6%, Tp가 6.5%이

며, 이 밖에 Rhizoglyphus robini, Sancassania 

phyllophagianus, Cheyletus traussarti, Scheloribates 

latipes 등이 한국에 분포하는 먼지진드기의 종류로 새로이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Dp가 우세

하고 비교적 건조한 내륙지방에서는 Df가 우세한 것으로 관

찰되었다.

필자 등이 1999년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수행

한 서울 지역 약 200가구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집먼

지진드기의 연도별 채집률은 각각 1999년에 85.0%, 2000

년에 44.2%, 2001년에 38.6%로 나타났다. 채집률이 낮아

진 결과는 같은 가옥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주기

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가옥을 깨끗이 청소한다든지 

하는 일종의 교육 효과에 의하여 집먼지진드기의 검출 및 

서식밀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사 1차년도

(1999)는 총 201 조사가구 중 171가구에서 Df, Dp, Tp와 

기타 진드기가 채집되었는데 Df가 109가구, Dp가 5가구, 

Tp가 6가구, Df와 Dp가 같이 있는 10가구, Df와 Tp가 같

이 있는 6가구, Dp, Tp가 같이 있는 1가구, 그리고 Df, Df, 

Tp와 다른 진드기가 섞여서 나오는 가구가 있었다. 아울러 

Df가 우점종으로 1차년도에 63%, 2차년도에 73%, 3차년

도에 89%로 각각 나타났고 Dp나 Tp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

찰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Df가 뚜렷한 우점종임을 

재차 입증한 바 있다. 집먼지 1 g 당 25.4-34.3개체가 나

타났으며 집먼지진드기가 생존하기 좋은 10월에 높은 증가

를 볼 수 있었다.
23)

3. 주요 집먼지진드기 형태의 특징

Df와 Dp의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크기는 암컷이 370- 

430 μm이고 수컷은 300-350 μm로 약간 작다. 체색은 유

백색이다. 복면과 배면의 외피에 지문모양의 많은 주름이 있

어 동정의 좋은 특징이 된다. 암컷은 항문 측면에 교접낭

(bursa copulatrix)이 있다. Df의 경우 교접낭의 개구가 주

머니 모양이고, 배면 외피의 d2-d3 부위(중앙)의 주름이 

가로로 나있다. 수컷은 제1각이 다른 다리에 비해 크고 굵

다. 한편 Dp는 암컷의 교접낭의 개구가 국화꽃 모양이고, 외

피의 d2-d3 부위 주름이 세로로 나있으며, 수컷은 제1각과 

제2각의 크기가 동일하다.
24)

4. 집먼지진드기의 생활사

집먼지진드기는 알→유충→제1약충(전약충)→제2약충

(후약충)→성충의 단계로 발육한다. 암컷은 일생에 한 번 교

미하고 매일 1-3개의 알을 산출하여 총 200-300개 산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은 7-8일 후 부화하여 다리가 

3쌍인 유충(larva)이 된다. 유충은 5-6일간의 활발한 활동

기를 가진 후 3일간의 정지기를 거쳐 탈피하여 제 1약충

(protonymph)이 된다. 제 1약충은 활동기(5-6일)와 정지

기(3일간)을 거쳐 탈피하여 제 2약충(deutonymph)이 된

다. 제 2약충도 역시 활동기(4-5일)와 정지기(3일)를 가

진 후 탈피하여 성충이 된다. 최적 조건하에서 알에서부터 

성충으로 발육하는 전 기간은 약 1개월이고, 성충의 수명은 

약 2개월이다. 집먼지진드기 수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습

도이다. 물을 직접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비포화 수분을 피부를 통해서 흡수한다. 발육하는 데 가장 

적당한 온도와 상대습도는 Df가 28℃, 64%이고, Dp가 2

5℃, 75%이다.
24)

5.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겐

집먼지진드기의 몸체와 배설물(fecal pellet)에서 항원

이 분리되는데, 알려진 주요 항원은 Der f 1, Der p 1, Der 

f 2, Der p 2, Der f 3 등이다.
25)

 이들 항원이 집먼지 1 g속

에 2 μg이상(진드기 100마리에 해당) 함유되어 있으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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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House Dust Mite Allergens

Group Biochemical identity
Molecular weight

(kDa)
Allergen            Species

1

2

3

4

5

6

7

8

9

Cysteine protease

Niemann-Pick C2 homologue

Trypsin

α-amylase

Unknown

Chymotrypsin

Unknown

Glutathione S-transferase

Collagenolytic serine protease

25

14

25

56

15

25

24

26

29

Der p 1

Der f 1

Blo t 1

Pso o 1

Der p 2

Der f 2

Blo t 2

Tyr p 2

Lep d 2

Gly d 2

Aca s 2

Sui m 2

Pso o 2

Der p 3

Der f 3

Der s 3

Blo t 3

Tyr p 3

Eur m 3

Lep d 3

Gly d 3

Sar s 3

Der p 4

Blo t 4

Der p 5

Blo t 5

Lep d 5

Gly d 5

Der p 6

Der f 6

Der p 7

Der f 7

Lep d 7

Gly d 7

Der p 8

Lep d 8

Gly d 8

Der p 9

D. pteronyssinus

D. farinae

B. tropicalis

Psoroptes ovis

D. pteronyssinus

D. farinae

B. tropicalis

T. putrescentiae

Lepidoglyphus destructor

Glycyphagus domesticus

Acarus siro

Suidasia medanensis

P. ovis

D. pteronyssinus

D. farinae

D. siboney

B. tropicalis

T. putrescentiae

Euroglyphus maynei

L. destructor

G. domesticus

Sarcoptes scabiei

D. pteronyssinus

B. tropicalis

D. pteronyssinus

B. tropicalis

L. destructor

G. domesticus

D. pteronyssinus

D. farinae

D. pteronyssinus

D. farinae

L. destructor

G. domesticus

D. pteronyssinus

L. destructor

G. domesticus

D. pteronyssinus

감한 사람에 감작을 일으키고 10 μg이상이면 중증의 증상

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집먼지진드기로부터 유

래한 20여종의 알레르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Table 1)

6. 집먼지진드기 방제

집먼지진드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서 

물리적, 환경적 및 화학적 방법을 적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

로 병행해야 한다.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고 번식하는 카펫과 

천으로 된 소파를 없애고 담요, 이불, 베개 등에 특수커버

(mite-proof encasing)를 씌우거나 세탁기로 자주 세탁한

다. 높은 습도가 진드기 번식의 주요 요인이므로 가습기 사

용을 절제하고 실내를 자주 환기시킨다. 마루바닥, 카펫 등

에 5% benzyl benzoate를 60 g/m
2
로 살포한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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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House Dust Mite Allergens

Group Biochemical identity
Molecular weight

(kDa)
Allergen Speci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Tropomyosin

Paramyosin

Unknown

Fatty acid binding protein

Vitellogenin-apolipophorin like

Chitinase

Gelsolin

Calcium binding EF protein

Chitinase-like

Antimicrobial peptide

Arginine kinase

Unknown

Unknown

Unknown

Troponin C

α-tubulin

Heat shock protein 70

35

100

14

15

177

63

55

30

60

7

20

14

18

51

70

Der p 10

Der f 10

Blo t 10

Tyr p 10

Lep d 10

Gly d 10

Cho a 10

Pso o 10

Der p 11

Der f 11

Blo t 11

Pso o 11

Sar s 11

Blo t 12

Lep d 12

Blo t 13

Tyr p 13

Lep d 13

Gly d 13

Aca s 13

Der p 14

Der f 14

Pso o 14

Der f 15

Der f 16

Der f 17

Der f 18

Blo t 19

Der p 20

Der p 21

Blo t 21

Der p 22

Der p 23

Tyr p 24

 

 

 

 

D. pteronyssinus

D. farinae

B. tropicalis

T. putrescentiae

L. destructor

G. domesticus

Chortoglyphus arcuatus

P. ovis

D. pteronyssinus

D. farinae

B. tropicalis

P. ovis

S. scabiei

B. tropicalis

L. destructor

B. tropicalis

T. putrescentiae

L. destructor

G. domesticus

A. siro

D. pteronyssinus

D. farinae

P. ovis

D. farinae

D. farinae

D. farinae

D. farinae

B. tropicalis

D. pteronyssinus

D. pteronyssinus

B. tropicalis

D. pteronyssinus

D. pteronyssinus

T. putrescentiae

L. destructor

T. putrescentiae

D. farinae

B. tropicalis

d-phenothrin도 담요, 이불, 베개, 소파, 카펫 등에 처리하

면 효과적이다. 이불과 요 속의 솜을 benzyl benzoate로 특

수 처리한 제품을 판매하는 나라도 있는데 1년 이상의 지속

적인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

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통합적 방제(integrated control)를 

수행해야 한다. 단, 집먼지진드기의 방제는 알레르기성 질환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이고, 알레르기 환자가 없는 가정에

서는 특별히 방제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24)

집먼지진드기 조사 방법의 도출

1. 집먼지 수거와 집먼지진드기 채집

집먼지 속에 집먼지진드기가 서식하고 있거나 사체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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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으므로 먼지를 수거해야 그 속에 있는 먼지진드기

를 채집할 수 있다. 집먼지(house dust)란 침구, 쿠션, 베개 

등에 들어가 있거나 방바닥이나 옷장 등에 쌓이는 미립자의 

집합체로서 대부분 직경 0.001-1 mm 크기이다. 집먼지의 

생산자는 실내에 거주하는 생물체로 주로 사람과 애완동물

인데, 주요 성분은 피부의 표피층 중 가장 외부에 있는 상피

가 떨어져 나간 것, 즉 박리상피이다.
26)

집먼지를 수거하는 방법은 진공청소기가 보편화되기 전

에는 비로 쓸어 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27)

 집먼지진드기는 

주로 침구류에 서식하는데 침구류에 있는 먼지를 채취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다. 피부나 피복에 있는 진드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투명테이프를 이용할 수 있으나,
28)

 넓은 면적에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채취할 수는 없다. 열을 가하여 건조

한 곳에서 보다 습한 곳으로 집먼지진드기가 이동하도록 하

여 살아있는 진드기만 검출하는 방법(mobility and heat- 

escape sampling)이 있지만 대부분의 진드기는 손실되고 

30% 이하의 진드기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
29)

 

에어컨디셔너나 공기청정기 등 특별한 장치를 조사하고자

할 때는 필터에 있는 먼지를 고운 붓(brush)을 이용하여 모

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30)

 최근에는 거의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채취하며, 특히 매트리스나 카펫 등에

서 먼지를 채취할 때 빗자루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

과적으로 집먼지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되어있다. 

사실상 근래 문헌에서는 모두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집먼

지를 수거하여 보고하였다.
31)

이렇게 먼지를 모은 이후 다소 방법 상 차이점은 있지만 

집먼지진드기를 회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집먼지 내의 

집먼지진드기를 검출하는 방법은 현미경으로 진드기를 관

찰하는 방법과 진드기의 배설물에 포함되어 분비되는 gua-

nine을 측정하는 Acarex 검사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이 중 Acarex 검사법은 거미강에 속하는 절지동물의 배설

물에 포함되는 guanine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

므로 간접적으로 진드기를 증명하는 검사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이는 검사과정이 짧고(수 분 이내) 매우 간략하

고 저렴하여 널리 쓰였으며 심지어 청소기 판매업자 등에 

의해 일반인에게 진드기가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되기도 하

였다. 그렇지만 xanthine 등의 밀가루를 비롯한 식물성 물

질이 먼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위양성 반응(false positive 

reaction)이 나오므로 최근에는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한 편, inhibition RAST과 ELISA법 등으로 집먼지진드

기 내 중요 특이 항원(알레르겐)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근

래 널리 쓰이고 있다. 즉, 우리의 실내 또는 주위 환경에서 

group 1 항원 또는 여타 주요 알레르겐(major allergen)을 

특이하게(specific) 인지하는 단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위 sandwich ELISA 방

법은 다클론항체(polyclonal antibody)를 plate에 미리 깔

아놓고 채취한 먼지로부터 얻은 추출물을 반응시킨다. 이어 

주요 알레르겐에 대한 단클론항체를 작용시키고 발색을 하

면 먼지내 알레르겐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33, 34)

 

Indoor Biotechnologies라는 회사(www.inbio.com)에서

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개발한 제품을 상용화하였다. 대표적

인 제품의 상품명을 소개하면 MARIA
TM

 kits for Indoor 

Allergens 또는 ELISA kits for Indoor Allergens, poll-

ens, molds 등이다.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작은 용기 속으로 

모은 먼지에 바로 완충액을 부어 그 속에 녹아들어간 알레

르겐의 양을 Luminex XAPR System 또는 ELISA를 이용

하여 검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드기의 서식밀도

를 유추할 수도 있고 종국에는 진드기를 조사하는 목적이 

알레르기와의 관련성을 보기위한 것이라고 볼 때 알레르겐

의 양을 측정하는 것도 괜찮지만,
35)

 주로 진드기의 배설물

에 항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수동적으로 이동하므로 능동적

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집먼지진드기의 서식밀도와는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진드기를 검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부유법(floating or suspension method)과 수세법(wash-

ing method)으로 나눌 수 있다. 부유법은 건조한 상태의 미

세먼지를 포화식염수 등으로 부유시켜 상청액을 여과지에 

부어 모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36)

 70% 에탄올을 이용한 

부유법은 섬유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출률이 

낮아지며, 진드기가 용기의 표면에 달라붙는 등의 단점이 있

다. Lactic acid, ethyl ether, carbon tetrachloride, chlo-

roform 등을 부유용액으로 이용하면 진드기가 죽어서 분리

되지만 포화식염수를 이용하면 살아있는 상태로 진드기를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7)

 먼지를 굵은 체(sieve, 눈

금 5 mm-28 mesh)로 쳐서 나온 먼지를 다시 미세한 체

(눈금 0.075 mm-200 mesh)로 모아서 10분간 흐르는 물

에 세척한다. 체 위에 남은 먼지는 깔때기를 이용하여 해부

접시 등에 놓고 소량의 50% lactic acid를 부어 관찰하는 

방법이다.
38, 39)

 체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모은 후 포화식

염수를 이용하여 진드기를 선별하여 부유법과 수세법을 함

께 이용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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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공청소기 먼지 흡인, 수거 능력

가정용 진공청소기는 규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먼지를 

흡입하여 모은다는 기능은 모두 같아서 충분한 양의 먼지가 

수거되는 한 상식적으로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 필자의 경험과 국내외의 기존 문헌의 보고

에서 확인된 사양에 의하면 정격소비전력(1,000-1,100 

W), 흡입일률(510 W) 정도면 진드기의 파손은 비교적 적

으면서 충분한 양의 먼지가 수거되었다. 휴대용 청소기는 가

볍고 운반하기 좋아 편리한 특성이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흡인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충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에 매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집먼지진드기 채집에

는 일반 가정용 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40)

먼지가 많이 있었던 한 농촌지역의 단독가옥(8가구)에

서 이부자리에 있던 먼지를 1 m
2
당 2분간 흡인한 결과 평균 

0.55 g 흡인된 반면 4분간 흡인한 경우는 0.58 g 흡인되어 

기존에 보고된 바와 다르지 않았다. 즉, 4분 동안 집진한 양

과 2분 동안 집진한 먼지의 양의 차이가 미미하였다. 이는 

사용한 진공청소기의 충분한 흡입력으로 미리 정한 시간 내

에 신속하게 집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증하였으며 아울러 

2분간 흡입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

할 수 있는 자료로도 입증되었다.

한 편, 포화식염수를 이용하여 집먼지진드기를 관찰하고

자 할 때는 부직포를 교체하며 2-3회 흡인하여 0.5 g 이상

의 충분한 미세먼지를 채취하도록 한다.

3. 필터 간의 포집력 비교

필터는 청소기의 먼지 포집을 위한 입구 부근의 연결부

에 끼워 공기나 아주 미세한 먼지는 통과해 청소기 집진봉

투 속으로 들어가고 진드기와 같이 비교적 큰 물체는 여기

에 걸리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직포가 먼지 채집

용으로 생산된 것은 아니어서 제품화되어있지는 않지만, 흡

인력과 미세먼지 포집력 등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적

당하다. 만일 청소기의 먼지포집봉투와 동일한 재질의 필터

(먼지포집봉투의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면 이를 사용하

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

4. 미세먼지내 집먼지진드기 검출 방법 비교

미세먼지내 진드기를 검출하는 방법은 입체현미경을 이

용하여 미세먼지에서 직접 진드기를 검출하여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방법과 포화식염수를 이용하여 미세먼지에서 진

드기를 추출 한 후 슬라이드 표본을 제작하여 동정하는 방

법을 비교하였다. 직접검경 방법은 숙련된 요원이 시행하는 

경우 약 30분에 1 g의 먼지를 분석할 수 있으나 많은 양의 

먼지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포화식염수법은 1 g의 먼지를 

분석하는 데 약 1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 번에 

많은 샘플의 미세먼지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

고 비교적 숙련된 전문요원이 불필요하다. 즉 소량의 먼지는 

직접검경법이 적합하지만, 다량의 샘플을 분석할 때는 포화

식염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대규모 역학조사의 경

우에는 포화식염수법을 권장한다. 단, 수거한 먼지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먼지를 다루면 처리 

과정 중 집먼지진드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5. 우리나라 집먼지진드기 채집조사 결과

관련한 주요 핵심 문헌들을 정리하였다. 1977년 9월부

터 11월까지 3개월간 총 39개 가구에서 먼지를 수집하여, 

먼지 1 g당 존재하는 집먼지진드기의 수를 파악하고 형태학

적 방법으로 동정하여 국내 집먼지진드기 상을 알아보았다. 

조사한 가구의 74.3%에서 먼지진드기가 발견되었으며 총 

993개체의 집먼지진드기를 분리, 동정하였다. 그 결과 Df가 

53.6%를 차지하여 국내 우점종으로 확인되었다.
22)

 이후 전

국적인 조사를 실행하여 1981년 6월부터 1983년 3월까지 

서울, 수원, 대전, 전주, 부산, 포항, 제주의 7개 도시와 전북 

전주근교의 농촌,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매일리 및 경북 영

풍군 문수면 조제리의 3개 농촌 지역 등 10개 지역에서 총 

211가구의 집먼지 표본을 수집, 조사하였다. 가장 많은 종

류의 집먼지진드기는 Df로 판명되었으며, 4개의 새로운 종

(Thyreophagus entomophagus, Calvolia domicola, 

Cosmochthonius reticulatus, Haplochthonius simplex)

을 포함한 19종의 진드기가 확인되었다. 먼지 시료에서 우

연히 발견된 다른 진드기들을 비롯해 Dermatophagoides 

sp.의 발생빈도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높았다.
41)

 집먼

지진드기 group I 알레르겐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집먼지 내에는 두 종의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겐 

성분이 58.5%에서 검출된다고 하였다.
35)

 총 76명의 환자

의 집에서 102개의 샘플을 얻은 후 집먼지 0.1-0.2 g내 집

먼지진드기 종을 확인한 결과, 102개 샘플 중 58개

(56.9%)에서 g당 100마리 이상, 18개(17.65%) 샘플에서

는 g당 500마리 이상이 확인되었다. 분포양상은 49가정

(46.6%)에서는 Df와 Dp가 모두 분리되었으며, 16가정

(21.1%) 에서는 Dp, 6가정(7.9%)에서는 Df만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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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종별 감작양상은 Df에 감작된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5)

 부산시내 한 병원 알레르기클리닉에 등록된 

알레르기 비염환자 29명의 침실로부터 1개월 간격으로 2회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먼지를 채집하여 먼지로부터 항원

을 분리하고 그 양을 ELISA의 방법으로 측정하여 알레르기 

비염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침실 내 먼지 무

게 당 항원(Der f 1)의 양에 있어서 별 차이는 없으나, 침구

의 세탁정도 및 세탁 시 물의 온도에 따라 항원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알레르기 비염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침구의 

세탁 시 55℃이상의 물로 자주 세탁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42)

 평소 가정주부가 사용하는 

전기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방바닥, 주방, 카펫, 소파를 청

소한 뒤 필터에 모아진 집먼지(10 g)를 채취하여 wet 

sieving method를 일부 보완하여 진드기를 분리하였다. 채

집된 총 7,257개체의 진드기를 동정한 결과 4아목, 18과, 

23속, 23종을 확인하였다.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고 서식밀도가 높은 종은 65.3%를 차지한 Df였으며, Dp

는 20.6%, Tp는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광주, 인천, 전주, 정주 등지에서는 Df가 우세하였으

나 영광, 춘천, 부산 영도 등 대기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Dp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한국 내 주거 환경에서 집

먼지 내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겐 성분의 분포 양상 및 계절

적 변화를 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 시내 가정의 집먼

지 내에는 Dp, Df 알레르겐이 널리 분포하며 집안 내에서는 

침구 먼지에서 Df 알레르겐 농도가 가장 높았고, 여름철에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3)

 서울에 거주하는 201가구에

서 1999년 10월 집먼지진드기 및 바퀴를 채집하고, 그 중 

63가구를 선택하여 2000년 4월과 2002년 1월까지 총 3년

에 걸쳐 검체를 채집하였다. 특히 2000년 1월 알레르기 질

환 및 해충방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이전, 이후 집

먼지진드기 및 바퀴의 수의 증감을 조사하여 교육 해충 방

제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집먼지진드기의 분포양상

은 Df 93%, Dp 9%, Tp 8%의 양상을 보였다. 1999년 처

음 채집이후 교육을 실시하고 2002년 3차 채집결과와의 비

교결과 집먼지진드기의 양이 먼지 g당 평균 23.7개체에서 

0.57개체로 98%의 감소 양상을 나타내었다. 일반인에 대

한 교육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3)

 

부산지역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침실 내 집먼지진드기 분

포를 조사하여  51개의 샘플 중 총 49개의 먼지샘플에서 진

드기가 분리되었다. 총 977개 진드기가 채집되었고 92.2%

가  Pyroglypidae과에 속하는 진드기였다. 그 중 Dp가 우

점종이었다. 집먼지 중에서 17개의 샘플(33.3%)에서 

100-499마리, 12개 샘플(23.6%)에서 500마리 이상이 

발견되었다. 진드기의 밀집도는 채집시기와 상당한 관련이 

있었다. 집먼지진드기의 밀집도는 집의 형태, 지역, 침실의 

상대습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44)

 서울 근교의 일반 가

정환경 내의 집먼지진드기의 계절별 서식현황과 거주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2000년 4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조사하였다. 먼지샘플은 4월, 7월, 10월, 1월에 진

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침구, 침실, 부엌, 거실바닥에서 채집

하였다. Df의 group 1 major allergen (Der f 1)은 two- 

site ELISA로 측정하였다. 실험 대상자의 특이 IgE는 

ELISA로 측정하였다. 건강상태는 5 도메인과 26개 질문으

로 구성된 설문지로 평가하였다. 집먼지진드기는 85%의 주

택에서 확인되었다. 침구 먼지내의 Der f 1의 농도는 10월

에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월, 7월, 4월 순으로 높았다. 

Der f 1의 계절별 현황은 바닥먼지에서 두드러진 경향을 보

였다.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특이 IgE는 침구 먼지에서 Der 

f 1이 높게 측정된 실험 대상자의 경우가 더 높았다(>2 μ
g/g dust). 침구 먼지에서 Der f 1가 높게 측정된 거주자

(≥2 μg/g dust)와 낮게 측정된 거주자(<2 μg/g dust) 사

이에서 눈과 코 증상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Der f 1의 

농도가 높게 측정된 그룹의 경우 거주자들은 최근 1년 동안 

낮과 밤에 더 빈번하게 숨 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

했다. 서울 시민의 가정환경에서 측정한 집먼지진드기 분포

의 경우 현저한 계절별 차이가 발견되었고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노출이 거주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45)

 1987-1989년도에 조사한 경우에는 단

독주택보다 아파트에서의 진드기 서식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 가구 수가 적다.
14)

 1993-94년도에 조사

한 문헌에서는 서식밀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15)

공공장소와 가옥 내 장소별 서식밀도를 조사한 보고가 

있다.
46)

 학교 중에는 여자고등학교(9.4 개체/먼지 1 g)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가옥 내에서는 거실(16.2 개체/먼지 1 

g)에서 많은 수의 진드기가 발견되었다. 당시에는 진공청소

기가 보급되지 않아,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장소인 침구에

서의 진드기 서식밀도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점포에서도 비

교적 많은 수의 진드기가 검출되었고(4.6 개체/먼지 1g), 

목욕탕, 창고, 놀이터, 시장, 관공서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이나 기후가 달라진 현재와는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3-94년도에는 집의 크기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1995년도 조사 결과에는 가옥

이 작을수록 집먼지진드기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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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의 서식밀도가 증가하였

으며, 청소횟수가 많을수록 진드기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42)

 1987-1989년도의 문헌에서는 카펫이나 천

으로 된 소파에서 많은 수(317 개체/먼지 1 g)의 진드기가 

발견되었지만,
47)

 1999년도에는 많은 가구에서 카펫을 사

용하지 않았으며, 가죽으로 된 소파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진드기가 관찰되었다(3.7 개체/ 먼지 

1 g). 일반적으로 침구류에서 가장 많은 진드기가 발견되며, 

침실의 방바닥에서도 많은 수의 진드기가 채집되었다. 계절

별 서식밀도를 조사한 문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많은 

수의 진드기가 휴지기(quiescence)로 보내는 겨울과 이른 

봄에는 낮은 서식밀도를 보인다. 진드기의 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30℃ 이상의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한여름 보다는 가

을에 보다 많은 진드기가 채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집먼지진드기 역학조사 표준 조사법 안

1. 집먼지 수거 방법

1) 진공청소기

실내 집먼지를 채집할 때는 국내에서 시판하는 일반 가

정용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청소기의 규격은 정격소비전

력 약 1,000 W(흡입일률 약 510 W)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청소기의 제조회사(예: 삼성, LG, 대우 등)는 어

느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2) 채집필터

필터(10 cm×10 cm)는 통기도 17.5±2 cm
3
cmㆍsec 

이상의 필터(부직포)를 사용한다.

3) 필터의 장착

가정용 청소기의 전방 흡입구의 연결부에 “틈새흡입구”
를 끼우고 그 바로 뒤쪽에 포집용 필터를 끼워 사용한다.

4) 청소기의 작동

채집용 필터를 장착한 청소기의 전원을 켜서 흡인할 때 

충분한 세기를 유지하되 대상물이 흡입구 속으로 빨려 들어

오지 않도록 흡입력의 강약을 조절한다. 청소기의 흡입구를 

포집 대상물의 겉면에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천천히 

움직이며 먼지를 집진한다.

5) 먼지 수거 장소

일반 가옥이나 옥내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6) 먼지 수집 면적의 기준

먼지의 수집 면적은 1×1 m
2
을 기준으로 한다. 단, 수집

한 먼지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예: 0.5 g 미만) 대상이 

되는 침구류를 더 가져오게 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에서 다

량의 먼지를 수집한 후 가로, 세로 길이를 재어 기록한다. 

이후 먼지를 수집한 장소의 면적을 계산하여 최종 1×1 m
2

면적에서 채취한 양으로 환산한다.

7) 먼지 수집 시간

먼지 수집시간은 대상물의 단위면적(1 m
2
)당 2분간 채

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먼지포집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

우 수차례 포집하여 0.5 g 이상의 미세먼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8) 일반 주거 가옥 내 먼지 수거 장소

먼지 수거 장소는 방과 부엌의 2곳으로 한정한다. 조사대

상을 대표적인 한 곳을 한정하는 경우는 사람이 주로 거주

하는 방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구류를 대상으로 한다. 

(1) 방에서 수거하는 경우 : 

- 침대가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매트리스와 침대보, 침

대커버, 이불 등에서, 이후 방바닥에서 수거한다.

- 침대가 없는 경우; 일차적으로 이불과 요 등 침구류에

서, 이후 방바닥에서 수거한다.

- 대표적으로 한 곳만 선택할 경우는 침구류(침대와 요, 

매트리스)만을 대상으로 수거한다.

- 더욱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카펫, 면소파, 면인형 

등에서도 포집한다.

(2) 부엌에서 수거하는 경우:

부엌의 쌀보관통, 곡물가루 보관통 주변에서 먼지를 수

거한다.

충분한 양의 먼지의 수거와 집먼지진드기의 채집을 위해

서는 방문하기 전에 침구류를 세탁하지 말 것이 권장된다. 

세탁 후 5주 이상 잠자리로 사용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9) 공공건물(사무실, 학교 등)

조사하고자 장소의 각각 네 귀퉁이와 정중앙에 1 m
2
에 

해당하는 구역으로부터 먼지를 수거한다. 후에 총 합을 다섯

으로 나누어 이 자료의 평균치를 구하고 이를 대푯값으로 

제시한다.

10) 수집물의 보관

포집한 먼지와 필터는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채집 

날짜, 장소, 세대주 등의 기록을 기록지에 기입하고 동시에 

봉투에도 기록하여 실험실로 이송한다. 이후 검경에 사용할 

때까지 4℃에 넣어 보관한다.

2. 진드기의 회수 및 동정

1) 포화식염수를 이용한 집먼지진드기 회수

수집된 집먼지는 포화식염수방법을 이용하여 진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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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a standard method for the 
field survey on house dust mites indoors.

분리하여 입체현미경하에서 검경한다.

- 수집된 집먼지 1 g을 50% C2H5OH 500 mL 담긴 비

커에 넣고 진탕하여 실온에 30분간 방치

- 집먼지를 고운 채 28 mesh(상단)에 붓고 5분간 흐르

는 물에 씻어 미세먼지가 200 mesh(하단)에 쌓이도록 함

- 200 mesh채에 쌓인 미세 집먼지를 포화식염수가 

500 ml 담긴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진탕 후 실온에 30분간 

방치하여 상층 회수

- 상청액을 원심분리관에 넣고 10분 동안 500 rpm으로 

원심분리

- 원심분리한 상청액을 여과지에 떨어뜨리고

- 입체현미경에서 진드기 검경(×10, ×20)

- 광학현미경에서 진드기 종 동정(×100, ×400)

2) 검경 배율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여 ×10 이상의 배율에서 검경하여 

집먼지진드기를 수거한다.

3) 표본제작

입체현미경하에서 받침 유리에 수거한 집먼지진드기를 

올려놓고 PVA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미세 해부침을 

이용하여 자세를 교정하고 덮개유리를 덮어 초자표본을 제

작한다.

4) 분류, 동정

진드기 표본은 광학현미경 ×100, ×400 하에서 관찰하

여 검색표에 따라 종을 동정한다. 큰다리먼지진드기(Der-

matophagoides farinae), 세로무늬먼지진드기(D. pte-

ronyssinus), 긴털가루진드기(Tyrophagus putrescen-

tiae) 3종은 종을 명시하고 이 외 발견되는 종은 기타로 기

록한다.

5) 기록 및 결과 정리

결과는 자료 정리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록 

보관하고 조사대상 가구에 결과를 통보한다.

위의 내용을 도식화 하였다.(Fig. 1)

고찰 및 결론

집먼지진드기는 알레르겐을 생산하여 우리에게 알레르

기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 종설에서는 집

먼지진드기의 분포와 밀도 등을 조사한 문헌자료를 검토하

였으며, 아울러 체계적으로 이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

여 구체적인 역학조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집먼지진드기를 채집하기 위한 진공청소기의 종류와 먼

지채집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제품의 미세먼지 흡인력과 포집

력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진공청소기의 먼

지봉투에 모인 먼지를 수거하여 진드기를 조사하였지만
15)

, 

이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섬유, 모발, 과자 부스러기 등이 

많이 포함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먼지가 청소기 내 포집 주

머니 속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채집한 자료를 비교검토 하

는 것이 가능하려면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제안하고자 노력하였

다. 

가정용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진공청소기의 입구 연결

부에 부직포를 필터로 만들어 끼우고 이를 사용하여 먼지진

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채집하는 것이 보

다 효율적이고 표준화가 가능하다. 조사대상 가구의 침구류

와 방바닥 등에서 먼지를 채집하고 포화식염수를 이용하여 

진드기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숙련된 요원은 소량

의 먼지에서 입체현미경으로 먼지진드기를 직접 검경할 수 

있지만, 많은 양의 샘플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먼

지에서 진드기를 검출하는 방법은 부유법과 수세법 등이 있

는데,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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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기존의 문헌은 진드기의 서식밀도를 그램 당 진드

기의 수로 표기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먼지가 

많은 곳과 먼지가 적은 곳을 구분할 수 없어서 최근에는 단

위면적당 진드기 수를 조사하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이 

논문의 결과에서는 1×1 m
2
의 면적에서 2분간 먼지를 채집

하는 것을 기준으로 침구 등에서 먼지를 채취하여 검경함으

로서 그램 당 진드기의 수로 표기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진드기의 서식밀도를 표현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는 가

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2분간 채집하

여 먼지가 0.5 g이 되지 않는 경우는 충분한 양이 되도록 

채집한 후 장소의 면적을 계산하여 1×1 m
2
의 양으로 환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f와 Dp는 침구류와 방바닥에서 서식하며 Tp는 부엌바

닥에 서식하므로 먼지진드기를 채집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7, 48)

 따라서 방에서 채집하는 경우는 침대와 이불 등

을 우선순위로 하여야 하며 방바닥에서도 채집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한 곳을 선택할 때는 침구류에서 채집을 하여야 

한다. Tp는 곡물을 먹는 종이므로 쌀 보관통이나 곡물가루

(밀가루 등)를 보관하는 곳 주변에서 채집하여야 한다.
49)

국내문헌에 따르면 상대습도가 73% 이상의 습한 지역, 

바다와 연한 지역에서는 Dp가 우점종이고, 보다 건조한 지

역에서는 Df가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그

렇지만 먼지진드기의 서식밀도에 영향을 주는 가옥형태 등

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일본의 문헌을 참조하면 건축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집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먼지진드기

가 서식하다가 해가 지나면서 점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목재를 이용한 가옥은 Df의 서식밀도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50)

 또한 10층의 아파트 

건물을 비교하였을 때 4층 이상의 고층에 Dp의 서식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향후, 국내에서도 신축된 건물

에서의 진드기 서식밀도, 그리고 가옥의 크기 혹은 가족 수

와 진드기 서식밀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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