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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녹지면적이 여름철과 가을철의 음이온 농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김정호**․윤용한***
1)2)

The Effect of Anions Concentration on Summer and Autumn
by Green Area*
Jeong Ho Kim**․Yong Han Yoon***

요약：본 연구는 도시환경관리 및 설계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여름철과 가을철의 도심지역 내 녹지
율에 따른 음이온 농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서울시 강동구 지역 내 21개소를 설정한
후, 녹지율에 따라 5개 유형(Type A~E)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여름철은 평균 626±273개/㎤, 가을
철은 평균 483±268개/㎤로 나타났으며 녹지율에 따른 음이온 농도는 Type A(녹지율 80~100%) > Type
B(녹지율 50~80%) > Type C(녹지율 30~50%) > Type D(녹지율 10~30%) > Type E(녹지율 10%
미만) 순으로 녹지율이 높을수록 음이온 농도도 높게 나타났다. 녹지율과 음이온 농도와의 회귀분석결과
에서도 Y=347.078+4.864X (Y=음이온 농도, X=녹지율(%) R²=0.492)로 나타나 녹지율이 증가할수록
음이온 농도도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도시지역 내 녹지 등의 도시생태적 특성이 음이온 농
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도시환경관리, 회귀분석, 녹지율
ABSTRACT∶In this study, the anion concentrations depending on the green-area ratios in summer
and fall within a downtown area were measured and analyz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management and design of urban environments. For the research area, 21 sites in Gangdong-gu, Seoul
were selected and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types A~E) according to the green-area ratio.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average anion concentration was 626±273ea/㎤ in summer and
483±268ea/㎤ in fall. The anion concentration increased as the green area ratio increased, and it was
in the order of type A (80~100% green-area ratio) > type B (50~80% green-area ratio) > type C
(30~50% green-area ratio) > type D (10~30% green-area ratio) > type E (less than 10% green-area
ratio). It was also found in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green-area ratio and the anion concentration
that the anion concentration had an increasing trend as the green-area ratio increased as shown in
the equation, Y = 347.078 + 4.864X (Y = anion concentration and X = green-area ratio(%), R² =
0.492). This suggests that the urban ecological characteristics had a large effect on the anion
concentration.
Key Words∶magement of urban environments, green-area ratio,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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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평섭(2003), 이철선(2005) 등에 의해 연구되었으
나 대부분 실내식물에 의한 공기정화 관련 연구에

현대 사회는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에 의한

국한하고 있다.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로 인하여 도시화가 가속되

본 연구는 쾌적한 도시관리를 위한 건강지표로

었으며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훼손,

치유의 숲 조성의 주요 지표인자인 음이온을 설정

도시기후의 변화, 물순환 단절 등 많은 문제가 야

하고 대도시의 계절별 녹지율에 따른 음이온 분포

기되고 있다. 특히 도시사막화, 오염물질의 배출

실태 및 토양피복현황에 따른 음이온 농도와 상관

증가, 건축물에 의한 풍량․풍속의 감소 등으로

성과 회귀식을 도출하여 향후 도시지역 내 공원녹

인한 도시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지 확보량 및 쾌적한 도시관리의 지표설정을 위한

러한 도시문제에 웰빙, 로하스 등 인간의 건강을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위한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도
시의 생태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생태계

Ⅱ. 선행연구 고찰

획 등의 기법을 통하여 도시 내의 양호한 녹지 및
비오톱의 보전과 복원 개발에 따른 도시환경의 훼

공기 음이온이란 중성인 원자․원자단, 분자가

손 최소화 등을 구현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도시

음의 전하나 전자를 얻게 되어 음전하수가 잉여

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

상태로 된 것을 말하며(이해철, 2004), 공기를 이

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단순한 도시녹

온화하는 자연계의 에너지원은 토양으로부터의

지 확충 및 시행 후 관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써

방사선, 우주선 및 자외선이고 이외 산소농도, 기

실질적으로 건강 측면에서 도시녹지 조성방안을

압, 기류, 강수 등이 포함된다. 인위적인 에너지원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쾌적한 도시를

은 대기오염, 가스, 공조장치로부터의 방열, 전자

구현하기 위해서 온열쾌적, 도시녹지의 확충, 음

기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 및 인공섬유의 마찰 등

이온 등을 고려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이 있다(Valenzuela, 1983).

이다.

일반적으로 녹지가 없는 도시의 공기이온 수치

지금까지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환경에

는 1cm3당, 양이온이 약 1200개, 음이온이 약 80개

대한 연구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

정도인데 반해, 자연녹지에서의 이온량은 양이온

획 수립, 도시온열 쾌적감, 열환경 개선측면 등을

이 50개라고 가정할 때, 음이온은 약 2500개 정도

위주로 진행되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발생한다(이청호, 2009). 이처럼 양이온은 오염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는 박종철․김정연

공기 속에 많고 음이온은 공기가 맑은 자연 속에

(2010), 이상일․이성근(2009), 이광영․김충래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음이온이 식물, 수변, 폭포 등

(2003), 이수동(2007) 등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녹

이 위치한 지역에서 많은데, 도시지역 내 각종 매

지에 의한 기온저감 연구는 윤용한(2001), 김정

연, 혼탁한 실내, 전자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

호․윤용한(2011)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공기 정

파 그리고 다이옥신 등은 모두 양이온을 띄고 있

화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진희(2003), 이진희․윤

으며 인체에도 유해하다(이청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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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유지를 위해서는 공기 1㎤ 중에 최소한 약

내에서 음이온의 농도 및 효과 검증(이진희,

700∼1,000개 이상의 음이온이 적정(박범진 외,

2003; 이진희․윤평섭, 2003; 이철선, 2005; 이해

2006)하며, 일반적인 숲속에서는 2,000개/㎤, 도시

철, 2004; 황건중 외, 1998)에 대한 연구가 주를

나 공업지역 그리고 실내지역에서는 500～1,800개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실내공간뿐만 아니라 실외

/㎤이다(엄태원․김갑태, 2010).

공간에서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유

건조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도심지역은 양이온

(healing)라는 개념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절대적으로 많고 반대로 공기가 좋은 곳에는

치유의 숲 조성방안의 수단으로서 음이온이 일부

음이온이 많다. 비온뒤 음이온 농도가 높은 이유

활용되면서 숲속 내 음이온의 농도(엄태원․김갑

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흐르

태, 2010; 조용복, 2009) 등에 관한 연구가 일부

면서 전기가 발생하여 음이온이 양이온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쾌적한 건강도시 조

분리되는 것이다. 아울러 녹지 내 식물이 광합성

성을 물리적, 기후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면서 실제

작용 중에 음이온을 생성한다(이청호, 2009).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음이온은 도시환경의 개선 및 건강 증진에 중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쾌적하

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로서 일부 학자들이 음이온

고 건강한 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을 공기중의 활력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도시지역 내 녹지분포가 음이온의 농도에 미치는

다. 음이온과 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

영향을 규명하고자 녹지율에 따른 음이온 발생량

Krueger and Reed(2006)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의 실측 및 예측식을 개발하여 향후 도시녹지 조

세균 및 박테리아의 억제효과 및 신체 내 개선효

성 및 쾌적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과에 관한 생물학적 효과를 비교 검증하였고, 渡

하였다.

邊一郞 외(1996)는 음이온이 혈액 순환상태를 양
호하게 하고 뇌파에 영향을 주어 정신적 이완을

Ⅲ. 연구방법

준다고 하였다. 이외 음이온은 피로의 경감, 작업
효율의 향상, 이완감, 집중력 증가, 호흡기능의 개

1. 연구대상지 및 측정지점

선, 혈압의 안정, 체온의 유지 등의 효과(이청호,
2009; 山野井昇, 1998)가 있으며 운동 후 피로회복

연구대상지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와 평균

기능도 있다. 특히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녹지와

면적, 토지이용별 분포현황,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숲 등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을 마시면 세포의 신진

등이 유사한 구조인 강동구(홍석환, 2007)를 선정

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며 피를 맑게 하

하였다. 강동구의 특성을 생태도시 조성 원칙인

고 신경안정과 피로회복, 식욕증진의 효과가 있으

엔트로피 측면, 물순환 측면, 생물다양성 측면으

므로(김시경 외, 2008; 지철근, 2003; 차윤정,

로 분석해보면(강동구, 2006), 엔트로피 측면에서

1995; Karjalainen et al., 2010) 음이온을 도시 건강

는 천호동을 중심으로 한 시가화지역에서는 고밀

지표 혹은 치유공원의 주요 인자로 도입하고 있다.

개발로 고온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도심외곽지역

지금까지 음이온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내공간

인 강일동을 중심으로 저온역 기능을 상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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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토지이용유형별 녹지율을 고려한 측정지점 개요
구분

A

B

C

D

E

종류
A-1

토지이용유형
하천지역

측정지점 좌표
N 37° 32′53.81″, E 127° 07′12.10″

녹지율(%)
85

A-2

산림지역

N 37° 33′43.30″, E 127° 08′46.33″

99

A-3

산림지역

N 37° 32′28.72″, E 127° 09′23.38″

99

A-4

산림지역

N 37° 31′44.69″, E 127° 09′01.37″

100

B-1

공동주택지역

N 37° 21′30.34″, E 127° 08′15.50″

68

B-2

공동주택지역

N 37° 33′30.86″, E 127° 08′51.51″

70

B-3

학교지역

N 37° 32′53.57″, E 127° 10′10.82″

70

B-4

하천지역

N 37° 33′53.79″, E 127° 08′20.96″

61

C-1

공동주택지역

N 37° 33′28.33″, E 127° 08′45.92″

35

C-2

공동주택지역

N 37° 33′08.80″, E 127° 10′15.80″

40

C-3

공동주택지역

N 37° 31′44.65″, E 127° 08′39.89″

40

C-4

경작지역(비닐하우스)

N 37° 34′02.18″, E 127° 09′27.50″

47

D-1

공공기관지역

N 37° 31′47.69″, E 127° 07′25.20″

18

D-2

도로지역

N 37° 32′26.33″, E 127° 08′49.12″

15

D-3

경작지역

N 37° 34′28.35″, E 127° 10′35.38″

24

E-1

단독주택지역

N 37° 32′34.86″, E 127° 08′11.51″

0

E-2

단독주택지역

N 37° 31′49.74″, E 127° 07′38.41″

5

E-3

단독주택지역

N 37° 33′08.22″, E 127° 07′55.81″

0

E-4

상업업무지역

N 37° 32′17.29″, E 127° 08′20.16″

0

E-5

상업업무지역

N 37° 31′36.34″, E 127° 08′06.22″

2

E-6

도로지역

N 37° 32′02.78″, E 127° 08′18.45″

1

81~100

61~80

31~60

11~30

0~10

어 도시열섬현상이 가중되고 있었다. 토지이용현

지율 11~30%인 지역 15.1%, 녹지율 31~80%인

황을 보면, 전체면적 24.58㎢ 중 시가화지역이

지역 9.4% 등의 순이었다.

57.8%,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지역 42.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와 도시생

시가화지역에서는 단독주택지 7.9%, 공동주택지

태특성이 가장 유사한 강동구(홍석환, 2007)의 비

15.6%, 상업업무지 5.5% 등의 순이었으며 녹지

오톱블록별 녹지율현황을 참고하여 측정지점을 선

및 오픈스페이스에서는 산림 10.7%, 경작지 3.3%

정하였다. 측정지점별 토양피복현황은 기상 및 음

등이 주요 토지이용유형이었다. 물순환측면에서

이온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분석한 토지피복유형의 경우 불투수포장지가 전

측정지점을 중심으로 7,850㎡면적(반경 50m) 내

체면적 대비 20.2%이었으며 비오톱 블록별 불투

에 분포하는 토양피복현황을 조사하였다.

수포장지가 90% 이상인 지역이 40.5%이었다. 생

강동구 비오톱블록별 녹지율 현황을 토대로 21

물다양성 측면에서 분석한 비오톱블록별 녹지율

개소의 측정지점을 선정한 후 측정지점별 반경

현황의 경우 녹지율이 10% 미만인 지역이 42.2%

50m의 녹지율을 조사․분석하여 5개 유형으로 설

로 가장 넓었고 녹지율 81% 이상 지역 33.0%, 녹

정하였는데, 녹지율 81~100%(Type A), 녹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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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Type B), 녹지율 31~60%(Type C),

풍속은 0.5m/s이하이거나 무풍일 경우에만 측정

녹지율 11~30%(Type D), 녹지율 0~10%(Type

을 시행하였다.

E) 등으로 구분하였다. 녹지율에 따른 유형별로
측정지점은 3~6개소이다(<표 1>).

음이온 측정은 니코사의 COM-3200Pro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지면에서 1.2m 높이에 삼각대를 설
치하고 풍향에 의한 측정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바람을 등지고 대기에 10분 노출 후 측
정을 실시하였다. 이동시에는 조용복(2009)의 방
법에 따라 비닐 팩으로 측정기를 감싸 대기 중 환
경에 노출시키지 않으며 인위적 오차를 최소화 하
였다. 대기중 음이온의 경우, 수명이 매우 짧아 확
산 범위가 좁고 기상요소에 따라 쉽게 변하기 때
문에 측정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
정지점에서 1분 간격으로 총 5회 측정하여 평균값
을 활용하였다. 조사시기는 기상조건에 따라 민감
하게 변화되는 음이온 농도와 토양피복현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2011년 8월(여름철)과 10월

<그림 1> 측정지점 위치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음이온 측정시간은 날씨가 맑은 날을 선정하여

2. 측정 및 분석방법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하였다.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녹지율과 음이온 농도 간의 관계를

연구진행은 크게 3단계로 진행하였는데, 첫째,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ver 19.0) 프

측정지점별 녹지율, 비건폐불투수포장율, 건폐율

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성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

의 토양피복현황 분석, 둘째, 기상관측, 셋째, 음이

였다.

온 농도 측정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측정지점으로 설정한 21개소(A～E)의 녹지율

Ⅳ. 결과 및 고찰

을 포함한 토양피복현황 분석은 측정지점을 중심
으로 반경 50m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는

1. 측정지점별 토양피복현황

측정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요인의 최소
거리가 50m(윤용한 외, 2007)라는 근거에 따랐다.

기상 및 음이온 측정시 관측지점에 영향을 미

기상관측은 음이온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칠 수 있는 범위는 반경 50m(윤용한 외, 2007)이

는 인자(엄태원․김갑태, 2010)인 기온, 상대습도,

므로 이를 토대로 측정지점으로 선정한 21개소 지

지표면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풍속 및 풍향의 경우

역을 중심으로 21개 지점별 반경 50m의 건폐율,

음이온 농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비건폐불투수포장율, 녹지율을 조사하였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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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녹지율에 따른 측정지점별 토양피복현황

환경의 특성을 대별할 수 있는 대표적 요인은 불

한 비오톱 유형별 넓은 면적의 녹지가 확보된 유

투수포장지, 건폐지, 녹지이다. 특히 불투수포장면

형은 주거지비오톱과 학교비오톱이라는 연구결과

적은 토지개발의 흔적으로 비건폐지역 내 불투수

와 유사하였다. B지역의 녹지율은 최소값 60%에

포장비율은 건폐지보다도 도시의 환경적 강도를

서 최대값 80%이었으며 평균값은 67.00%이었다.

더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김정호, 2005).

건폐율은 16.75%(12～20%), 비건폐불투수포장율

측정지점을 중심으로 7,850㎡의 면적을 대상으

은 13.25%(6～20%)이었다.

로 녹지율을 유형화한 결과, 총 5개 유형 즉, A(녹

측정지점을 중심으로 50m 반경 내 녹지율이 3

지율 81～100%), B(녹지율 61～80%), C(녹지율

1～60% 지역(이하 C)은 B지역과 유사한 토지이

31～60%), D(녹지율 11～30%), E(녹지율 0～

용유형이었으며 공동주택지역(3개소)와 경작지역

10%) 등으로 구분되었다. 녹지율이 81～100% 지

(1개소)이었다. C지점의 평균 녹지율은 40.50%이

역(이하 A)은 총 4개 지역으로 산림지역 3개소,

었고 평균 건폐율은 44.00%(40～51%), 평균 비

하천지역 1개소이었으며, 녹지율은 최소값 85%,

건폐불투수포장율은 15.50%(2～25%)이었다. 특

최대값 100%로서 평균 녹지율은 95.75%이었다.

히 C-4의 경우 경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녹지율

4개 지역의 평균 건폐율은 0.25%(0～1%), 평균

47%, 건폐율 51%로 분석된 것은 본 지역이 비닐

비건폐불투수포장율은 4%(0～15%)이었다.

하우스 등 시설경작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

녹지율이 61～80% 지역(이하 B)은 총 4개소로

이며 비닐하우스는 도시열섬 및 불투수성 소재로

서 도심지역 내에서 비교적 녹지가 넓게 분포하는

이루어져 건폐지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므로(김정

공동주택지역(2개소), 학교지역(1개소), 하천지

호, 2005) 건폐율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역(1개소) 내에 설정하였다. 이는 홍석환(2007)에

녹지면적 11～30% 지역(이하 D)은 총 3개 지

의해 연구된 도심지 내에서 산림과 경작지를 제외

점으로 각 지점은 도로지역(1개소), 공공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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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1개소), 경작지역(1개소) 내에 분포하고 있었

크지 않지만, 녹지면적이 적을수록 외기온도가 높

다. 평균 녹지율은 14.67%(11～24%), 평균 건폐

게 측정되었다. 즉, 단독주택지역, 도로지역, 상업

율은 68.00%(49～81%), 평균 비건폐불투수포장

업무지역에서 가장 고온역이 형성되고 학교지역,

율은 17.33%(4～40%)이었다.

고층주거지역, 산림지역 등에서는 저온역이 형성

녹지면적 10% 미만(이하 E)지역은 연구대상

되고 있었다. 이는 녹지가 없는 단독주택지역, 상

지로 설정한 강동구에서 녹지가 가장 적은 지역으

업업무지역, 도로지역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는 불

로 6개 측정지점은 단독주택지역(3개소), 상업업

투수포장이 일사에 의해 뜨거워지는 특성, 인공

무지역(2개소), 도로지역(1개소) 내에 설정하였으

구조물에 의한 기류 정체, 자동차에 의한 배열 등

며 평균 녹지율은 1.33%(0～5%), 평균 건폐율은

이 외기온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77.33%(34～98%), 평균 비건폐불투수포장율은

특히 본 연구에서는 풍속 및 풍향을 최대한 배제

21.33%(2～65%)이었다. 건폐율은 E-3지점이 98%

한 시점에 기상을 측정한 것으로 실제 풍속 및 풍

로 측정지점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을 고려하여 기상측정시에는 녹지율에 따른 온

21개소의 측정지점별 반경 50m 내의 토양피복

도저감의 폭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녹지율 분포는 우리나라 도

목이 식재된 녹지가 주변 외기온도를 저감한다는

시지역 내 비오톱 특성인 산림지역 ＞ 하천비오톱

(윤용한, 2004)의 연구경향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 고층주거지비오톱 ＞ 학교비오톱 ＞ 경작지비

상대습도의 경우 A(56.25%) ＞ D(52.00%) ＞

오톱 ＞ 공공기관비오톱 ＞저층주거지비오톱 ＞ 도

E(50.17%) ＞ C(45.75%) ＞ B(39.00%)의 순으

로비오톱 ＞ 상업업무지비오톱의 경향(김정호,

로 고온역에서 저습역이, 저온역에서는 다습역이

2005)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형성되는(윤용한 외, 2007) 특성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녹지면적비율에 따라 구분하였지만,

2. 녹지율에 따른 기상현황

측정당시의 상업행위, 자동차 배열 등에 따른 차
이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더 많은 유형과 지점에

도심 내 쾌적영역은 기온, 습도, 지표면온도, 기

서 측정이 된다면, 유사한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류간의 관계가 조합된 환경의 범위(임호진․이경

예측되었다. 이외 지표면 온도의 경우 외기온도와

회, 1992)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활동하기에 적정

동일한 경향이었다.

한 쾌적영역은 온도 18～20℃, 습도는 20～80%

가을철(10월)의 경우에도 외기온도는 녹지율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 그리고 쾌적영역

이 10% 이하인 E(22.67℃)지점이 가장 높았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으로 기온, 습도,

D(22.33℃) ＞ C(20.75℃) ＞ B(20.50℃) ＞ A(19.50℃)

지표면온도를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의 순으로 여름철 외기기온과 동일한 경향이었고 지

여름철(8월)의 측정지점 평균 외기온도는

표면 온도는 D(19.80℃) ＞ E(19.28℃) ＞ B(17.85℃) ＞

32.25～33.50℃이었으며 5개 유형(A～E)별로는

C(17.23℃) ＞ A(17.40℃) 로서 외기온도와 유사한

E(33.50℃) ＞ D(33.33(℃) ＞ C(33.00℃) ＞

경향으로 측정되었다. 상대습도의 경우에는 여름철과

B(32.75℃) ＞ A(32.25℃) 등의 순으로 온도차이는

마찬가지로 도심지의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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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따른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었다.

본 연구는 기상적 요인의 영향에 의해 음이온의

가을철 음이온 측정결과, 전체 평균값은 483±

발생량이 차이가 크므로(김정호․윤용한, 2011)

268개/㎥로서 여름철에 비하여 농도가 다소 낮았

최대한 기상조건이 유사한 시기에 음이온 농도 측

는데, 이는 식물의 광합성량에 따른 차이로 판단

정을 실시하여 녹지율이 음이온 발생에 미치는 영

되었다. 가을철 녹지면적별 음이온 농도는 A > B >

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C > D > E로 여름철과 동일한 경향이었으며 녹지
율 81～100%인 A지역은 693±285개/㎤(306~986

3. 녹지율에 따른 음이온 농도

개/㎤)이었고 B지역은 559±324개/㎤(206~914개
/㎤), C지역 673±235개/㎤(378~914개/㎤), D지

계절별 음이온 측정은 식물의 생육이 왕성한
여름철(8월)과 가을철(10월)을 대상으로 하였다.

역 441±359개/㎤(166~848개/㎤), E지역 267±58
개/㎤(186~356개/㎤)이었다.

여름철 음이온 측정결과 전체 평균값은 626±273

여름철과 가을철의 음이온 농도는 동일한 경향

개/㎤ 로 일반 도심지역의 500개/㎤ 이상과 유사

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여름철의 음이온 농도가

한 수준이지만(지철근, 2003),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지점에서 가을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최소 음이온 농도인 700개/㎤(박범진 외, 2006)보

이는 식물의 광합성에 따라 음이온의 농도가 증가

다는 낮았다. 음이온 농도는 녹지율의 면적비율의

한다는 선행연구(박소홍 외, 1998)와 비슷한 경향

순서대로 A > B > C > D > E 순이었다. 녹지율에

이었다. 특히 녹지율이 많은 A지역에서 음이온 측

따른 측정지점별 평균 음이온 농도를 살펴보면,

정값의 변화 폭이 가장 큰 이유는 가을이 되어감

녹지율 81～100%인 A지역은 4개 지점에서 측정

에 따라 산림지역이나 녹지가 많은 지역에서 기

하였으며 평균값은 939개±363개/㎤이었고 최소

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등의 변화로 인해 광합성

값은 586개/㎤, 최대값은 1,442개/㎤이었다. 녹지

량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음이온의 측정량

율 61～80%인 B지역은 평균값이 730±168개/㎤

값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었으며 최소값은 584개/㎤, 최대값은 894개/㎤
이었다. 녹지율 31～60%인 C지역은 평균값
652±109개/㎤(496~742개/㎤)로 일반적인 도시

4. 음이온 농도와 토양피복현황의 상관성
분석

에 분포하는 음이온 농도인 500개/㎥(지철근,
2003)보다 약간 높았고 녹지율 11～30%인 D지역

음이온 농도와 도심지역 내 토양피복현황과의

은 평균값 435±198개/㎤로 최소값은 224개/㎤, 최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1개 측정지점에서 측

대값은 616개/㎤이었다. 녹지율이 10% 미만인 E

정한 음이온 측정값과 토양피복현황과의 상관성

지역은 평균값 428±152개/㎤로서 최소값은 252개

을 분석한 것이 <표 2>이다. 여름철의 경우 음이온

/㎤, 최대값은 676개/㎤이었다. 녹지율이 비교적

농도는 녹지율, 건폐율, 비건폐불투수포장율 중

적은 D, E지역은 일반적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녹지율과 건폐율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비건폐

음이온 농도(지철근, 2003)보다 다소 낮게 측정되

불투수포장율과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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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여름철(8월)의 녹지율에 따른 음이온 농도 변화

<그림 4> 가을철(10월)의 녹지율에 따른 음이온 농도 변화

<그림 5> 여름철(8월)과 가을철(10월)의 녹지율에 따른 음이온 농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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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절별(여름철, 가을철) 음이온 농도와 토양피복현황과의 상관성
구분
녹지율
여름철
(8월)

건폐율
비건폐
불투수포장율
녹지율

가을철
(10월)

건폐율
비건폐
불투수포장율

상관계수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음이온
0.727**
0.000
-0.600**
.004
-0.401
0.071
0.602**
0.004
-0.495*
0.022
-0.374
0.095

녹지율

건폐율

-0.903
.000
-0.419
0.059

-0.005
0.983

-0.903
0.000
-0.419
0.095

-0.005
0.983

* 상관계수가 0.05수준에서 유의, ** 상관계수가 0.01수준에서 유의

지율과 음이온 농도는 유의확률 0.000으로 높은

하여 음이온 농도와 녹지율, 건폐율과의 인과관계

관련성을 보였으며 정(＋)의 상관으로 녹지율이

를 추측하기 위해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여 다중선

증가할수록 음이온 농도가 증가하였다. 건폐율과

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이온 농도의 경우는 유의확률 0.004로 높은 관련

종속 변수로는 여름철과 가을철의 음이온 측정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의 상관으로

값(평균값)을 선정하였고 녹지율과 건폐율, 비건

건폐율이 감소할수록 음이온 농도가 증가하였다.

폐불투수포장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후진제거법을

가을철의 경우에도 여름철과 동일한 경향이었

사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으며 즉, 녹지율과 건폐율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

그러나 녹지율과 건폐율이 도시 특성상 서로

으며 비건폐불투수포장율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중 선형회귀모형에서 이들

지 않았다. 녹지율과의 상관성은 유의확율 0.004

각각의 개별 효과를 파악하기 힘든 다중공선성이

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정의 상관계수로 녹지율이

나타나 각각 상관성분석 및 단순선형회귀분석에

증가할수록 음이온 농도가 증가하였다. 음이온 농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설명변수

도와 건폐율의 경우는 유의확률 0.022수준의 관련

들을 모두 고려한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는 변수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관계수의 부호는

들 모두 종속 변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음(－)으로 건폐율이 감소할수록 음이온 농도가

다. 이런 이유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변수를 제거

증가하였다.

하고 녹지율만을 독립 변수로 한 회귀 모형이 가
장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었으며, 이 회귀모형에

5. 다중선형회귀분석

서 녹지율이 음이온 농도에 미치는 관계식은 다음
과 같다.

음이온 농도와 토양피복현황과의 상관관계 분
석에서 상관성이 검증된 녹지율과 건폐율을 이용

Y = 347.078+4.864X
(Y = 음이온 농도(개/㎤), X= 녹지율(%), R²=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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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결과는 도심지역 내 녹지율이 증가할
수록 음이온 농도가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규명하

본 연구는 도시에서 발생되는 음이온을 측정하

고 있으며, 도심지역 내 녹지의 조성이 음이온을

고 녹지율이 음이온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해 시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분석하여 향후 공원녹지 조성 및 도시관리의 기초

도시민의 건강측면에서도 녹지의 양을 증가시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지는 서울시와 도시생태특성이 가장

본 연구는 대도시의 녹지율에 따른 여름철과

유사한 강동구로 설정하고 녹지율을 고려하여

가을철의 음이온 농도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 음이

5개 유형, 21개소를 선정한 후 토양피복유형 및 음

온의 발생량과 기상요인과의 관계는 규명하지 못

이온 농도를 측정하였다.

하였다. 이는 단순 기상요인뿐 아니라 도시 내 토

첫째, 5개 유형별 평균 녹지율은 A지역 92.5%,

지이용유형별 발생하는 인위적 요인들에 의해 명

B지역 67%, C지역 40.5%, D지역 14.67%, E지역

확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1.33%이었다.

에서는 기상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수준에서 토

둘째, 음이온 농도는 계절에 상관없이 A > B >

양피복현황 중 녹지율에 따른 발생량만을 제시한

C > D > E 순이었으며 여름철이 가을철보다 평균

것으로 차후 전체 도시를 대상으로 측정지점의 다

값에서 약 121개/㎤가 높았는데, 이는 계절의 변

양화 및 이동식 조사를 통해 음이온 농도와의 관

화에 따른 기상의 변화와 식물의 광합성량의 감소

계를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상관성 분석결과 여름철, 가을철 모두 음
이온 농도와 녹지율과, 건폐율에서 유의성이 검증
되었으며 녹지율은 정(＋)의 상관, 건폐율은 부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심 내 한정된 공간에 토지이용에는 한계가 있어,
녹지율과 건폐율이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넷째, 후진제거법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음이온 농도와 녹지율 간의 방정식은 Y =
347.078+4.864X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도시지역 내에서
녹지율이 높을수록, 건폐율이 적을수록 음이온 농
도가 높았으며, 음이온 농도와 토양피복현황과의
상관성분석에서도 녹지율은 정(＋)의 상관성을,
건폐율과는 부(－)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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