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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8) 하천내부 음이온 발생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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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환경은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도시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하천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도시하천복원에 의한 복개는 인간이 느끼는 인지온도
를 감소시켜 열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를 제공한다(Kwon et al., 2009). 또한 친수공간과 쾌적한 환경조성
은 도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쾌적성을 상승시켜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다(Kim et al., 2013).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도시하천 내부에서의 구조별 음이온 특성을 파악하여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도시하천 내부구조에 대
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충정북도 충주시 충주천을 대상으로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한 뒤 중류에서 충주천과 교현천이 

만나는 지점을 다시 구분하여 총 4개의 위치별로 U1, M1, M2, D1로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 뒤 각 지
점마다 여울, 다리 밑, 수면, 녹지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D1 지점에서는 3지점으로 측정하
여 총 15개의 지점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기간은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측정시간대는 10시에
서 17시까지 진행하였다. 이동식측정으로 음이온측정기(com-3600, 니코퍼레이션)를 이용하여 음이온을 5반복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충주천을 대상으로 하천위치별로 음이온 발생량은 D1에 비해 M1에서 약 100 ea/cm3 정도 낮게 측정되었

으며, 하천 내부구조별로는 여울에 비해 녹지에서 약 400 ea/cm3 정도 낮게 측정되었다. 
내부 구조에 따른 음이온 발생량은 U1, M1, M2, D1에서 모두 동일하게 여울 > 다리 밑 > 수면 > 녹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울에서 발생하는 레나드효과에 의해 음이온 발생량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천내부구조별 음이온 발생량은 여울에서는 U1 > D1 > M2 > M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녹지의 양과 
주변 토지피복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리 밑의 경우 M2 > D1 > M1 > U1의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T1지점의 경우 녹지의 양이 거의 없어 음이온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수면의 경우 D1 > M2 > 
U1 > M1의 순으로 주변 녹지에 의한 영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녹지의 경우 D1 > M2 > U1 > M1의 
순으로 2지점의 녹지의 양이 가장 적었으며, 이는 토지피복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었다.      

하천구조에 따라 음이온 발생량을 측정하였으며, 내부구조별로 여울 > 다리 밑 > 수면 > 녹지로 분석되었
으며, 하천위치별로는 D4 > M2 > U1 > M1로 분석되었다. 이에 하천내부 구조와 위치별에 따라 음이온발생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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