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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verify the healing effect in the variety of effects according to fountain type, anion which is the representatives 

factor of healing, as the center of case studies which in Gwanghwamun(Ground fountain), Cheonggyecheon(Waterfall) and 
Myeongdong(Formative fountain). According to fountain type, the anion distribution as follow, figures typically 15,721 ± 419 
ea/cm³, Formative fountain 40,190 ± 788 ea/cm³, Waterfall 4,480 ± 290 ea/cm³ and ground fountain 2,492 ± 180 ea/cm³. It is 
usually exceed to the distribution in natural green, which is 1070∼2100 ea/cm³. The interrelation between air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wind speed and relative humidity, and wind speed is that, the relative humidity is directly proportional to 
wind speed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temperature. As the temperature goes up, the distribution of anion goes down.  And 
as the wind speed and relative humidity goes up, the distribution of anion decrease sharply. The result of interrelation between 
fountain type and the anion distribution is that, the distance of water falling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anion distribution in 
the formative fountain and inversely proportional in the ground fountain. And the distribution of anion is largest in formative 
fountain. The distribution of anion in ground fountain is lower than in formative fountain, but it is far more than in natural 
greenery. And as the distance from fountain increase, the distribution of anion goe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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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고밀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 도시 환경에서 오픈 스

페이스(open space)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

대되고 있으며,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영위하

는데 있어 오픈 스페이스는 필수적 도시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가장 크고 

넓은 요소인 동시에 도시 경관에 통일성과 다양성, 생
명감과 계절감, 장소성을 부여하며, 생물⋅무생물을 

포괄하는 환경 요인들을 도입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여가 활용의 장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

로 도시공원과 녹지가 현대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를 

대표하고 있으나 광의의 오픈 스페이스는 지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 햇빛⋅바람들의 기후 요소를 모

두 포함하고 땅 뿐만 아니라 물까지 포함시킨다(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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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untain type current status and case.

등, 1994). 
광의의 오픈 스페이스 개념에서 특히 물은 인간의 

생존 및 생산을 위한 기본 요소가 되며 나아가 쾌적성 

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Byeon, 
1999). 근래의 물은 치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친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수시설

인 수경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경요소들 중에

서 분수(fountain)는 인공적인 도시 환경에서 경관미

를 향상시키고 도시민들에게 물을 접하는 경험의 기

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Kim 등, 2001) 도심지내 공원이나 정원, 광장 등에 

다양한 유형의 분수(바닥분수, 벽천, 조형분수, 고사

분수, 음악분수 등)가 도입되고 있다.
최근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인구의 집중으로 인하

여 현재의 도시는 많은 문제점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

질환으로서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

염, 천식 등은 날로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 사람들이 웰빙, 로하스 등 친환경적 삶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건강을 유

지․증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질병을 치

유․예방하는 기능, 이른바 ‘치유’가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0). 치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인자는 음이온이

며 음이온은 공기정화 효과와 인체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며 폭포, 바다, 분수, 식물의 광합성으로 인해 

생성된다(Jeon과 Cho, 2009). 
본 연구는 치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인자 중의 

하나인 음이온을 중심으로 광화문에 바닥분수와 청계

천의 벽천, 명동의 조형분수(교통섬) 등 다양한 분수

형태에 따라 각각의 음이온 분포를 측정하고 분석하

여 수경공간이 주는 다양한 효과와 더불어 도시민들

의 정신적 치유와 육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분수설계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분수유형별 정의 및 개요

바닥분수는 노즐이 바닥면에 위치하고 수조(pond)
가 지하에 매설되어 각종 배관이나 배선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접근성이 높은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

며, 분수가 가동되지 않을 때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 

공공 정원의 광장에 적용되고 있다. 바닥분수는 특히 

도시민들에게 쾌적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물을 직접 

이용하여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Kwon, 2002).
벽천은 근대 독일의 구성식 정원에서 발달한 수경

시설로서 보통 수직벽에 설치된 수구로부터 물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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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도록 한 구조로서 분수와 같이 설치하는데 넓은 면

적을 요하지 않으므로 도시 내 소공지에 흔히 채택되

고 있다(Kwon, 2002). 일반적으로 벽천은 설계할 때

에 물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 물의 재순환이 가능하

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물의 양에 따라 역동적인 경관

이나 고요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어 실용과 미관을 겸

비한 시설이다.   
조형분수는 일반적으로 조형물을 가지고 분수를 

연출하는 형태로서 연출자체가 중심이 되는 다른 분

수와는 달리 조형물을 중심으로 은은한 분수 연출이 

되어야 하며 너무 현란하거나 요란하면 조형물의 느

낌이나 작가의 의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연출하는데 

있어 신중히 판단을 하여야 한다(Fig 1.).

2.2. 선행연구고찰

최근 쾌적한 도시환경 및 볼거리 창출 측면에서 수

경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적극적인 수경시설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수경시설

을 이용하는데 있어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수경시설의 

설계와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아파트 단지 내 수경시설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Kim 
등, 2010, 2011; Lee, 2009), 공동주택단지 내 수경시

설의 이용특성분석 및 활성화(Lee, 2004; Ryu, 2010; 
Sin, 2006), 공동주거단지 수경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Kang과 Sim, 2010), 실외 공간의 수경 설계

(Choi, 1993) 등이 있었다.
둘째, 수경시설의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로

는 아파트 외부 수경시설의 시공 및 유지관리 개선방

안(Kwon, 2002)와 공동주택단지내 수경시설의 유지

관리도 저감방안(Lee, 2005)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마지막으로 수경시설과 환경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수경시설에 의한 도로교통소음 마스킹 

효과(Ahn, 2002), 수경시설 물놀이에 따른 대장균 감

염의 위해도(Cho, 2012), 실내에서 식물과 수경시설

이 온열환경에 미치는 영향(Jeong과 Park, 1999), 정
신병원 치료정원을 위한 수경시설의 시각적 선호도

(Jeong과 Ahn, 200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경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수경시설 중 분수가 

도시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

이었으며 아울러 건강 및 치유적 관점에서 수경시설과 

음이온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다양한 유형의 분수는 시각, 청각, 촉각적 효과로 

인해 도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공간 분위기를 

연출하는 주요 경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최근 성장위주의 도시화로 인한 지표면 온도의 상

승과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첫째, 분수의 경관⋅

조형적 측면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설계에 관한 연

구로는 분수 조형성 분석 및 개선방향(Lee, 2008), 고
사분수의 경관설계 개선

방향(Kim, 2003) 등이 있었으며, 둘째로 분수의 하

자 및 유지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바닥 분

수의 이용후 평가(Huh, 2005), 음악분수시설의 하자 

유형 분석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Ju, 2011) 등이 있었

다. 마지막으로 분수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로는 지

능형 음악분수 시스템을 위한 음악적 표현 최적화 알

고리즘 기법(Lee, 2011) 등이 있었다. 
최근 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치유숲 조

성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인 음이온의 효과에 

관한 검증을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치유 숲 

조성을 위한 음이온 농도에 관한 연구(Cho, 2009; 
Jeon과 Cho, 2009; Um과 Kim, 2010 )와 실내식물 및 

식물의 음이온 방출효과에 관한 연구(Kim 등, 2012; 
Lee, 2003, 2004; Lee와 Yoon, 2003; Park 등, 1998)
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음이온 효과에 대한 

검증에 관한 연구(Jussi 등, 2005; Kim, 2004; Kim 등, 
2000, 2012; Krueger와 Reed, 2006; Reilly와 Stevenson, 
1993; Whang 등, 1998; Yoon 등, 2012) 또한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어 사람들의 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분수의 형태와 치유효과와의 관계, 즉 

음이온 발생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효과의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다.

3. 재료 및 방법

3.1. 연구대상지

본 연구대상지는 다양한 분수의 유형에 따른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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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y area location and outline.

요소와 음이온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심

지이면서 많은 관광객과 도시민들이 이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바닥분수 유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위치한 광화문광장, 벽천 유

형은 중구 삼일대로 363에 위치한 청계천의 중간 한

화빌딩 앞에 위치한 벽천, 조형분수는 중구 남대문로 

42에 위치한 명동의 한국은행 앞 조형분수를 대상지

로 선정하였다(Fig 2.).

3.2. 음이온 측정지점 설정

음이온 측정지점은 연구대상지로 설정한 광화문광

장의 바닥분수, 청계천의 벽천, 명동의 한국은행 앞에 

조형분수로 동, 서, 남, 북의 각방위 네 방향으로 설정

하였으며, 풍향계 측정 데이터를 참고하여 분수를 중

심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측면을 풍상측(동북 → 서

남), 분수의 영향을 받아 바람이 불어나가는 측면을 

풍하측(서남 → 동북)이며, 이하 풍상측은 A, 풍하측

은 B로 정의하였다. 사전측정결과 10 m이상에서는 

거리별 음이온 농도차이가 크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거리를 1 m, 5 m, 10 m 떨어진 곳에서 측정지점으로 

설정하였다. 

3.3. 조사분석방법

연구대상지에서 발생되는 음이온을 측정하기 위해 

Comsystem사의 com3200을 삼각대를 이용하여 지상

에서 1.2 m지점에 설치 후 10분 동안 대기에 노출시켜 

대기중의 음이온 분포량을 1분 간격으로 기록하였으

며 바람에 따라 쉽게 변화하는 음이온의 수치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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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기 위하여 흡입구를 바람에 등지고 설치하였으

며 이동시 측정기를 대기에 노출시키기 않기 위하여 

비닐팩으로 측정기를 감싸 측정 시 오차를 최소화 하

였다(Cho, 2009). 
또한 기상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음이온 분포

량과 기상과의 상관성을 찾기 위하여 측정지점의 기

온, 상대습도, 풍속 등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조사 시기는 음이온이 분수와 폭포 등에 의해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바닥분수와 벽천, 조형분수가 틀어

져 있을때를 기점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지

의 기상인자와 음이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성 분석

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분수유형별 기상현황

기온의 경우 바닥분수에서는 27~28℃이었으며 거

리별로는 10 m(27.8℃) > 5 m(27.7℃) > 1 m(27.4℃)
순으로 측정되었고, 방향별로는 북A(27.9℃) > 남

B(27.8℃) > 동A(27.5℃) > 서B(27.3℃)순으로 측정

되었다. 벽천의 경우도 27~28℃로 바닥분수와 동일하

였으며, 거리별로는 10 m(28.1℃) > 5 m(28.0℃) > 1 m 
(27.9℃)순으로 측정되었고, 방향별로는 서B(28.0℃) = 
동A(28.0℃)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조형분수의 경

우 26~28℃이었으며 거리별로는 10 m(27.9℃) > 5 m 
(26.6℃) > 1 m(26.0℃)순으로 측정되었고, 방향별로

는 남B(27.0℃) > 서B(26.9℃) > 북A(26.8℃) > 동A 
(26.7℃)순으로 측정되었다. 기온의 경우 조형분수의 

1 m지점 떨어진 지점에서 26.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벽천에서 10 m 떨어진 지점에서 28.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분수에서 거리가 멀어져 감

에 따라 기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방향별로는 경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습도의 경우 바닥분수에서는  41~42%로 나타

났으며 거리별로는 1 m(42.4%) > 5 m(41.7% ) > 10 m 
(41.2%)순으로 측정되었고, 방향별로는 서B(42.4%) 
> 남B(41.9%) > 북A(41.6%) > 동A(41.2%)순으로 측

정되었다. 벽천의 경우 44~45%로 바닥분수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거리별로는 1 m(45.5%) > 5 

m(45.2%) > 10 m(44.7%)순으로 측정되었고, 방향별

로는 동A(45.5%) > 서B(44.7%)로 순으로 측정되었

다. 조형분수의 경우 분수유형별로는 가장 높은 수치

인 47~50%로 나타났으며 거리별로는 1 m(50.3%) > 
5 m(49.1%) > 10 m(47.5%)순으로 측정되었고, 방향

별로는 동A(49.0%) = 북A(49.0%) =서B(49.0%) > 남
B(48.8%)순으로 측정되었다. 상대습도의 경우 조형

분수의 1 m지점 떨어진 지점에서 50.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바닥분수에서 10 m 떨어진 지점에

서 41.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분수에서 거리

가 멀어져 감에 따라 상대습도는 낮은 경향을 보여 기

온과는 반비례관계를 보였다. 상대습도 또한 방향별

로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풍향은 동북동풍이였으며 풍속의 경우 0.05 m/s 

~0.5 m/s 로 바람의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방

향별 풍상, 풍하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었다. 

4.2. 분수유형별 음이온 발생량

음이온은 폭포, 바다, 분수, 식물의 광합성으로 인

해 생성되며 보통 자연녹지에는 1,070∼2,100 ea/cm³
가 분포하며 일반 도시지역에서 150∼450 ea/cm³가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Jeon과 Cho, 2009). 일
반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음이온의 개

수는 400~1,000 ea/cm³라고 알려져 있다(Park 등, 
1998). 

바닥분수의 음이온 평균 분포는 2,492±180 ea/cm³ 
이었으며 거리별로는 1 m(1,985 ea/cm³) > 5 m(1,072 
ea/cm³) > 10 m(679 ea/cm³)순으로 측정되었고, 방향

별로는 북A(2,299 ea/cm³)>남B(1,320 ea/cm³) > 서
B(819 ea/cm³) > 동A(543 ea/cm³)순으로 측정되었다. 
바닥분수의 음이온 평균 분포 중 북쪽 방향의 경우 U
자 형태로 분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벽천의 경우 4,480±290 
ea/cm³로 바닥분수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거
리별로는 1 m(4,288 ea/cm³) > 5 m(641 ea/cm³) > 10 
m(334 ea/cm³)순으로 측정되었고, 방향별로는 동

A(1,788 ea/cm³) > 서(1,721 ea/cm³)순으로 측정되었

다. 이는 하천내 복원특성상 유속의 흐름에 따라 바람

이 서→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유하방향의 아래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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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 fountain

(b) Waterfall

(c) Formative fountain

Fig. 3. Fountain type temperature and humidity, anion emissio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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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m

(b) 5 m

(c) 10 m

Fig. 4. Distance type temperature and humidity, anion emission distribution.
(Ground fountain : G. F,  Waterfall : W. F, Formative fountain :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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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ion emissions and meteorological factors correlation analysis

Anion Temperature  humidity

Temperatur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903** 1 -.668**

Significance probability .000 .000

Humidit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785** -.668** 1

Significance probability .000 .000

Wind velocit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589** -.580** .439*

Significance probability .000 .001 .012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위치한 동쪽의 음이온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되었다. 조형분수의 음이온 평균 분포는 

40,190±788 ea/cm³ 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거

리별로는 1 m(39,450 ea/cm³) > 5 m(25,461 ea/cm³) > 
10 m(810 ea/cm³)순으로 측정되었고,  방향별로는 서

B(23,029 ea/cm³) > 북A(22,023 ea/cm³) > 남B 
(21,634 ea/cm³) > 동A(20,941 ea/cm³)순으로 측정되

었다.
분수유형별 음이온 발생량은 일반적으로 자연녹지 

내 음이온 발생량인 1,070∼2,100 ea/cm³과 비교해 볼 

때 모든 분수 유형에서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조
형분수(40,190±788 ea/cm³) > 벽천(4,480±290 ea/ 
cm³) > 바닥분수(2,492±180 ea/cm³) 순으로 측정되었

다(Fig. 3). 특히 조형분수의 경우 10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분수에서 거리가 멀어져 감에 따라 음이온 분

포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Fig. 4), 음이온 발

생량의 경우 기온, 습도와 동일하게 방향별로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4.3. 분수유형 및 거리별 음이온 발생량과 기상현황의 

상관성 분석

음이온 분포량과 측정지점의 기온, 상대습도, 풍속

간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상관계수로 상관

성을 분석한 결과, 기온의 경우 유의확률 0.000로 높

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상관계수의 경우 부의 상관계

수 -0.930으로 음이온 분포량과 기온은 반비례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습도의 경우에도 0.000의 유의

확률로 기온과 마찬가지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온과 반대로 정의 상관계수 0.785로 음이온 

분포량과 정비례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

울시 강동구를 대상으로 기후환경과 음이온 발생량을 

연구한 Kim 등(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

다. 풍속의 경우도 기온 및 상대습도와 마찬가지로 유

의확률 0.000으로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상대

습도와 마찬가지로 정의 상관계수 0.589로 음이온 분

포량과 정비례관계인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음이온 분포량과 분수유형, 분수에서 떨어진 거리, 

방향간의 상관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관성을 분

석한 결과, 분수유형의 경우 바닥분수에서 유의확률 

0.007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관계수의 

경우 부의 상관계수 –0.468로 나타났다. 조형분수의 

경우 유의확률 0.000의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 있으며, 상관계수는 정의 상관계수 0.705로 나타났

다. 이는 음이온 분포량이 바닥분수의 경우 보통 자연

녹지에는 1,070∼2,100 ea/cm³(Kim 등, 2012) 가 분

포하는 데 비해 훨씬 상회하는 수치인 약 2500 ea/cm³
분포하고 있었지만, 음이온 분포량이 조형분수에 비

해 그 수치가 월등하게 낮아 음이온 분포량과의 부

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분수에서 

떨어진 거리의 경우에도 유의확률 0.018의 높은 상관

관계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의 경우 부의 상관계수 

–0.414로 나타났다. 이는 분수에서 거리가 멀어질수

록 음이온 분포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풍상, 풍하를 고려한 분수의 동, 서, 남, 북 방향에

서는 각 유의확률 0.718, 0.862, 0.674, 0.582로 음이

온 분포량과의 유의성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음이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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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untain type anion emissions correlation analysis

Anion Distance East A North A West B South B Ground 
fountain Waterfall

Distanc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414* 1 .055 .042 .055 .042 -.017 -.060

Significance 
probability .018 .765 .818 .765 .818 .927 .745

East A

The correlation 
coefficient -.066 .055 1 -.301 -.391* -.301 -.093 .173

Significance 
probability .718 .765 .095 .027 .095 .613 .343

North A

The correlation 
coefficient .101 .042 -.301 1 -.301 -.301 .092 -.254

Significance 
probability .582 .818 .095 .095 .095 .618 .160

West B

The correlation 
coefficient -.032 .055 -.391* -.301 1 -.301 -.093 .173

Significance 
probability .862 .765 .027 .095 .095 .613 .343

South B

The correlation 
coefficient .077 .042 -.301 -.231 -.301 1 .092 -.254

Significance 
probability .674 .818 .095 .204 .095 .618 .160

Ground 
fountai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468** -.017 -.093 .092 -.093 .092 1 -.438*

Significance 
probability .007 .927 .613 .618 .613 .618 .012

Waterfall

The correlation 
coefficient -.270 -.060 .173 -.254 .173 -.254 -.438* 1

Significance 
probability .135 .745 .343 .160 .343 .160 .012

Formative 
fountai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705** .068 -.054 .124 .-054 .124 -.641** -.410*

Significance 
probability .000 .711 .770 .499 .770 .499 .000 .020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량은 대기중의 습도가 증가할수록 상승하였는데, 이
는 분수에서 물이 공기중에 방출될 때 혹은 폭포의 물

방울이 분열할 때 레나드 효과에 의해 그 장소의 공기

가 음의 전기를 띠게 된다는 Agisi(1996)의 보고를 뒷

받침한 결과이다(Park 등, 1998). 특히 조형분수의 경

우 높이가 10 m이상 되는 것으로 물의 떨어지는 낙차

가 벽천에 비해 높았고, 바닥분수의 떨어지는 낙차는 

벽천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조형분수 > 벽천 > 바닥분

수 순으로 음이온 분포량이 나타나 분수 설계시 물의 

떨어지는 낙차를 크게 할수록 음이온 분포량을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분수유형에 따른 효과 중 치유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치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인자인 음

이온을 설정하였다. 측정위치 및 유형으로는 광화문

의 바닥분수와 청계천의 벽천, 명동의 조형분수(교통

섬) 등 각각의 분포하고 있는 음이온을 측정하고 통계

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신적 치유와 육체적 건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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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관리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범위는 분수를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의 각 방위 

네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거리의 차이를 두어 분수

에서 1 m, 5 m, 10 m 떨어진 곳을 측정지점으로 설정

하여 기상요인과 음이온 분포량을 측정하였다. 
분수유형에 따른 기상현황 및 음이온 분포량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온의 경우 분수에서 거리가 멀어 질수록 기

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방향별로는 특별한 

경향은 없었고 벽천 > 바닥분수 > 조형분수 순으로 높

았다. 둘째, 상대습도의 경우 기온과는 반대로  조형분

수 > 벽천 > 바닥분수 순으로 측정되었다. 셋째, 측정 

당시 풍속의 경우 조형분수 > 바닥분수 > 벽천 순이었

다. 넷째, 측정지점별 음이온 분포량은 조형분수 > 벽
천 > 바닥분수 순으로 많았다. 

음이온 분포량과 통계적 분석에서도 상관분석 결

과, 기온과, 풍속, 상대습도, 조형분수, 바닥분수, 분수

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상관성이 유의하였으며 기온과 

바닥분수, 분수에서 떨어진 거리에서는 부의 상관성, 
풍속, 상대습도, 조형분수와는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

다. 이는 음이온 분포량이 바닥분수의 경우 일반 자연

녹지에 비해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지만, 조형분

수 대비 발생량이 매우 낮아 음이온 발생량과 부의 상

관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분수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이온 발생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향후 쾌적한 도시 관리 및 계획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수경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수

경시설 중 분수는 도시민들에게 시각⋅청각⋅촉각 등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일반 녹지에 비해 많은 

양의 음이온을 발생하기 때문에 음이온 발생량 극대

화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수경시설 계획 및 설계기

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환경 및 건강측면에서 분수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건강 증진을 위한 분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수행하였지만, 다
양한 기상인자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경

향 및 발생량 측정을 통한 상관성 분석에 한정한 연구

결과로서 향후 풍향, 풍속 및 낙차높이별 음이온 발생

량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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