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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 완충녹지의 조성유형에 따른 음이온 농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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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ere performed on roadside buffer green in Songpa-dong, Songpa-gu, Seoul in order to analyze the anion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composition of roadside buffer green. Buffer green separating the physical structure of 
the measurement points and measurement locations were separated by roadside, green interior, the other side of the road. 
planting density and deposit of trees per each buffer green was measured in the order of mounding type> slope type> the plain 
type. If the measured temperature of the location-specific weather elements roadside> inside> the other side of the road in 
order of measurement and the temperature is lowered farther away from the road. If the relative humidity of the road on the 
other side> inside> the roadside in order to measure and this is the opposite of the temperature tendency. According to 
physical structure reduction of the temperature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and roadside in order of mounding type> the plain 
type> slope type was measured. As a result of measuring a anion therefore concentration of the anion inside of melt is in order 
of mounding type> the plain type> slope type, tended to match the mel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measured positions anion 
concentration is in the order of the other side of the road> inside> the roadside was measure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n the case of measurement location-specific weather and anions the temperature is positive correlation, relative 
humidity is negative correlation and that's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er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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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고밀화 된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인구집중으로 인

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심지 내 녹지면적 확충, 

바람길 형성, 도심 가로수 정비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가로녹지는 도시 선형녹지축의 골격을 이

루는 기본단위로, 가로경관향상,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 운전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의 제공(Kim과 

Hong, 2008)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주변 공업지

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기오염 등의 공해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흡수하거나, 차단(Jung과 Kim, 2011)

하는 완충녹지의 기능성까지 강조되고 있다. 

완충녹지의 다양한 기능 중,  대기오염 물질 저감의 효

과는 수목에 대한 미세먼지의 흡착과 더불어 수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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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한 음이온(Park 등, 1998; Lee와 Yoon, 2003)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중화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이온이란 공기 중 원자 또는 부유미립자가 전기

적 성질을 띠는 것으로 운동도에 따라 대·소립자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소립자 중 양전하를 띄는 것을 양이온, 음

전하를 띄는 것을 음이온이라고 한다. 음이온의 발생원

으로는 햇빛 중 자외선의 공기분자 파괴, 땅속에 섞여있

는 방사능 물질의 붕괴, 대기와 지표 간 전위차, 기온과 

기압차, 레나드 효과(Lenard's effect), 식물의 증산작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한다(Jin, 

2005; Park 등, 1998). 음이온의 효과로써 첫 번째, 인간

의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안정된 반응을 유도하며, 

혈압, 맥박, 호흡을 안정화 시키는 등 건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바탕

으로 자연휴양림 적지선정을 위한 연구,  산림, 자연녹지

에서 음이온의 발생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Um

과 Kim, 2010; Jeon과 Jo; 2009). 그러나 대부분 자연녹

지, 산림에 국한된 것으로 근래의 도시개발과 인구집중

으로 인한 현재의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점이 있다. 음이온의 두 번째 효과는 전기적 특

성에 의한 공기정화 효과이다. 내연기관과 난방 시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되는 양이온성인 질소산화물

(NOx)이 발생한다. 또한 대기 중에는 질소산화물 외에

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물질, 곰팡이, 포자, 박테리

아, 세균 , 다이옥신류, 미세먼지 등이 섞여 있는데 이들

은 모두 양이온으로 대전되어 있다(Jin, 2005). 이러한 

오염물질에 음이온이 작용하여 중화시켜 무겁게 하여 지

표로 가라앉게 되어 공기가 정화된다. 이러한 음이온의 

전기적 특성에 의한 공기정화효과의 경우 산업화, 공업

화가 진행된 도심 내에서의 대기오염완화, 질병유발물질 

감소 등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공중먼지가 많은 대표적 

장소인 양계장내 뉴캐슬병의 발생을 줄이고, 부유성 박

테리아의 감소 등과 함께 공기 중의 세균수 약 32.52% 

가량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Happ 등, 1966; Mitchell

과 King, 1944; Jacob 등,  1990). 또한, 음이온 발생량

이 많은 식물은 공기 중의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1～2주

만으로도 공기청정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Lee와 

Yoon, 2003)고 보고된 바, 식물의 음이온 발생효과는 가

로완충녹지에서 교통에 의한 소음발생을 완화하고, 미기

후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한 대

기 오염을 정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로변 완충녹지의 효과 및 검증 연구로는 식재구조

개선, 생육특성, 생태적 네트워크, 소음 및 대기오염 개선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완충녹지에 대

한 연구는 완충녹지의 식재구조 개선, 녹지량 증진을 위

한 연구(Lee 등, 2008; Lee 등, 2012; Byon 등, 2012; 

Han 등, 2013), 도시생태 네트워크(Kang과 Park, 2011; 

Oh 등, 2009; Lee 등, 2005)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완

충녹지의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Park과 Yoo, 2004) 가

로녹지대 식물의 생육특성에 관한 연구(Hong 등, 2012; 

Jung 등, 2005)가 일부 진행되었다. 그러나 가로변 완충

녹지의 구조와 식생밀도에 따른 음이온발생량 등 건강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심지의 가로변 완충녹지를 대상으

로 가로녹지조성유형 및 식재밀도에 따른 음이온 발생량

을 측정한 후 음이온과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 및 유형

연구대상지로 선정한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한강과 탄

천이 대상지 북측과 서측 외곽부에 위치하여 구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설녹지는 대부분 송

파대로와 남부순환로변에 선형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로변 가로녹지의 물리적 유형구분에 대한 

선행 연구(Kim 등, 2008)가 진행된 송파대로변 가로녹

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조성된 송파대로변 가

로녹지는 송파역에서 장지역까지 가로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 도로의 소음 및 오염물질의  차단을 위한 완충

녹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로를 중심으로 동측에 조성된 녹지의 규모는 길이 

1,980 m, 면적 16,310 ㎡ 으로 조성폭은 평균 5∼10 m

이다. 서쪽으로는 가락시장역에서 훼밀리아파트까지 가

로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길이 430 m, 면적 8,460 ㎡, 

조성폭은 18∼22 m이다. 송파대로 주변 완충녹지의 조

성유형은 Kim 등(2008)의 방법에 따라 평지형(Type F), 

사면형(Type S), 마운딩형(Type M)의 3가지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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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sults of characterization of landscapes based on the measurement point(F. G.; GVZ of vegetated buffer strips 
on the flat landscapes, S.G.; GVZ of vegetated buffer strips on the slope landscapes,  M.G.; GVZ of vegetated buffer 
strips on the mound landscapes, F. P. D.; Planting density of vegetated buffer strips on the flat landscapes, S. P. D.; 
Planting density of vegetated buffer strips on the Slope landscapes M.P.D.; Planting density of vegetated buffer 
strips on the mound landscapes.).

구분하였다.

2.2. 식재유형 및 구조 

가로변 완충녹지의 조성유형에 따른 식재유형 및 식

재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형구법(Quardrats method)

을 이용하여 조사구 15개소를 설정한 후, 조사구 내에 식

재되어 있는 수목을 교목·아교목층, 관목층으로 구분하

여 수고 및 흉고직경을 조사하였다. 식재밀도는 단위면

적당(㎡) 주수를 분석하였고 녹지의 풍부함을 비교하기 

위한 정량적 자료인 수목의 울폐도와 수관용적을 나타내

는 녹지용적계수(Pohl 등, 1984)를 분석하였다. 

2.3. 음이온 및 기상요소 측정방법

음이온의 경우 COM - 3200 PRO (NICO, Japan)를 

활용하였으며, 측정지점에서 도로와 가까운 지점(Ta), 

완충녹지 내부(Tb), 도로의 반대편(Tc지점)으로 구분하

여 측정하였다.  음이온은 측정시간대에 따라 공기 중 음

이온 수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측정 시간대와 

측정방법이 주요 변수가 된다(Jin, 2005). 이에 대기 중 

음이온 농도가 가장 높은 시간인 12∼14시 사이에 측정

하였으며, 지전장(地電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삼각대를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1.2 m 위치에 설치하

였다. 음이온 측정기는 초단위로 음이온의 수치가 변화하

므로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노트북에 음이온 측정기를 연

결하여 측정기점에서 3분 동안 대기에 노출시켜 음이온 

변화값을 자동으로 기록하여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또한 

측정된 음이온과 기상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

온, 상대습도, 표면온도, 광도, 풍향, 풍속을 기록하였다. 

2.4. 통계분석

측정된 음이온 측정값과 기상요소와의 상관성을 분석

하고, 토지피복유형간 음이온 분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Spss 18을 활용하여 Dancan's Multiple Rang 

Test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성 유형에 따른 식재구조

가로변 완충녹지의 조성유형은 완충녹지의 기능별 식

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물리적 구조를 고려한 Kim 등

(2008)의 방법을 응용하여 평지형(Type F), 사면형

(Type S), 마운딩형(Type M)으로 설정한 후 각 지점별 

평균 식재수종 및 밀도를 고려하여 5개소씩 총 15개 조

사구를 설정하여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Fig. 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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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b; Surface Temperature 

c; Celative Humidity d; Negative Air Ion

Fig. 2. Meteorological elements and anion measurement results in Flat Type(Type F).

재밀도는 Type M (0.24 주/m2) > Type S (0.20 주

/m2)> Type F (0.15 주/m2) 순으로 Type M 완충녹지에

서의 식재밀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Type F의 경우 

양버즘나무 등이 2열로 식재된 상태로 관목층이 식재되

지 않은 단순한 구조이었으며 Type S는 폭 6～10 m 수

준으로 교목층 수종과 더불어 관목층에 쥐똥나무, 회양

목 등이 일부 식재되어 있으나 식재량이 부족한 상태이

었다. 3개 유형의 식재밀도는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우

리나라 가로변 완충녹지의 식재밀도와 유사한 수준이었

다(Kim 등, 2008).

녹피율은 Type M(115.97%) > Type S (99.61%) > 

Type F(92.74%), 녹지용적계수는 Type M(3.45 

m3/m2) > Type S(3.12 m3/m2) > Type F(2.66 m3/m2) 

순이었다.  

3.2. 기상요소 및 음이온 농도

3.2.1. 평지형 완충녹지

Type F의 기상요소 측정결과(Fig. 2), 기온은 Ta 

(24.62℃) > Tb (23.9℃) > Tc (23.04℃) 순으로 측정되

었으며, 표면온도는 Ta (26.3℃) > Tc (20.12℃) > 

Tb(17.66℃)순으로 측정되었다. 기온의 경우 도로변에 

위치하여 수목에 의한 일사차폐가 적은 Ta지점에서 기온

이 가장 높았으며 광도 또한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 Tc지

점의 경우 측정지점이 대부분 고층아파트에 의한 일사차

폐와 자동차의 배기열, 도로에서의 복사열이 크게 미치

지 못하여 기온과 광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Tc지점의 기온은 Ta지점에 비하여 1.6℃ 정도 낮게 측정

되었다.  

상대습도의 경우 Tb (47%) > Tc (47%) > Ta  (46%)

순으로 측정되어, 기온와 반대되는 경향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기온과 상대습도의 경우 고온역에서는 저습역이, 

저온역에서는 고습역이 형성된다는 선행연구(Yoon 등, 

2007)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측정지점 풍향의 대부분

은 차량통행과 건물배치에 의하여 북풍 및 북서풍으로 

측정되었으며 풍속은 1m/s이하로 측정되었다.  

Type F의 평균 음이온 농도는 578 ea/cm3로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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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b; Surface Temperature 

c; Relative Humidity d; Negative Air Ion

Fig. 3.  Meteorological elements and anion measurement results of buffer green in Fype S.

었으며, Tc (601 ea/cm3) > Tb (556 ea/cm3) > Ta (427 

ea/cm3) 순으로 도로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었다. Tc, Tb지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심지에 분포한다

고 알려진 음이온 550 ea/cm3(Jeon과 Jo, 2009) 보다 상

회하는 수치로 측정되었으나, 도심지 녹지에서 발생하는 

음이온(Yoon 등, 2012; Kim 등, 2012) 보다 낮은 수준

이었다.

3.2.2. 사면형 완충녹지

Type S에서의 기상요소 측정결과(Fig. 3), 기온의 경

우 Ta (26.40℃) > Tb (25.44℃) > Tc (25.24℃) 순으로 

측정되었다. 표면온도의 경우 Ta (28.80℃) > Tb (21.8

4℃) > Tc (22.36℃) 순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Type F 

녹지와 마찬가지로 Tb지점의 경우 완충녹지 내부 측정지

점으로 수목에 의한 일사차폐의 영향으로 표면온도가 가

장 낮았으며, Ta지점의 경우 도로변으로 수목에 의한 일

사차폐의 영향이 거의 없어 표면온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상대습도의 경우 Tb (43%) > Tc (42%) 

> Ta (41%) 순으로 측정되어 기온과는 반대의 경향인 것

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기온과 상대습도의 경우 고온역

에서는 저습역이, 저온역에서는 고습역이 형성된다는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Yoon 등, 2007). 또한 

도로변의 경우 자동차 배기열, 토로피복에 의한 복사열

이 강하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측정한 기온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Type S 완충녹지의 음이온 측정결과 평균음이온 측

정값은 626 ea/cm3로 측정되었으며, Tc (758 ea/cm3) > 

Tb (636 ea/cm3) > Ta (472 ea/cm3) 순으로 도로에서 멀

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3.2.3. 마운딩형 완충녹지

Type M의 기상요소 측정결과(Fig. 4), 기온의 경우 

Ta (25.06℃) > Tb (24.18℃) > Tc (23.38℃) 순으로 측

정되었으며, 표면온도의 경우 Ta (24.50℃) > Tc (23.0

0℃) > Tb (22.83℃)순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Type M 

완충녹지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하여 식재밀도, 녹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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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on meteorological and anion by statistical analysis using correlation analysis

Wind Speed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surface 
temperature

intensity of 
light

Temperature

Correlation 
coefficient

-.073

significance 
probability

.788

Relative 
Humidity

Correlation 
coefficient

-.263 -.353

significance 
probability

.325 .180

surface 
temperature

 Correlation 
coefficient

.192 .407 .106

significance 
probability

.476 .117 .695

intensity of light

Correlation 
coefficient

.326 .244 .115 .395

significance 
probability

.217 .362 .672 .130

Anion

Correlation 
coefficient

-.058 .526* -.645** .313 -.180

significance 
probability

.830 .036 .007 .237 .504

*. p<0.05; **. P<0.01

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수관폭이 넓어 도로변까지 수목

에 의한 일사차폐가 이루어져 측정위치의 차이에 따른 

표면온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습도의 

경우 Tc (46%) > Tb (44%) = Ta (44%)순으로 측정되어 

기온과 반대되는 경향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다른 유형

과 마찬가지로 수목, 건물에 의한 일사차폐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Type M의 음이온 측정결과 평균음이온 측정값은 

646 ea/cm3로 측정되었으며, Tc (779 ea/cm3) > Tb (640 

ea/cm3) > Ta (510 ea/cm3) 순으로 도로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3.4. 통계분석 결과

3.4.1.  상관분석

송파구 완충녹지 내에서 측정된 기상요소와 음이온의 

상관분석 결과(Table 1.), 음이온 농도는 기온과는 정의 

상관관계, 상대습도와는 부의 상관관계에서 고도의 유의

성이 인정되었다. 이는 산림기후에 따른 음이온 발생량

에 관하여 음이온과 기온, 습도는 각각 기온의 경우 정의 

상관, 습도의 경우 부의 상관이며, 자연녹지의 기상요소 

중 상대습도의 경우, 일정 상대습도를 초과하게 되면 음

이온의 발생이 줄어든다(Shin, 2012)는 결과와 동일한 

경향이었다. 녹지내부에서 수목의 광합성 필수 조건의 

경우 일사량이 필수조건으로 일사가 높을수록 기온은 상

승하고, 낮은 상대습도는 식물의 증발산속도가 높아지며

(Kim과 Park, 2001) 상대습도가 낮고 바람이 충분할 때 

증산량이 증가하고, 식물의 수분과 양분흡수 및 광합성

이 촉진된다(Lee 등, 2011)는 보고를 종합해보면, 일정

범위 내에서 기온은 높을수록, 상대습도는 낮을수록 식

물의 광합성이 촉진되어 음이온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2. Dancan's Multiple Rang Test

기상요소와 음이온의 DMRT결과(Table 2.), 풍속, 표

면온도의 경우 물리적 구조에 따른 차이의 유의성은 나

타나지 않았으나, 기온의 경우 Type F > Type M > 

Type S 순으로, 상대습도와 음이온의 경우 Type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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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the Dancan's Multiple Rang Test on meteorological and anion by statistical analysis using Dancan's 
multiple rang test

Wind 
Speed

Temper
ature

Relative 
Humidity

surface 
temperature

intensity 
of light

Anion
Planting 
density

 Green 
coverage

GVZ

Type F 0.92ab 23.90a 48.00a 20.12a 278.60a 556.40b 0.15ab 103.00a 3.12a

Type S 1.35az 25.44a 41.00b 21.84a 428.00a 632.40a 0.12b 96.52a 2.65a

Type M 0.56b 24.66a 45.20ab 22.66a 64.80a 645.24a 0.24a 115.85a 3.45a
z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Type S > Type F순으로 높은 것으로 측정되어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지특성과 완충녹지내

부 음이온 측정값의 DMRT결과 식재밀도, 녹피율, 녹적

량에서의 유의성이 모두 인정되어 Type M > Type S = 

Type F 순으로 녹지의 질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완충녹지의 물리적 구조의 경

우 Type M 과 Type S의 식재밀도, 녹피율, 녹적량이 

Type F 대비 높은 수준으로 식재구조가 음이온 발생량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국유림 자

연녹지 내 숲 구성인자 중 토양수분과 음이온이 정의 상

관관계로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는 연구결과(Um

과 Kim, 2010)로 미루어 볼 때, 음이온 발생량은 식물의 

광합성, 증산작용 뿐만 아니라 다른 물리적 요인이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측정 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물의 광합성에 의한 증산작용에 의하여 

음이온이 발생하지만, 증산작용에 의한 상대습도의 증가

에 따른 음이온농도의 경우 미미한 수준이므로(Park 등, 

1999; Yoon 등, 2012)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변 건물에 의한 영향

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녹지특성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었

으므로 향후 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자동차 배기가스, 생물학적 부유물질 등에 

의한 대기 오염을 정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음이온을 중심으로, 완충녹지의 조성 유형에 따

른 녹적량을 측정하고 음이온 발생량을 측정하여 대기오

염저감 및 공기정화를 고려한 가로녹지조성 모델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송파대로의 완충녹지를 물리적 구조로 구

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녹지특성의 경우 녹적량의 경우 

Type M > Type S > Type F  순으로, 식재밀도의 경우 

Type M > Type S > Type F순으로 녹적량과 동일한 경

향이었다. 

완충녹지 내부에서 측정한 음이온 평균값의 경우, 

Type M > Type S > Type F 의 순으로 측정되어 녹지

특성은 음이온 발생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유형별 완충녹지 내 3개 지점(Ta, Tb, Tc)의 음이온 측

정결과 물리적 구조에 상관없이 도로 반대편(Tc) > 녹지

내부(Tb) > 도로변(Ta) 순으로 음이온농도가 낮은 것으

로 측정되었다. 이는 녹지에서 발생한 음이온이 도로에

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

되었다. 기상요소와의 상관성 분석결과 기온과는 부의 

상관, 상대습도와는 정의 상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DMRT결과 음이온 측정값과 녹피율, 녹적량, 기온, 상

대습도, 광도의 경우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완충녹지의 물리적 구조

의 경우 Type M과 Type S의 경우 식재밀도, 녹피율, 

녹적량이 Type F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Type M과 Type S에서 기온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

고, 상대습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식물의 광합성이 Type 

F보다 활발하여 음이온 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판

단되었다. 그러나 완충녹지 특성상 주변 건물에 의한 영

향과 주변 조경식재지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다. 

추후 측정지점의 다양화, 변수의 확충, 계절별 반복 측

정을 통하여 물리적 구조에 따른 음이온의 차이, 녹지의 

질의 차이에 따른 음이온의 차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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