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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ion index characteristics of small and medium urban land use types were investigated in the city of Chungju. The
average temperature for each land use type was in the order: general commercial district (29.59°C) >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28.34°C) > productive green district (28.31°C). The average relative humidity was in the order: productive green district (70.12%) >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69.93%) > general commercial district (66.48%). The average wind speed was in the order: productive
green district (0.95 m/s) > general commercial district (0.87 m/s) >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0.54 m/s). Positive and negative ions
were investigated to determine the ion index by land use type. The average amount of positive ion generated was in the order: general
3
3
3
commercial district (737 ea/cm ) >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492 ea/cm ) > productive green district (445 ea/cm ). The average
3
3
negative ion production decreased in the order: productive green district (930 ea/cm ) >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754 ea/cm ) >
3
general commercial district (744 ea/cm ). The ion index calculated from measured data can be arranged in the order: productive green
district (2.09) >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1.53) > general commercial district (1.01). These results confirm the state of positive and
negative ion generation in each land use type. Further, the differences in the ion index by land use type were confirmed. However,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simple summer measurements were conducted, and seasonal characteristics were not considered.
Therefore, any future investigation and research should consider seasonal variation characteristics.
Key words : Negative ion, Positive ion,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General commercial district, Productive green district

1. 서 론1)
도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의 상승으로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이 진행되었으며, 도시화는 급속한
발전과 함께 안락한 생활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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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로 인한 불투수포장면적의 증가는 도심지 내 열
환경을 악화시켰으며(Yoon et al., 2008), 에너지사용
의 증가로 대기오염물질과 대기질 악화와 같은 환경
문제로 이어졌다(Kim et al., 2015). 또한 인공구조물
이 밀집된 도시환경에 의해 인간은 여러 가지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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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점

순 음이온 개수만 가지고 음이온 발생량을 비교하게

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생태계획 등의 기법을 통해 도

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

시 내 양호한 비오톱의 보전 및 복원, 개발에 의한 도

해서 음이온 발생량과 양이온 발생량을 고려하여 이

시환경 훼손의 최소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Yoon

온지수로 환산하여 분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et al., 2012). 도시민들은 도시 환경질환의 극복을 위

도심지내 음이온 발생량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

해 친환경적 삶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나, 중소도시 토지이용유형별에 따른 연구는 부족한

(Yoo and Jung, 2009). 도심지 내에 위치한 대규모 공
원과 같은 녹지를 조성하여 도시기온 저감, 대기오염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 토지이용유
형별 이온지수 특성 파악을 위해 양이온과 음이온을

의 완화, 바람길 형성 등 환경위해성을 완화시키는 중

조사하고 이온지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에

요한 공간으로써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시키고 있다.
특히 식물의 광합성 및 증산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을 측정하여, 이를 통하여 중소도
시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공기중 음이온의 경우 전기적 특성을 통한 공기정화

제시하고자 하였다.

효과 등이 검증되었으며(Park et al., 2014), 가로녹지
및 가로수의 대기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2. 재료 및 방법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음이온은 대표적인 건강물질
이며, 지표인자로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음이온의 개
수는 400~1,000 ea/cm3로 제시되고 있다(Um and
Kim, 2010). 선행 연구로 밝혀진 음이온의 효과로는
첫째, 인간의 건강 증진 효과로서, 부교감신경계를 자
극하여 안정된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를 통해 혈압, 맥박, 호흡을 안정화 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 둘째, 음이온의 전기적 특성에 의한 공기정
화 효과로서, 오염물질에 음이온이 작용하여 중화시
켜 지표로 가라앉게 되어 공기가 정화된다.
음이온의 발생에 대한 선행연구로 산림에서는 광
도 및 기후와 음이온 발생량의 상호관계 연구(Shin et
al., 2012)와 산림의 입지인자에 따른 음이온 발생량
연구(Nam, 2013)가 진행되었다. 도심지내에서는 도
심지 대규모 공원인 서울 숲을 대상으로 실시된 음이
온 분포 연구(Kim et al., 2015)가 진행되었으며,
Jeon(2016)은 도시공원내 환경조건에 따라 음이온 발
생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도시공
원 내 토지피복현황에서 녹지가 많을수록 음이온 발
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Oh, 2014).
그러나 실제 이론적으로 대기 중에 음이온만 존재
할 수 없으며, 음이온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양이온 또

2.1. 연구대상지 및 측정지점

본 연구는 중소도시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 특
성 연구를 위하여 충청북도 충주시 도심지내로 연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Fig. 1). 토지이용유형별 기상요
소인 기온, 습도, 풍속을 측정하였으며, 동시에 양이
온, 음이온을 측정하였다. 조사시기는 2017년 6월부
터 2017년 8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측정일 중 강우 등
에 의하여 측정기기의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연구목
적에 부합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였다. 측정시간은 식
물이 광합성에 의한 음이온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
된(Shin et al., 2012) 10시부터 16시까지 측정하였다.
대상지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
하고자 측정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m이내의 토양피
복현황을 분석하였다(Yoon et al., 2011). 이동시에는
인위적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기를 대기 중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았다(Jo, 2009). 측정값이 유사
한 지점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유형별 5개 지점을 선정
하여 총 15지점을 조사 분석하였다.
2.2. 조사분석방법

한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음이온 발생에 기상요
소, 녹지율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지만, 측정

대상지의 유형구분은 지적편집도를 이용하여 대상
지를 크게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녹지지

일, 기상현황에 따라 음이온 발생량이 현저하게 차이

역으로 실시하였다.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대상지 현

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Kim et al., 2017). 이에 단

황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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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location.
Table 1. State of land cover
Division

Area(%)
Building Coverage

Green space

Impervious pavement

Total
100.0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22-24(24.58)

2-4(2.40)

70-75(73.02)

General Commercial District

42-47(45.82)

-

52-57(54.18)

100.0

Productive Green District

12-16(14.07)

82-87(85.43)

0-1(0.5)

100.0

토지이용유형별 기상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온,

(COM-3600, Japan)를 이용하였으며, 측정은 1분 간

풍속, 상대습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시기는 도시 열환
경 악화가 심화되는 6월부터 8월을 중심으로 반복 측

격으로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측
정 전 15분간 일반대기에 노출시켜 측정기를 안정화

정한 데이터 중 연구목적에 부합한 날을 도출하여 분

시킨 후 5분간 측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전장의 영

석하였다. 측정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 측정을
진행하였다. 기온과 풍속, 상대습도를 측정하기 위해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면에서 1.5 m 높이에서 풍
향에 의한 측정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

서 열선풍속계(TSI-9545)를 활용하였다. 측정은 지상

람을 등지고 측정을 실시하였다.

에서 1.5 m 지점에서 10반복으로 진행하였다. 측정시
간이 약 6시간이기 때문에 경과시간에 따라 측정값이

단순 음이온발생량 또는 양이온 발생량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

변화할 수 있어 Song and Park(2014)의 보정식을 사

하여 이온지수(Air ion index, 이하 A.I.I.)(Jin, 2005)

용하였다.
공기 이온(양이온, 음이온)의 측정은 음이온측정기

로 환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A.I.I.는 대기 중 음
이온과 양이온의 비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숫자가

492

김정호 이상훈 윤용한

클수록 음이온이 양이온에 비해 발생량이 더 많은 것
을 의미하며, 숫자가 작을수록 양이온이 더 많은 것
을 의미한다.
토지이용유형별 기상인자와 음이온, 양이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상 측정데이터와 이온 측
정 데이터를 토대로 이온지수를 산출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Ver 18.0을
활용하여 각 측정지점에 따른 기상과 음이온, 양이온,
이온지수를 활용하여 항목별 관련성 분석은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기상 및 이
온지수 상관성분석으로 토지이용유형의 가변수설정
은 1=일반상업지역, 2=일반주거지역, 3=생산녹지지
역으로 하였다. 또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사후분석으로 던컨의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형별 기상환경
3.1.1. 유형별 기온 특성

토지이용유형에 따라 3구역으로 구분한 뒤 관측지
점을 각 5개로 총 15개를 설정하여 기온과 이온지수
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온지수에 영향을 주
는 음이온 발생량의 선행연구에서 음이온 발생량과
기온은 부의 상관관계(Kim et al., 2015)를 나타낸다
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측정지점의 기온을 측정하였
다. 측정당시 충주시의 평균기온은 26.3 였으며, 최
고기온은 30.5 , 최저기온은 23.1 였다. 측정지의
평균 기온은 일반상업지역(29.59 ) > 일반주거지역
(28.34 ) > 생산녹지지역(28.31 )로 분석되었다. 이

Fig. 2. Temperature by land use type.

3.1.2. 유형별 상대습도 특성

토지이용유형에 따라 3구역으로 구분한 뒤 관측지
점을 각 5개로 총 15개를 설정하여 상대습도와 이온
지수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온지수에 영향
을 주는 음이온 발생량의 연구에서 음이온 발생량과
상대습도는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Kim et al., 2015)를 토대로 토지이용유형별 측정지
점의 상대습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당시 충주시의 평
균상대습도는 78.6%였다. 평균 상대습도는 생산녹지
지역(70.12%) > 일반주거지역(69.93%) > 일반상업
지역(66.48%)로 분석되었다.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최
소 상대습도는 67.3%, 최고 상대습도 74.3%였으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소 상대습도는 68.9%, 최고
상대습도는 71%로 분석되었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최소 상대습도 64.4%, 최고 상대습도 68.7%로 나타
났다. 도시지역 내 토지이용유형별 상대습도는 생산
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의 순으로
기존 연구(Yoon et al., 2008)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는 충주시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형태가 도시열섬현상
에 미치는 영향 연구(Yoon et al., 2008)와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최고기온은 28.8 ,
최저기온은 27.9 였으며,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기
온은 29.1 , 최저기온은 27.9 로 나타났다. 일반상
업지역의 경우 최소기온은 27.9 , 최고기온은 29.1
로 분석되었다. 일반상업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기
온이 높은 것은 자동차로부터의 배열이나, 일사에 의
해 고온화 되기 쉬운 특성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
으로 사료되었다(Yoon et al., 2008).

Fig. 3. Relative humidity by land us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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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유형별 풍속 특성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유형별 기상환경과 이온지
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토지이용유형별 풍속을
측정하였다. 측정당시 충주시의 평균 풍속은 1.2 m/s
였다. 토지이용유형별 풍속에서 평균 풍속은 생산녹
지지역(0.95 m/s) > 일반상업지역(0.87 m/s) > 일반주
거지역(0.54 m/s)으로 분석되었다.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최소 풍속 0.18 m/s, 최고 풍속은 2.38 m/s이였으
며,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최소 풍속 0.25 m/s, 최고 풍
속 1.94 m/s로 분석되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소
풍속 0.2 m/s, 최고 풍속 1 m/s로 나타났다.

Fig. 5. Positive ion by land use type.

3.2.2. 유형별 음이온 특성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와 음이온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해 토지이용유형별 음이온 발생량을 측정하였
다. 음이온 발생량은 녹지율과는 정의 상관관계, 불투
수포장율, 건폐율과는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Yoon et al., 2012)를 토대로 토지이용유형
에 따른 음이온 발생량을 측정하였다. 토지이용유형
별 음이온특성은 평균 음이온 발생량의 경우 생산녹
3

3

지지역(930 ea/cm ) > 일반주거지역(754 ea/cm ) > 일
3

반상업지역(744 ea/cm )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 도
시지역 내 음이온 발생량인 500 ea/cm3(Ji, 2003)와 비
Fig. 4. Wind speed by land use type.

3.2. 유형별 이온지수 특성

교해 볼 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도시특성상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도시환경 차이로 판단되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음이온 발생량의 경우 최소 820

3.2.1. 유형별 양이온 특성

3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와 양이온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해 토지이용유형별 양이온 발생량을 측정하였
다. 토지이용유형별 평균 양이온 발생량은 일반상업
지역(737 ea/cm3) > 일반주거지역(492 ea/cm3) > 생

3

ea/cm , 최고 1,114 ea/cm 이였으며, 일반주거지역에
3
3
서는 최소 624 ea/cm , 최고 843 ea/cm 으로 분석되
었다.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최소 611 ea/cm3, 최고
3

862 ea/cm 으로 나타났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불투수

3

산녹지지역(445 ea/cm )로 분석되었다. 일반상업지역
의 경우 최소 양이온 발생량 579 ea/cm3 최고 양이온
발생량 956 ea/cm3이였으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
3

소 양이온 발생량 349 ea/cm , 최고 양이온 발생량
3
790 ea/cm 으로 분석되었다. 생산녹지지역은 최소 양
이온 발생량 409 ea/cm3, 최고 양이온 발생량 452
3

ea/cm 으로 나타났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양이온 발생
량이 높았던 것은 도로와 근접하고 있어 대기 중 미세
먼지와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는 질소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Jin, 2005).
Fig. 6. Negative ion by land us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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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율과 건폐율이 낮고, 녹지율이 높아 음이온 발생

이용유형별 공기이온을 비교하였을 때, 양이온과 음

량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Yoon et al.,

이온의 평균발생량, 최고발생량, 최소발생량을 비교

2012),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

할 때 보다 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다.

스, 대기오염물질 등과 반응하여 음이온 발생량이 낮

3.3. 통계분석

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Oh, 2014).

3.3.1. 유형별 기상 및 이온지수 상관성분석

3.2.3. 유형별 이온지수 특성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기상 및 이온지수의 상관성

양이온 발생량과 음이온 발생량은 동일한 경향을

분석으로 토지이용유형의 가변수는 1=일반상업지역,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A.I.I.로 계산하여 분석하였

2=일반주거지역, 3=생산녹지지역으로 상관성분석을

다.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는 생산녹지지역(2.09)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분석되었다. 양이
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토지이용유형, 음이

> 일반주거지역(1.53) > 일반상업지역(1.02)으로 분
석되었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최소 1.79, 최고 2.54

온, 이온지수, 기온, 상대습도로 분석되었으며, 토지이

였으며, 일반주거지역은 최소 0.93, 최고 1.95로 분석

용유형의 경우 -.695(p<0.01)로 부의 상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양이온 발생량이

되었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최소 0.80, 최고 1.35로
나타났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도로와 근접하고 있어

높았던 것으로 도로와 근접하고 있어 대기 중 미세먼

대기 중 미세먼지와 자동차에 의해 양이온 발생량이

지와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는 질소화합물에 의한 것
으로 사료되었다(Jin, 2005). 음이온에 영향을 미치는

높으며(Ji, 2005), 음이온의 특성인 공기정화에 의해
배기가스, 대기오염물질에 반응하여 낮게 측정된 것

요인으로는 토지이용유형, 양이온, 이온지수, 기온, 상

으로 사료되었다(Oh, 2014). 이온지수를 통하여 토지

대습도, 풍속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유형의 경우
.679(p<0.01)로 정의 상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
녹지지역에서 불투수포장율과 건폐율이 낮고, 녹지율
이 높기 때문에 음이온 발생량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Yoon et al., 2012). 또한 기온과는 -.372
(p<0.01)로 부의 상관으로 기온이 높을수록 음이온 발
생량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상대습도와는
.296(p<0.01)로 정의 상관으로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음이온 발생량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음
이온 발생량에 대해서 기온은 부의 상관관계, 상대습
도와는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과(Kim et al., 2012;

Fig. 7. Ion index by land use type.

Yoon et al., 2012)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온

Table 2. Meteorological factor and ion index correlation analysis
Division

Land use type

Positive ion

-.695**

Positive ion

Negative ion

Ion index

Temperature

Negative ion

.679**

-.196*

Ion index

.886**

-.874**

.624**

Temperature

-.609**

.296**

-.372**

-.465**

Relative humidity

.648**

-.452**

.544**

.667**

-.568**

Wind speed

.064

.172*

.201*

-.025

-.081

P* < 0.05 P** < 0.01

Relative humidity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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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teorological elem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vision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28.34.a*

69.93b

Wind speed
0.54a

General Commercial District

29.59b

66.48a

0.87b

Productive Green District

28.31a

70.12b

0.95b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acnt differences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4. Ion index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vision

Positive ion

Negative ion

Ion index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492.46b*

754.16a

1.6190b

General Commercial District

737.40c

744.88a

1.0338a

Productive Green District

445.12a

930.68b

2.0924c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acnt differences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토지이용유형, 양이
온, 음이온, 기온, 상대습도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유
형과는 .886(p<0.01)로 정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이온지수로 환산할 때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율로서 이온지수의 값이 클수록 음이온발생량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온과는 -.465(p<0.01)
로 부의 상관, 상대습도와는 .667(p<0.01)로 정의 상
관으로 음이온의 상관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3.2. 토지이용유형별 기상요소 DMRT

토지이용유형별 기상요소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분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기온은
일반상업지역(29.59 ) > 일반주거지역(28.34 ) >
생산녹지지역(28.31 )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기온이 높았던
것은 자동차로부터의 배열이나, 일사에 의해 고온화
되기 쉬운 특성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
되었다(Yoon et al., 2008).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녹지
에 의한 일사차폐와 복사열에 영향을 적게 받아 기온
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대습도는 생산녹

3.3.3.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 DMRT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분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양이온은
일반상업지역(737.40 ea/cm3) > 일반주거지역(492.46
3

역의 경우 도로와 근접하고 있어 대기 중 미세먼지와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는 질소화합물에 의해 양이온
발생량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었다(Jin, 2005). 음이
온은 생산녹지지역(930.68 ea/cm3) > 일반주거지역
3

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일반적 도시지역 내 음이온 발생량인 500
ea/cm3(Ji, 2003)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치를 나타냈
다. 이는 도시특성상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도시환경
차이로 사료되었다. 이온지수는 생산녹지지역
(2.0924) > 일반주거지역(1.6190) > 일반상업지역
(1.033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업지역(66.4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풍속은 생산녹지지역(0.95 m/s) > 일

4. 결 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754.16 ea/cm ) > 일반상업지역(744.88 ea/cm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측

지지역(70.12%) > 일반주거지역(69.93%) > 일반상

반상업지역(0.87 m/s) > 일반주거지역(0.54 m/s)으로

3

ea/cm ) > 생산녹지지역(445.12 ea/cm )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상업지

본 연구는 충주시를 대상으로 중소도시 토지이용
유형별 이온지수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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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유형별 기상요소와 공기이온을 측정한 뒤 상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중견연구사업임(NRF-2017

관성분석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R1A2B4008433)

대상지는 중소도시인 충북 충주시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을 대
상으로 각 유형별 5개 지점을 선정하여 총 15개의 지
점에서 기상요소와 공기이온을 측정하였다.
대상지별 녹지율은 생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녹지가 없
었다.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생산
녹지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비건폐포장지는 일반주
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생산녹지지역의 순으로 분
석되었다.
분석결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녹지가 없고, 기온
이 높으며, 상대습도가 낮아, 양이온 발생량이 많았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비건폐포장지가 많았으며, 기온
은 낮고, 음이온 발생량이 많았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는 녹지가 주를 이루었으며, 상대습도가 높고, 양이온
발생량은 낮았으며, 음이온 발생량은 많았다.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 음이온 발생량
은 약 10 ea/cm3 정도 차이로 미세하게 나타났다. 일반
상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 음이온 발생량은 약
186 ea/cm3으로 차이가 났다. 이온지수를 산출한 결과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차이는 0.5852
로 나타났으며, 일반상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는
1.0586으로 나타났다. 음이온 발생량만을 가지고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에서 분간하기 어렵기 때
문에 양이온 발생량과 음이온 발생량을 고려한 이온
지수를 활용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특성
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양이
온 및 음이온 발생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토지
이용유형에 따른 이온지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단순 여름철에 측정을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특성
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차후 계절변화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조
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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