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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길 공원의 대기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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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a Greenway Park in Gwangju

Kyoung-Woo Min†, Kyoung-Soek Lee, Ok-Hyun Park,  Kwan-Ju Yoon, Do-Sool Kim,

Se-Il Park, Won-Sam Jeung, Dae-Hang Lee, and Young-Gwan Cho

Public Health &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of Gwangju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survey the characteristics of air quality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in a

greenway park.

Methods: We measured meteorological and health related factors, including noise, particulate matter (PM10) and

selected gaseous air pollutants at three locations in a greenway park and on a general roadside as comparison.

The measurements were repeated four times from April to October 2014.

Results: The average air temperature in the greenway park was 20.7oC which was 1-2oC lower than on the

general roadside. The average PM10 concentration in the greenway park was 85.0 μg/m3, a level 2-3 times lower

than that at the roadside. The noise level at the greenway site was 4.4 dB(A)- 23.0 dB(A) lower than at the

roadside. The average CO, CO2, SO2 and NOx concentrations in the greenway park were lower than at the

roadside. The average phytoncide and anions concentrations in the greenway park were higher than at the

roadside.  

Conclusions: The urban forest of the greenway park may have some impact on air quality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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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철도가 도시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철도 폐선 부지

도 도시에서 선형 공원 또는 도심 속 간선 녹지 축

으로 섬처럼 고립된 도심 내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폐선 부지 녹지공간의 주변은 다양한 도시기능

이 혼재되어 있으며,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양

호해 일상생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도심 온·습도 조절과

소음저감 등 환경개선효과를 가져와 도심 활력을 찾

게 하여 주변지역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1)

푸른길 공원은 옛 도심 철도 폐선 부지를 이용하

여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광주역 부근에서 시작하

여 남구 진월동 동성중 앞까지 10개 동에 걸쳐 2003

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총 연

장 10.8 km, 폭 8 m~26 m, 연면적 160,147 m2의 선

형 공원으로, 여기에는 시민 참여 형 숲을 포함, 느

†Corresponding author: Public Health &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of Gwangju, 149 Hwajungro, Gwangju, 502-

243, Korea, Tel: +82-62-613-7592, Fax: +82-62-613-7619, E-mail: aquamin1@korea.kr

Received: 10 April 2015, Revised: 25 June 2015, Accepted: 25 June 2015

원 저 Original articles



172 민경우·이경석·박옥현·윤관주·김도술·박세일·정원삼·이대행·조영관

J Environ Health Sci 2015; 41(3): 171-181 http://www.kseh.org/

티나무 등 107종 30여 만 그루의 수목이 심어져 많

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생활 밀착형 공원이다.

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9:00

시 ~ 23:00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공원에 머무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30

분 정도로 운동이나 산책을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고,

푸른길 공원의 가장 좋은 점은 나무 그늘이 많다는

것이지만 불편한 점은 주변 차량소음이 심하다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3)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

민의 불편사항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고 주변 도로

의 교통이 공원의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푸

른길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의 이용 특성 및 평가,

공원 관리 민간 참여 방안 연구, 도시 공원의 이용

실태 및 운영 관리 방안, 푸른길 공원 주변 녹색문

화 도심 재생 방안, 푸른길 주변 그린타운 조성 타

당성 조사 등의 연구는 선행되어 있으나,1-7) 공원 산

책로의 대기 환경 특성을 평가한 사례는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 철도 폐선부지를 이용

한 시민 참여 형 도시계획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조

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푸른

길 공원의 산책로에 대하여 도심 열섬 현상 평가를

위한 기온, 습도, 일사량 등 기상인자, 시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피톤치드와 음이온, 공원의 소음도 평

가를 위한 소음, 공기의 질적 평가를 위해 입자상

물질(미세먼지)과 가스상 물질(일산화탄소, 이산화탄

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을 조사하여 도심을

관통하는 선형의 공원 산책로 내에서 대기환경의 질

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

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 지점 및 기간

본 연구을 위한 조사지점은 총 4개 지점으로 푸른

길 공원 내에 있는 숲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차량의

영향이 적은 계림동 금호아파트 앞(S1), 차량 통행이

없고 정온한 주거지역인 산수동 두산 위브 아파트와

산수도서관 사이(S2), 비교적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

변에 위치한 남구 대남대로 푸른길 작은 도서관 옆

(S3)의 3개 지점과 비교(대조) 지점으로S3 지점의 큰

길 건너편인 일반 도로변 경계석에서 인도 쪽으로

5 m 지점(C.S) 1개 지점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4. 4.~10. (4월, 6월, 8월, 10월) 까지 총

4 회 측정 하고 그 평균값을 이용 하였으며, 측정 시

기상은 각 지점별로 당일은 물론 2일 전부터 강우가

없고 황사나 구름이 끼지 않은 맑은 날을 택하여 측

정하였다. 매회 측정 시간대는 각 지점별로 시민들

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인 07시, 10시, 16시,

20시까지 하루에 4회 1시간씩 측정 조사하여 1시간

Fig. 1. Sampling site in the greenway park and the compar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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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실측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측정 및 분석 방법

기상인자는 태양열을 이용한 휴대용 측정장치

(Ahlborn Almemo 2890)로 측정하였으며, 미세먼지

는 소용량 공기샘플러(Minivol TAS 1000, U.S.A. )

를 이용하여 지상 1.2 m지점에서 분당 5 L 속도로 1

시간씩 채취하여 중량법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19)

소음은 일반 소음계(RION NL-31, Japan)로 5분 데

이터를 30분 간격으로 2 회 측정하여 산술 평균값

을 각 지점 실측 자료로 사용하였다.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탄소(CO2)는 비분산적외

선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질소산화물(NOx)은 화학발

광법으로, 아황산가스(SO2)는 자외선형광법으로 분

석하였다.20) 피톤치드는 흡착관[Tenax TA(150mg)-

Carbopack B(130 mg)가 충진된 Stainless steel tube

(Ø 5 mm, L 90 mm)]로서, 300oC에서 2시간 이상 조

건을 잡은 후 밀봉용 캡을 씌우고 지퍼형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여 외부 물질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 하였

다. 이를 이용하여 분당 0.1 L로 1시간 흡착하고 캡을

씌워 냉장 보관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여 열탈착장치

(Thermal Desorption, PerkinElmer TurboMatrix 650)

를 이용한 GC/MSD(Perkin Elmar Clarus 680)로 분

석하였고, 음이온은 음이온 측정기(Com-3600, Japan)

로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도검사를 마치고 내부 정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

시하여 정밀·정확도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통행

인수는 푸른길 지점(S1, S2, S3)에서만 계수하였고

교통량은 비교 지점인 일반 도로변 지점 C.S에서만

계수하였는데, 이들은 10분씩 3회에 거쳐 직접 계수

하고 이를 시간 값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Fig.

1은 시료채취 지점도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1은 각

항목별 측정기기, 분석방법 및 분석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III. 결 과

1. 온·습도 등 기상인자 변화

연구 대상 지점의 기온은 평균(푸른길 3지점) 20.7

±0.6oC로, S1지점이 20.8±2.7oC, S2지점이 20.1

±1.9oC, S3지점이 21.3±2.6oC이며, 비교 지점인 일

반 도로변C.S 지점은 22.0±2.9oC로 나타났다. 

습도는 평균적으로S1지점이 65±8.7%, S2지점이

66±7.5%, S3지점이 57±6.9%이고, 비교 지점인 일

반 도로변C.S 지점이 52±8.1%로 조사 되어 푸른길

지점이 일반 도로변 지점(C.S) 보다 5% ~ 14% 정도

높게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아침에 60%~ 76%로

높았다가 차츰 낮아져 16시에 44% ~56%로 가장 낮

게 나타나다가 20시에는 53% ~ 69%로 다시 상승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일사량은 평균적으로 S1지점이 200±125 W/m2, S2

지점이 74±31 W/m2, S3지점이 95±90 W/m2이고,

비교 지점인 일반 도로변C.S 지점이 237±101 W/m2

로 조사 되었으며, 시간대별로는 10시 시간대가 100

Table 1. Measuring method, instrument and analysis condition in each item

Item Method Instrument

Meteorological parameter Sensor Ahlborn, Almemo 2890

PM10 Weight Minivol TAS 1000

Noise level Sound level meter Rion, NL-31

Carbon monoxide NDIR* Teledyne, 300E

Carbon dioxide NDIR* Thermo, model 410i

Sulfur dioxide U.V. Fluorescence Ecotech, L 9841A

Nitrogen Oxidants Chemiluminescence Ecotech, L 9850

Anion Air Ion Tester Com-360

Phytoncide

Sampling(1 hr × 100 mL/min

TD(Thermal desorption)

Column(60 m × 0.32 mm × 3 μm)

50oC(5 min) → 5oC/min → 260oC(10 min)

MTS-32/Markes,MP-Σ30/Sibata

Perkin Elmer TurboMatrix 650

Perkin Elmer GC(Claus 680)

/ MS(Claus SQ8T)

* : Non Dispersive Infrared



174 민경우·이경석·박옥현·윤관주·김도술·박세일·정원삼·이대행·조영관

J Environ Health Sci 2015; 41(3): 171-181 http://www.kseh.org/

W/m2~ 400 W/m2 로 가장 높게 측정 되었다. Fig. 2

와 Fig. 3은 연구 대상 지점의 기온, 습도 및 일사

량을 지점별 시간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2. 소음도 변화

소음은 평균(푸른길 3지점) 54.0±12.0 dB(A)로 측

정 되었으며 각 지점별로는 S1 지점이 평균 49.1±1.5

dB(A), S2지점이 45.3±0.9 dB(A), S3 지점이 67.7

±0.9 dB(A)로 조사되었으며, 같은 위치인 대남대로

의 경우에도 푸른길의 S3지점이 일반 도로변의 비

교 지점 C.S 보다 약 4 dB(A)정도 낮게 조사되었고,

또한 가로수 벽의 유무에 따른 소음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3지점 인근의 도로변으로부터 동일한 이격

거리(약 15 m지점)에 위치한 가로수(수고 약 2.5 m

의 광나무) 벽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동일 기종

의 소음기 두대로 동시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가로

수 벽이 있는 곳(65.5 dB(A))의 소음이 없는 곳(67.7

dB(A)) 보다 약 2 dB(A) 정도 낮게 나타났다. 시간

대별 소음도 변화는 푸른길 지점이나 비교지점 모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 4는 각 지점별 시간

Fig. 2. Comparison of average air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solar radiation in each sampling site.

Fig. 3. Hourly variation of air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solar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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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 소음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Fig. 5은 가로수

벽 유무에 따른 소음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3. 미세먼지 농도 변화

미세먼지(PM10)는 평균(푸른길 3지점) 85.0±26.0

µg/m3로 S1지점이 평균 82.0±15.0 µg/m3, S2지점이

60.7±16.2 µg/m3, S3지점이 112.4±11.7µg/m3이고, 비

교 지점인 일반 도로변C.S 지점이 168.9±9.9 µg/m3로

조사되었으며, 도로와 인접해 있는 S3지점과 일반 도

로변 지점(C.S)은 112.4 µg/m3~168.9µg/m3로 높게 나

타나고 도로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S1과 S2지점

에서는 60.7 µg/m3~82.0µg/m3로 낮게 나타났다. 시간

대별로는 푸른길 지점 S1과 S2및 비교 지점에서 10시

대가 70 µg/m3~184µg/m3로 높게 나타났다. 각 지점별

시간대별 미세먼지 농도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4. 가스상 오염물질 농도 변화

일산화탄소는 평균(푸른길 3지점) 0.8±0.1 ppm으

로 측정되었으며, 지점별로는 S1 지점이 평균 0.7±

0.1 ppm, S2지점이 0.8±0.1 ppm, S3지점이 0.8±0.1

ppm, 비교 지점인 C.S 지점이 1.2±0.2 ppm으로 나

타나 푸른길 지점이 비교 지점인 일반 도로변 지점

보다 0.4 ppm ~0.5 ppm낮게 나타났다. 시간대 별로

는 07시에 0.8 ppm ~ 1.4 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는 평균(푸른길 3지점) 394±10 ppm으

로 측정되었으며, 지점별로는 S1 지점이 평균 382±19

ppm, S2지점이 402±15 ppm, S3지점이 397±12

ppm, 비교 지점인 C.S 지점이 434±28 ppm으로 나

타나, 푸른길 지점이 일반 도로변 지점보다 30 ppm

~ 50 ppm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07

시에 412 ppm ~ 469 ppm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4. Comparison and hourly change of Noise level in each sampling site.

Fig. 5. Noise level according to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roadside tree screen.

Fig. 6. Average PM10 concentration and hourly change in each sampli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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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는 평균(푸른길 3지점) 0.009±0.001

ppm으로 조사 되었고, 지점별로는 S1 지점이 평균

0.009±0.003 ppm, S2지점이 0.008±0.002 ppm, S3

지점이 0.010±0.002 ppm, 비교 지점인 C.S 지점이

0.011±0.002 ppm으로 나타나, 푸른길 지점이 비교

지점 보다 0.001 ppm~0.003 ppm 낮은 값을 보였다.

시간대별로는 오전(0.005 ppm~ 0.010 ppm) 보다 오

후(0.008 ppm ~ 0.013 ppm)에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을 보였다.

질소산화물(NOx)은 평균(푸른길 3지점) 0.028 ±

0.010 ppm으로 조사 되었고, 지점별로는 S1 지점

이 평균 0.023 ± 0.004 ppm, S2지점이 0.022 ± 0.007

ppm, S3 지점이 0.039± 0.007 ppm이며, 비교 지점

인 C.S 지점이 0.098 ± 0.021 ppm으로 나타나, 푸

Fig. 7. Comparison of gaseous material average concentration in each sampling site.

Fig. 8. Hourly change of gaseous material average concentration in each sampli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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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길 지점이 비교 지점인 일반 도로변 지점 보다

0.059 ppm ~ 0.076 ppm정도 낮게 나타났다. 시간대

별로는 S1과 S2 지점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S3 지점과 C.S 지점은 교통량에 따라 S3 지점

은 0.011 ppm, C.S 지점은 0.047 ppm 정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교 지점인 일반도로변 C.S 지점은

아침 시간대가 가장 높고(0.127 ppm)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차츰 낮아져 저녁에 가장 낮은(0.080 ppm)

값을 보였다. Fig. 7과 Fig. 8은 지점별 시간대별

각 가스상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5. 피톤치드 및 음이온 농도 변화

숲 속의 건강 치유인자로 알려진 피톤치드는 평균

(푸른길 3지점) 87.4 ppt로 측정되었는데, 각 지점별

로는 S1 지점이 평균 82±58 ppt, S2 지점이 92±55

ppt, S3지점이 88±27 ppt 이었고, 비교 지점인 C.S

지점이 56±21 ppt로 조사 되었으며, 음이온은 평균

(푸른길 3지점) 354 ions/cm3로 측정 되었는데, S1

지점이 344±114 ions/cm3, S2 지점은 396±45 ions/

cm3, S3 지점은 322±39 ions/cm3, 비교 지점인 C.S

지점은 317±131 ions/cm3 로 나타났다. 각 지점별

시간대별 피톤치드와 음이온의 농도 변화를 Fig. 9

와 Fig. 10에 나타내었다.

IV. 고 찰

본 연구 대상 지점에서 측정한 기온은 푸른길 지

점(S1, S2, S3)이 비교 지점인 일반 도로변 지점(C.S)

보다 약 1oC ~2oC 정도 낮게 나타나 푸른길 공원의

숲 조성이 도심 열섬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S2지점이 20.1oC로 가장 낮게 조사되

었는데, 이는 이 지점이 얕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이 개방되어 있어 대기의 확

산이 원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구시의 경우

1996년 이후 8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 하여 도시

녹화사업이 실효를 거두어 대부분의 도시는 여름철

최고기온이 최근 3~4년 간 1oC~ 2oC 높아지는데 비

해 대구시는 오히려 1.2oC 낮아 졌다는 보고도 있었

다.12) 또한 연구에 의하면 한 그루의 나무는 증산작

용에 의하여 하루 동안 40갤런의 물을 증산 할 수

있으며, 이것은 100와트 전구 100개가 하루 여덟 시

간 동안 발하는 열을 상쇄 할 수 있다고 한다.11) 이

등의 조사에서도 대기온도의 경우 무등산 숲 속이

도심 지역 보다 평균 3.45oC 낮게 조사되었으며, 상

대습도는 숲 속이 도심 보다 평균 13.7% 높게 조사

되었다고 보고한바9) 있고,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도

시 숲은 여름 한 낮 평균 기온을 3oC~ 7oC 낮춰주

고, 평균 습도를 9%~23%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

Fig. 9. Average phytoncide concentration and hourly change in each sampling site.

Fig. 10. Average anion concentration and hourly change in each sampli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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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가 있어,17) 도심에 조성된 푸른길 숲이 도심

열섬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습도는 푸른길 지점이 일반 도로변 지점 보다

5% ~14%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원에 식재

되어있는 나무의 광합성 영향으로 생각된다. 시간대

별로는 아침에 60% ~76% 로 높았다가 차츰 낮아져

16시에 44% ~ 56% 로 가장 낮게 나타나다가 20시

에는 53%~ 69% 로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식

물에 의한 햇빛 차단 효과와 식물의 광합성 작용 때

문으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여름철 하루 2,400 갤

런의 물을 1 에이커의 잔디밭에서 증산 작용과 기

화 작용을 통해 증발 한다고 알려져 있다.13) 

일사량은 푸른길 지점이 일반 도로변 지점 보다

114 W/m2 정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푸른길 공원

이 일반 도로변 지점 보다 나무가 많이 식재 되어 있

기 때문이다. 특히 푸른길의 S1지점이 200 W/m2로

높게 측정된 이유는 현장의 전원 사정으로 인하여 나

무 숲이 덜 우거진 쉼터에서 측정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대별로는 10시 시간대가 100 W/m2~ 400 W/m2

로 가장 높게 측정 되었는데 이는 대기 중 부유먼

지나 오염물질에 의한 빛의 산란이 오후 보다 상대

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기온 등

기상인자는 푸른길 공원 지점(S1, S2, S3)이 비교 지

점인 일반 도로변 지점(C.S) 보다 온도와 일사량은

낮게 나타나고 상대습도는 높게 조사 되어 푸른길

공원의 나무 숲이 산책로의 대기 환경에 영향을 미

쳐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소음은 도로교통 소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S1과 S2지점이 교통소음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S3지점과 비교 지점 C.S의 72.1 dB(A) 보다 약

20 dB(A) 이상 확연히 낮게 조사되어 푸른길에서

가장 큰 소음원은 자동차 소음임을 알 수 있었으며,

같은 대남대로의 경우에도 푸른길의 S3지점(도로변

에서 약 10 m지점)이 길 건너편의 비교 지점인 일

반 도로변 C.S 지점(도로변에서 약 5 m지점) 보다

약 4 dB(A)정도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격 거

리의 차이도 있지만 푸른길 공원의 수목에 의한 차

음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3지점 인

근의 도로변으로부터 동일한 이격 거리(약 15 m지

점)에 위치한 가로수(수고 약 2.5 m의 광나무) 벽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동일 기종의 소음기 두대로

동시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가로수 벽이 있는 곳

(65.5 dB(A))의 소음이 없는 곳(67.7 dB(A)) 보다 약

2 dB(A) 정도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가로수를 식재 할 때 걷기에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키 높이의 나무를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3년도 환경소음측정망

자료에 따르면16) 일반주거지역(동운동) 낮 평균 소

음은 52 dB(A), 준 주거지역(농성동) 도로변의 낮 평

균 소음은 69 dB(A)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푸른길 지점은 환경소음측정망의 일반주거지역 평균

값 보다 3 dB(A)~ 7 dB(A) 정도 낮게 나타났으나,

비교 지점인 일반 도로변은 환경소음측정망의 준 주

거지역 도로변 보다 다소 높게 조사 되었다. 또한

다른 연구 보고에 따르면11) 높이 14 m, 넓이 31 m

의 배식지역은 약 50%의 고속도로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폭 50 m의 숲이 소음을 10

dB(A)~ 15 dB(A) 저감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17) 도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미세먼지(PM10)는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 S1과

S2지점 에서는 60.7 µg/m3~ 82.0 µg/m3로 낮게 나타

나고, 도로와 인접해 있는 S3지점과 일반 도로변 지

점 C.S는 112.4 µg/m3~168.9 µg/m3로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자동차 도로와의 이격 거리가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푸른길 공원의 숲

조성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산림청 산림자원국 자료에 따르면 한 평의 숲이

1년에 약 10 kg의 먼지를 흡착한다고 하며 1 ha의 침

엽수림은 년간 약 30 ~40 ton, 활엽수는 약 68 ton의

먼지를 제거한다고 한다.17) 시간대별로는 푸른길 지

점이나 비교 지점 모두 10시 대가 높게 나타나고 16

시에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새벽에 정체되어 있

던 대기가 점차 활성화 되면서 10시 대에 높아 지

다가 차츰 기온 상승에 따른 대기의 확산 때문에 오

후에는 낮아지나, 저녁에는 상대적으로 통행인수(낮 :

200여 명, 저녁 : 400여 명)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

소 상승(49 µg/m3~164 µg/m3)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자료에 따르면16) 도로변 대기

측정망(치평동 측정소)의 2013년 미세먼지(PM10) 월

평균(6월) 농도가 54 µg/m3정도 되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 지점이 상당히 높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경우 측정위치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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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2층 건물 옥상에서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지상 1.2 m 지점에서 측정하였고 또한 본 연구

는 시간 평균값을 사용 하였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푸른길 지점이 비교 지점인 일반 도

로변 지점 보다 0.4 ppm ~0.5 ppm낮게 나타나고, 시

간대 별로는 07시에 0.8 ppm ~1.4 ppm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출근 시간대의 교통량 증가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공기가 정체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자료에 따르면16) 2013

년 도시 일반대기질 일산화탄소 월평균(6월) 농도는

0.4 ppm 정도인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값이 약 0.3

ppm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지점의 높이와

시간평균과 연평균 값의 계산 방법 차이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푸른길 지점이 일반 도로변 지점 보

다 30 ppm ~50 ppm 정도 낮게 나타나 푸른길에 식

재 되어 있는 나무가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한 이산

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간대별로

는 07시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일산화탄소와 마찬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나,

16시 (평균 381 ppm)보다 20시(평균 401 ppm)에 이

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광합성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저녁에 운동 하는 사람들이 증가

(317명 → 431명)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 실측한 통행인수는 1시간 평균 S1 지점이 310

명, S2지점이 367명, S3지점이 264명, 비교 지점인

C.S 지점이 26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자보다는 여

자가 약 20% ~40% 정도 많이 이용하고, 낮 시간대

(평균 317명) 보다 저녁 시간대(평균431명)의 이용

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산화탄소 농도

와 관련한 이 등15)의 연구에 의하면 무등산 제1수원

지 편백림 주변에서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385

ppm ~ 410 ppm이고, 우리나라 배경농도 지점인 안면

도의 2010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395 ppm 정

도 인데, 본 연구에서는 푸른길 지점의 경우 이와

유사한 값을 보였으나, 비교 지점인 일반 도로변 지

점은 자동차의 영향으로 약 40 ppm정도 높게 조사

되었다. 

아황산가스는 푸른길 지점이 비교 지점인 일반 도

로변 보다 0.001 ppm~0.003 ppm 낮은 값을 보였으며,

시간대별로는 오전(0.005 ppm~0.010 ppm) 보다 오

후(0.008 ppm~0.013 ppm)에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을 보였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자료에 따르면16)

2013년 도시 일반 대기질 아황산가스 월평균(6월) 농

도는 0.004 ppm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값이

이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세먼지에서와 마

찬가지 이유로 측정지점의 위치와 시간평균과 연평

균 값의 계산 방법 차이 때문이다.

질소산화물(NOx)은 푸른길 지점이 비교 지점인 일

반 도로변 지점 보다 0.059 ppm ~ 0.076 ppm정도 낮

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변 도로의 차량 배출가스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

기오염 자동측정망 자료에 따르면16) 2013년 도시 일

반 대기질의 이산화질소(NO2) 월평균(6월) 농도는

0.016 ppm, 2013년 도로변 대기측정망의 이산화질소

월평균(6월) 농도는 0.034 ppm 정도 인데, 본 연구

에서는 자동차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S1과 S2지

점의 경우 도시 일반 대기질과 유사한 값을 보였으

나, 자동차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S3 지점과 비

교 지점인 일반도로변 C.S지점은 그 값이 훨씬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세먼지에서와 마찬가지 이유

로 측정지점의 위치와 시간평균과 연평균 값의 계산

방법 차이 및 질소산화물은 이산화질소(NO2)에 일

산화질소(NO)를 합한 값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시간대별로는 비교 지점인 일반도로변 C.S 지

점이 아침 시간대에 가장 높고(0.127 ppm)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낮아져 저녁에 가장 낮은(0.080

ppm) 값을 보였는데, 이는 아침 시간대는 대기가 정

체되어 있고 출근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차량통

행이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푸른길 공원의 가스상 오염물질 농도는

일반 도로변의 비교 지점 보다 일산화탄소는 0.4

ppm ~ 0.5 ppm, 이산화탄소는 30 ppm ~ 50 ppm, 아황

산가스는 0.001 ppm ~ 0.003 ppm, 질소산화물은 0.059

ppm ~ 0.076 ppm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푸른길 공

원의 숲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시간대별 농도 변화에서 도로와

떨어져 있는 S1지점과 S2 지점에서는 교통량과 무

관한 변화를 보였고, 도로와 인접한S3 지점과 일반

도로변의 C.S 지점은 교통량 변화와 유사한 농도 변

화 양상을 보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바람장에 따

른 오염물질의 확산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보다 정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톤치드는 푸른길 지점이나 일반 도로변 지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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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 등9)이 조사

한 무등산 제1수원지의 편백림에서의 7월 중 치톤

치드 평균 값 2,080 ppt, 장흥 우드랜드18)의 피톤치

드 평균값 1600 ppt 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이

다. 이는 푸른길 공원이 폭이 좁은 선형이고 개방형

이어서 바람과 기온에 의한 확산이 심하고 공원에

식재 되어 있는 수종이 주로 피톤치드 발생이 적은

활엽 낙엽수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음이온은 푸른길 지점이 비교 지점인 일반 도로변

지점 보다 약간 높게 조사 되었는데, 세계환경보호

기구 대기조사보고서14)에 따르면 보통 음이온은 폭

포나 해변가, 울창한 숲에서는 5,000 ions/cm3 이상,

숲이 조성된 도시공원에서는 1,000 ions/cm3~ 5,000

ions/cm3, 도시 주거지역에서는 100 ions/cm3~ 200

ions/cm3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값은 도시 주거지역 보다는 약 2배 정도 더 높게 조

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고찰한 항목들은 총 4 회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가 다소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음을 밝혀 둔다.

V. 결 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도심 철도 폐선부지에 조성

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푸른길 공원의

주요 지점 3 곳 (S1~ S3)과 비교 지점으로 일반 도

로변 지점(C.S) 1곳에 대한 기상인자, 소음, 미세먼

지,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 대기 오염물질, 피톤치드

및 음이온 등을 2014. 4.~ 10. 까지 총 4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푸른길 공원의 평균 기온은 20.7oC, 습도는 63%,

일사량은 123 W/m2로, 도로변에 위치한 비교 지점

보다 기온은 1oC ~2oC 낮고, 습도는 5% ~ 14% 높으

며 일사량은 114 W/m2 더 낮게 나타나 푸른길 공원

의 숲이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음은 평균 54.0 dB(A)로 푸른길 지점이 비교

지점인 일반 도로변 지점 보다 4.4 dB(A)~ 23.0 dB(A)

정도 더 낮게 나타났으며, 가로수 벽이 있는 곳이

없는 곳 보다 2 dB(A) 정도 낮게 나타났다.

3. 미세먼지(PM10)는 평균 85.0 µg/m3로 푸른길 지

점이 일반 도로변 지점 보다는 1/2 ~1/3 정도 낮게

나타났고,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은 평균적으로 일산

화탄소가 0.8 ppm, 이산화탄소가 394 ppm, 아황산가

스는 0.009 ppm, 질소산화물은 0.028 ppm으로 측정

되어 모든 항목에서 푸른길 지점이 비교 지점인 일

반 도로변 지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4. 피톤치드는 평균 87.4 ppt, 음이온은 평균354

ions/cm3로 측정 되어 두 항목 모두 푸른길 지점이

일반 도로변 지점 보다 약간 높게 조사 되었다.

5. 폭 8 m ~ 26 m로 다양한 수목이 식재 되어있고

도심에 위치한 푸른길 공원이 기온 및 일사량 조절

과 습도 유지 등 도심 열섬 현상 완화에 기여하고,

미세먼지와 가스상 오염물질 저감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에 위치한 지점의 경우

푸른길 숲이 소음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

어 수목 식재 방법의 개선이 요구 된다. 그러나 위

의 결론은 4회의 제한적인 측정에 의한 잠정적인 결

론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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