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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 great number of people visit forests for their bountiful healing factors. We investigated the
quantity of terpene and analyzed the correlations with meteor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t Mt. Mudeung
in order to support public health.

Methods: The terpene amounts were investigated along 11 main trails using stainless steel tube packed by Tenax
TA (150 mg) and Carbopack B (130 mg) during March to November 2012. Terpene amounts of 20 species (α-
pinene, camphene, etc.), and meteor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investigated in the field.

Results: Terpene of 16 species was released from the forest and total terpene amounts were 2,080 pptv at the
site of Chamaecyparis obtusa, the highest among 11 sites, nearby the first reservoir on Mt. Mudeung. Terpene
concentrations in the forest were nine to 23 times higher than found in urban areas. Total terpene amounts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emperature, humidity, carbon dioxide and oxygen (p < 0.01) with R2 of 0.345, 0.369,
0.591, 0.145, respectively, from April to July. Wind speed and solar radiation in the fores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erpene amounts and showed statistical insignificance with p-values of 0.118 and 0.233, respectively.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mounts of terpene around Mt. Mudeung are indeed higher, so visitors
may enjoy a therapeutic walk in the forest with a healing effect. These results showed the forest was very
effective for improving human health. 

Keywords: Chamaecyparis obtusa, coniferous forest, meteorological factor, terpene, regression analysis 

I. 서 론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사회의 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불만족은 날로 심신을 고달프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비율이 2011년 기준 10만 명당 31.7명으

로 OECD 평균 12.8명의 3배에 이른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해야 할 만큼 LOHAS(Lifestyles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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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stainability) 즉,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가

능하게 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인

들의 욕구가 점점 커지는 반면에, 공허하고 홀로인

듯한 삶의 비중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정

신적, 신체적으로 빈곤한 상황을 해소하는데 숲은 매

우 유익한 매체로 작용해 왔고, 이러한 숲이 인간에

게 미치는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되면서 산림휴양과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산림

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

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

을 말하는데,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

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아 건강을 회복하려 하고 있고, 무등산의 경

우 2009년에 매년 660만 명이던 방문객 수가 2012

년에는 886만 명까지 34%가 증가하였다.1,2)

숲이 인간의 건강증진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 요

소로는 빛, 소리, 경관, 음이온, 향기, 온습도 등 다

양하다. 인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주요 인자 중에 피

톤치드(Phytoncide)는 나무가 해충이나 미생물의 공

격을 막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내뿜는 식물 정유물

질로서 항균작용, 소취(消臭)작용, 쾌적작용 등을 통

해 스트레스 해소, 기억력 증진, 우울증 치료 등 정

신적 부분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강시켜 심혈관 질

환 예방과 함께 아토피, 비염, 천식에서 심지어는 암

까지 치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3) 

19세기 말 독일에서 물치료로부터 시작된 크나이

프 요법은 더욱 다양화되어 운동, 음식, 향기, 정신

작용에 의해 질병을 치유하게 되고, 최근 일본의 경

우 테마숲길, 산림산책로, 의료, 숙박시설까지 갖춘

산림테라피기지를 48개소나 운영하고 있고, 테라피

로드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3,4) 

산림지역의 피톤치드 물질 중 질병의 치유효과가

있는 테르펜은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2~5배 이상 많

이 배출되고, 정유함량이 수종별로 다르며 산림의 공

기 중에서는 지형, 온·습도, 빛 등의 여러 환경인

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과거에는

침엽수의 수종별 테르펜 물질 배출속도 연구를

chamber 내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하였으나 최근에

는 국내 유명산의 열린 공간 숲 속에서 테르펜 발

생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8-13) 테르펜 발

생량과는 별도로 숲이 인간의 심적 안정감과 스트레

스 감소 등을 통해 질병을 치유하는 인체보건 의학

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14-19) 산

림치유 관련 연구로는 피톤치드가 NK세포의 활성

을 유발하고, 코티졸 수치를 정상수준으로 낮춰 스

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숲 환경이 인간

의 심리적, 생리적 측면에도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

였다.20-23) 최근 무등산 인공 침엽수림 2개소에 대한

식물 종구성, 테르펜과 기상인자의 특성에 대한 연

구를 실시하였으나 좁은 지역에 제한되어 있어서 무

등산의 포괄적 지역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무등산 주요 탐방로 11개 지점의

산림 대기 중에서와 대조군인 도심 1개 지점에서 모

노테르펜류와 기상 및 환경인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였다. 특히 월별, 계절별 테르펜양을 측정하고 연

중 기상 및 환경인자와의 상관성을 비교하여 산림치

유 효과가 높은 시기에 대한 정보를 사람에게 제공

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점 및 기간

무등산은 소백산맥의 줄기를 따라 호남정맥에 속한

다고 하며,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 동구와 북구, 전

라남도 담양군과 화순군에 위치하고 있다.24) 조사지

점은 무등산 제1수원지 주변 편백(Site 1)과 삼나무

(site 2)의 침엽수림, 토끼등(site 3)의 침엽수림, 장불

재(site 4) 침엽수림, 물통거리(site 5)의 혼효림, 관음

암(site 6)의 침엽수림, 옛주막터(site 7)의 침엽수림,

청풍쉼터(site 8)의 혼효림, 송풍정(site 9)의 침엽수림

, 약사사(site 10)의 혼효림, 바람재(site 11)의 침엽수

림 등 총 11개소로 Fig. 1과 같으며, 대조군 도심지

역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지점

으로 주변에 차량이나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을 선

정하였다. 조사지점에서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월

별, 계절별, 시간별 테르펜 발생량과 기상 및 환경인

자의 변화를 조사하여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은 기상 및 대기인자로서 온도, 습도, 일

사량, 풍속,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며, 건강 치유인

자인 테르펜류 20종을 포함하여 26항목을 조사하였

다. 테르펜류 분석항목은 α-pinene, camphene,
sabinene, myrcene, β-pinene, 2-carene, phelland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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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terpinene, cymene, δ-limonene, eucalyptol, γ-

terpinene, camphor, mentol, borneol, thymol, coumarin,

linalool, α-terpinolene, citral 등이다.

기상 및 대기인자는 조사대상지에서 이동식 장비

를 설치하여 측정하였고, 측정센서를 데이터로거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받도록 구성하

였다. 측정 데이터는 30초 간격으로 전송받아 2시

간 동안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로거의 장시

간 사용이 어려우므로 태양 집광판을 설치하여 충

전기에 연결함으로서 전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장시

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측정장비와 시료채취

위치는 사람의 키를 고려한 지상 1.2~1.8 m 지점을

선정하였다. 흡착관은 Tenax TA(150 mg)와 Carbopack

B(130 mg)가 충진된 Stainless steel tube(Φ 5 mm,

L 90 mm)로서, 300oC에서 2시간 이상 컨디셔닝한

후 밀봉용 캡을 씌우고 지퍼형 비닐 팩에 넣어 보

관하여 외부 물질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 하였다.10)

테르펜은 흡착관을 시료채취기에 설치한 후 2시간

간격으로 100 mL/min의 유속으로12L를 흡착시키고

캡을 씌워 냉장 보관한 후에 실험실로 이동하고, 흡

착된 시료는 1단계로 열탈착되어 -30 이하에서 저

온 농축되고, 농축된 시료는 열탈착되어 GC 컬럼으

로 주입되어 분석된다.25) 현장 측정장비, 시료채취

기 및 GC/MS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테르펜

Fig. 1. Sampling sites at the main trials of Mt. Mudeung.

Table 1. Measuring conditions and analyzer 

Materials Sampling/Analyzing Conditions Sampler or Analyzer/Maker

Air temperature
Soil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Gloval radiation

Wind speed
Oxygen

Carbon dioxide

Temperature sensor
''

Humidity sensor
Radiation sensor

wind speed sensor
Electronic chemistry 
Nondisperse Infrared

Ahlborn Almemo-2890
data logger

Volatile Terpene

Sampl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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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PerkinElmer TurboMatrix 650)

PerkinElmer GC(Clarus 680)
/ MS(Clarus SQ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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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상 및 대기인자와의 상관성 분석은 MS-Excel

2007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지역 현황

무등산의 조사지역은 총 11개소로서 침엽수림이 8

개소, 혼효림이 3개소이었다. 편백과 삼나무, 소나무,

구상나무 등의 침엽수가 주로 있는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조사지역의 임상, 주요 수종,

고도는 Table 2와 같다. 

2. 도심과 숲 속에서 기상 및 환경인자의 농도변화

제1수원지 주변 편백림 지역(site 1)과 대조군인 도

심 지역(site 12)에서 기상 및 환경인자의 농도를 비

교하였다. 편백림 지역은 고도가 163 m인 침엽수림

지역이고, 도심지역은 주변에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고 정원수로서 소나무 2그루와 감나무, 단풍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2지점간의 대기온도, 지면온

도, 일사량, 상대습도,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

교하였다(Table 3). 

숲 속인 Site 1과 도심인site 12에서 2012. 7. 23~24

일까지 맑고 쾌청한 날 30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측

정하였다. 대기온도의 경우, 숲 속은 도심보다 최대

4.6oC, 평균 3.46oC가 낮았다. 지면온도는 숲 속이

도심지역보다 평균 3.93oC가 낮았다. 일사량은 도심

이 숲 속보다 최대 1,155 W/m2 높았고, 숲 속에서

최대값(148 W/m2)이 도심에서 평균값(177 W/m2)보

Table 2. General forest conditions in 11 sites

Site Forest
Area

(main species)
Height

(m)
Site Forest

Area
(main species)

Height
 (m)

1
Coniferous

forest
1st reservoir 

(Chamaecyparis obtusa)
163 7

Coniferous
forest

Yetjumakter
(Chamaecyparis obtusa)

250

2
Coniferous

forest
1st reservoir 

 (Japan cedar)
155 8

mixed
forest

Cheongpungshimter
(Pine tree)

141

3
Coniferous

forest
Tokkideung 

(Chamaecyparis obtusa)
463 9

Coniferous
forest

Songpungjeong 
(Chamaecyparis obtusa)

548

4
Coniferous

forest
Jangbuljae (Korean fir) 910 10

mixed
forest

Yaksasa
(Pine tree)

332

5
mixed
forest

Multonggerri
(Pine tree)

568 11
Coniferous

forest
Baramjae
(Pine tree)

490

6
Coniferous

forest
Gwaneumam 
(Japan cedar)

377 - - - -

Table 3. Concentrations of meteorological factors at forest and city

Classification
Ta

(oC)
Ts

(oC)
Rs

(W/m2)
R.H.
(%)

O2

(ppm)
CO2

(ppm)

City
(a)

Max 33.1 28.3 1,191.0 78.2 21.42 501.0

Min 25.1 27.0 0 50.6 19.24 416.0

Ave 28.9 27.8 176.7 64.5 21.04 441.9 

Forest
(b)

Max 30.5 24.5 148.0 87.6 21.14 519.0

Min 21.9 23.0 0 56.0 20.46 405.0

Ave 25.4 23.8 7.5 78.1 20.84 442.4 

Variation
(a-b)

Max 4.6 5.0 1,155.0 0.6 0.60 62.0

Min 0.5 3.7 -1.0 -21.8 -1.54 -83.0

Ave 3.5 3.9 169.2 -13.7 0.20 -0.5 

Ta: Ambient temp. , Ts: Soil temp. , Rs: Solar radiation, R.H.: Relative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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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낮았다. 상대습도는 숲 속이 도심보다 평균

13.7% 높았다. 산소는 숲 속보다 도심이 약간 높지

만, 편차(최대값-최소값)가 숲 속(0.68 ppm)에서 보

다 도심(1.18 ppm)에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산

화탄소는 최대값에서 숲 속이 도심보다 높았고, 최

소값은 숲 속이 도심보다 높았다. 평균값은 숲 속과

도심이 거의 비슷하였다(Fig. 2). 도심과 숲 속의 측

정값에 대한 t 검정 통계분석결과, 이산화탄소를 제

외하고는 대기온도, 지면온도, 일사량, 산소의 경우

유의도 p<0.001로서 두 항목간의 차이가 없다는 영

가설이 맞을 확률이 0.1%도 되지 않아 두 값에는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Fig. 2. Comparison of meteorological factors between forest and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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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별 기상 및 환경인자 변화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숲 속(Site 1)에서 특정한

하루 중 기상 및 환경인자를 조사하였다. 3월 20일

의 평균기온은 2.4oC, 4월 23일은 15.5oC, 5월 17일

은 13.4oC, 6월 20일은 22.1oC, 7월 23일은 25.3oC,

9월 20일은 20.6oC, 10월 11일은 14.5oC, 11월 8일

은 12.1oC이었다(Fig. 3). 일사량은 주간일지라도 나

뭇잎 사이로 햇빛이 통과하는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

는 대체적으로 100~200 W/m2 이하이었다. 오후 6시

부터 아침 9시까지는 3~11월 전 기간에 걸쳐서 일

사량이 거의 0 W/m2에 가까웠다. 이산화탄소는 늦

겨울인 3월경에 평균 298.2 ppm으로 가장 낮았고,

10월(302.1 ppm), 9월(335.7 ppm), 11월(336.8 ppm),

5월(339.0 ppm), 4월(340.2 ppm), 6월(412.9 ppm), 7

월(442.0 ppm) 순으로 증가하였다. 산소는 3~7월 기

간 중 최대값은 21.1%에서 최소값이 20.1%이고, 평

균값은 20.3%에서 20.9%까지 변화 폭이 적었으며,

조사기간 중 기온이 가장 낮은 3월에 산소농도가 가

장 낮았다 (Fig. 3).

4. 월별, 계절별 테르펜 농도 변화

주요 탐방로 11개 지점에서 2012. 3∼11월 중 테

르펜을 조사한 결과, α-pinene, camphene, sabinene,
myrcene, β-pinene, phellandrene, α-terpinene, cymene,

δ-limonene, eucalyptol, γ-terpinene, camphor, mentol,

borneol, thymol, coumarin 등 16종이 검출되었다.

오전은 8~12시를, 오후는 12~20시까지로 하여 테르

펜 총량의 평균값은 Table 4와 같다.

제1수원지 편백림(site 1)에서 테르펜양은 7월중

2,080 pptv(오전 2,357, 오후 1,802)로 가장 높았고,

제1수원지 삼나무림, 관음암, 바람재, 청풍쉼터, 물

통거리, 토끼등, 약사사, 송풍정, 장불재, 옛주막터

등의 순으로 높았다. 월별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편백과 삼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site 1,

Fig. 3. Monthly variation of meteorological factors at the forest.



무등산 주요 탐방로에서 테르펜 분포특성 연구 217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3: 39(3): 211-222

2, 6 지점의 경우 대체적으로 테르펜 농도가 높았고,

혼효림인 site 5지점은 8월 이후로 높았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테르펜 농도가 가장 높았고,

봄, 가을, 겨울 순이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가을과

늦겨울에는 오전보다 오후에 테르펜 농도가 높았고

봄과 여름에는 지점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제1수원

지 편백림과 토끼등, 옛주막터, 청풍쉼터, 바람재 등

은 오전에 높았고, 물통거리, 관음암, 장불재 지점은

오후에 높았다. Site 1지점은 대조군인 도심지역에

비해 테르펜양이 9~23배까지 높았고, 다른 지점도

도심지역보다 상당히 높았다. 

온도가 낮아지면 테르펜 농도가 감소하나, Fig. 4

의 몇 지점에서 9월경에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

은 8월말 태풍의 영향으로 쓰러진 나무에서 테르펜

이 방출되어 측정값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5. 테르펜과 기상·환경인자와의 회귀분석 

무등산 제1수원지 편백림에서 4~7월(4개월)까지

기상·환경인자 농도와 테르펜 양과의 회귀분석을

Table 4. Monthly variation of terpene amount at several sites of Mt. Mudeung
(단위 : pptv)

Sites
July June May April March

AM PM AM PM AM PM AM PM AM PM

Site1 2,357 1,802 1,346 1,043 1,600 1,254 597 771 276 301

Site2 1,824 2,081 1,316 1,166 358 377 86 331 75 111

Site3 583 524 565 367 -　 -　 98 54 53 65

Site4 525 580 236 205 193 167 - - - -

Site5 501 556 576 765 243 690 20 29 -　 -　

Site6 1,282 1,379 1,096 1,228 2,042 1,501 - -　 -　 -　

Site7 427 360 360 234 311 997 -　 -　 -　 -　

Site8 774 710 637 550 634 582 -　 -　 -　 -　

Site9 405 723 193 389 262 84 71 21 -　 -　

Site10 168 727 427 599 208 57 - - - -

Site11 936 963 668 593 475 541 14 37 　- -　

Site12 (comparison) 123 154 -　 -　 -　 -　 -　 -　 -　 -　

Site 1/site 12 (ratio) 19 12 -　 -　 -　 -　 -　 -　 -　 -　

Sites
November October September August

AM PM AM PM AM PM AM PM

Site1 960 1,036 793 739 1,037 1,625 1,517 1,484

Site2 501 1,515 160 528 507 2,034 - -

Site3 454 560 573 855 41 439 935 851

Site4 45 54 109 91 125 248 561 791

Site5 171 176 1,022 1,642 1,353 1,937 1,034 1,094

Site6 92 114 66 160 351 682 852 1,570

Site7 34 44 94 169 583 834 850 822

Site8 68 102 101 144 527 633 872 877

Site9 94 116 51 43 190 144 663 1,107

Site10 130 192 307 659 356 190 510 487

Site11 276 240 744 465 876 325 855 758

Site12 (comparison) 61 66 93 69 78 72 - -

Site 1/site 12 (ratio) 16 16 9 11 13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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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Pearson 상관식을 이용하여 대기온도, 상대습도, 이

산화탄소, 산소농도와 테르펜 양과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었으며, 테르펜양의 변

화를 설명하는 결정계수(R2)는 각각 0.354, 0.370,

0.562, 0.141 이었다. 분산분석표에 의하면 이들은

유의인자 p=0.01 범위 내로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였다. 풍속과 일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테르펜 양이

감소하여 음의 상관성을 보였지만, 유의인자(p)가 각

각 0.118과 0.233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Fig. 5). 

IV. 고 찰

1. 기상인자와 환경인자의 농도 비교

무등산 조사지점인 8개의 침염수림과 3개의 혼효

림 지역 중에서 테르펜의 농도가 가장 높은 제1수

원지 주변 편백림(site 1) 지점과 대조군인 도심지역

에서 7월중 기상 및 환경인자의 농도변화를 비교하

였다. 테르펜양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기상 및 환

경인자, 산림 지형과 수종분포, 계절 및 시간별 영

향 등 다양한데, 도심지역의 온도보다는 숲 속의 대

기온도와 지면온도가 각각 평균 3.46oC, 3.93oC씩 낮

았다. 하절기 대도시지역에서 기온이 1oC 상승하면

일별 사망자수가 3~11% 증가한다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처럼, 도심지역 기온이 높아

질 때 숲을 찾으면 사망자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6, 31) 특히 숲 속에서의 일사량은 도

심에서와 비교할 때 매우 낮아서 여름철 폭염을 피

할 수 있는 유용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습도는 도심의 경우는 기온에 의해 증발량이 많

고, 숲 속의 경우는 수목에 의해 증발량을 억제함으

로 인해 평균 13.7%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숲

속의 경우 나뭇잎이 있는 상층부에서는 산소 농도가

증가할 것이나, 숲 속, 즉 지상에서 1.2~1.5 m 지점

에서는 잎이 없거나 빛이 약하여 광합성에 의한 산

소의 생성량이 적고, 토양 미생물과 이동하는 사람

이나 동물들의 호흡작용으로 산소의 소비량이 증가

하여 아스팔트가 있는 도심에 비해 산소농도가 낮게

조사되었다.27)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산소와 반대로

숲 속에서 토양 미생물이나 동물들의 호흡작용으로

도심에 비해 평균값은 0.47 ppm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도심에서의 이산화탄소가 숲 속보다 높은 경우

의 최대값은 62 ppm으로서 오전 7~9시경에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시간대에 역전현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2).

2. 시간별, 월별 기상 및 환경인자 비교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Site 1지점에서 기상 및

Fig. 4. Monthly variation of terpene at the main trails of Mt. Mudeung.

Table 5.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erpene amount
and meteorological factors

y Terpene

x Ta R.H. Rs O2 CO2
Wind 
speed

Intercept 227.59 -495.43 1219.9 -22380 -2873.7 1238.4

Slope 54.385 27.092 -8.443 1134.7 10.867 -619.18

R2 0.345 0.369 0.023 0.145 0.591 0.040

P 0.0000 0.0000 0.2331 0.0021 0.0000 0.1181

n 63 50 63 63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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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자의 시간별 변화를 월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평균기온의 경우 14~16시에서 가장 높았고 새벽 5~7

시경이 가장 낮았다. 3월은 평균기온이 2.4oC로 늦

겨울의 기온을, 4월부터는 급격히 온도가 증가하여

5월은 13.4oC로서 봄을, 7월은 25.3oC로서 여름임을 알

려주었으며 10월은 14.5oC로 가을임을 보여주었다.28)

(Fig. 3) 숲 속에서의 일사량은 침엽수 나뭇잎의 영

향으로 월별 값의 차이보다는 시간별 차이가 커서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산화탄소

의 경우는 3월에 가장 낮았고, 기온이 증가함에 따

라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온이 증가하면서 토양 미생물이나 동물의 호

흡작용이 증가하고 나무의 키가 2~30 m에 이르고

나뭇잎이 상층부에 위치하여 식물의 광합성이 아래 부

분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산

소의 경우 월별 영향은 특이한 경향을 보이지 않은

반면, 시간 별로는 주간 시간대에 농도가 낮다가 야

간 시간대에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Fig. 5.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erpene amount and meteorolog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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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월별 테르펜 농도 변화

식물의 정유에 포함되어 있는 탄화수소류는 30여

종에 이르고 함산소 화합물은 20여종에 이르러 식

물의 정유에는 50여종의 화합물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함량이 다른데 구상

나무, 편백, 화백, 전나무, 삼나무 등에 다량 함유되

어 있고, 주로 침엽수(평균 1.06%)가 활엽수(평균

0.22%)보다 정유의 함량이 높으며 여름철이 겨울철

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본 연구에서 11개 주요 탐방로에 대한 테르펜 양

을 조사한 결과 표준물질을 확보한 20여 종의 테르

펜 중에서 α-pinene, camphene, sabinene, myrcene,
β-pinene, phellandrene, α-terpinene, cymene, δ-

limonene, eucalyptol, γ-terpinene, camphor, mentol,

borneol, thymol, coumarin 등 16종이 검출되었다.

대체적으로 α-pinene, β-pinene, δ-limonene, cymene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지 등이 소나무와 잣나무

의 침엽수 배출특성을 연구한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

주었다.10) 테르펜 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제1수원지

주변 편백림(site 1)과 삼나무림(site 2) 지점은 고도

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고 계곡부에 위치하고

site 1은 경사도가 8.7도로서 매우 낮았다. 야간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테르펜 물질이 아래 수원지로부

터 위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야간에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편백과 삼나무가 주종

을 이루는 제1수원지 편백림과 삼나무림, 관음암 등

에서 테르펜 양이 가장 많았고, 정유함량이 가장 많

다는 구상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장불재 지점은 고도

가 910 m로서 지대가 높아 기온이 낮고 바람의 영

향을 많이 받으므로 다른 지점보다 테르펜 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다.5) 조사기간 중에 무등산에서 태

풍 볼라벤은 풍속 59.5 m/sec 강풍으로 편백이나 삼

나무, 소나무 등을 쓰러뜨려 바닥부분 측정지점에서

의 테르펜 농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물통거리의 경

우 가장 큰 영향을 주어 9~10월 중 테르펜 농도를

증가시켰다.29)(Fig. 4) 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

무 잎이나 줄기에서 테르펜 물질이 방출되어 시료채

취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테르펜 농도가

높아진 것이다.

4. 테르펜과 영향인자 간의 회귀분석

Harris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식물의 잎으로부터

테르펜 배출속도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

로는 온도와 일사량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30) 숲 속

에서 사람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높이(1.2~1.5 m)

에서 테르펜 양에 대한 기상 및 환경인자와의 회귀

분석을 위해 Pearson식을 사용하였다. 2012. 4~7월

까지 테르펜 양과 대기온도, 상대습도, 이산화탄소간

에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은 계절에 따라 기온이

증가하면서 지면에서의 상대습도와 이산화탄소도 동

시에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월별 대기

온도가 테르펜 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기

온이 낮은 3~4월에는 테르펜 양과 비례하다가 6~7

월과 9월은 반비례하였고, 5월과 8월, 10월은 기울

기가 0으로 기온이 테르펜 양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 그러나 3~10월까지 전기간에 걸쳐 비교하면,

기온이 증가함에 테르펜 양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조사지점이 숲 속이고, 지

Fig. 6. Monthly variation of terpene amount according to meteorolog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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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기후 등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상대습도의 경우는 대기온도와 반대로

기온이 낮은 3월에는 테르펜 양과 반비례하다 5월

에는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웠으며, 6~7월과 9월

은 테르펜 양에 비례하였고, 10월에는 3월과 마찬가

지로 상대습도가 테르펜 양에 반비례하였다. 그러나

3~10월 전기간 중에는 상대습도가 테르펜 양에 비

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숲 속에서의 테르펜 양은

기온이 낮은 3~4월과 9~10월에는 적었다가 기온이

증가하는 5~8월에는 많아졌는데, 이는 기온이 높은

계절에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한 대사작용이 활발하

여 테르펜 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대습도

도 계절에 따라 겨울→봄→여름으로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테르펜 양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따라서 여름철에 숲 속을

찾으면 폭염을 피할 수 있고 피톤치드로 인한 산림

치유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무등산 11개 탐방로 중 침엽수림이 8개소, 혼효림

이 3개소이었으며, 침엽수림의 주종은 편백나무, 삼

나무, 소나무, 구상나무 등이었다. 7월 중 무등산 편

백림 숲 속은 도심지역보다 기온이 최대 4.6oC, 평

균 3.46oC가 낮았고, 일사량 최대값은 도심이 1,155

W/m2, 숲 속이 148 W/m2 이었다. 월별 숲 속의 평

균기온은 7월 > 6월 > 9월 > 4월 > 10월 > 5월 >

11월 > 3월 순이었고, 이산화탄소 평균농도는 7월 >

6월 > 4월 > 5월 > 11월 > 9월 > 10월 > 3월 순

이었다. 무등산에서 검출된 테르펜은 α-pinene,
camphene, sabinene, myrcene, β-pinene, phellandrene,

α-terpinene, cymene, δ-limonene, eucalyptol, γ-

terpinene, camphor, mentol, borneol, thymol, coumarin

등 16종이었다. 테르펜 방출량은 7월 중 제1수원지

편백림에서 2,080 pptv(오전 2,357, 오후 1,802)로 가

장 높았고, 제1수원지 삼나무림, 관음암, 바람재, 청

풍쉼터, 물통거리, 토끼등, 약사사, 송풍정, 장불재,

옛주막터 순으로 높았다. 계절별 테르펜 검출량은 여

름 > 봄 > 가을 > 겨울 순으로 높았고, 기온이 낮

은 가을과 늦겨울에는 오전보다는 오후에 높았다. 제

1수원지 편백림 지역은 대조군인 도심지역에 비해

테르펜량이 9~23배까지 높았고, 다른 탐방로 지점도

전반적으로 도심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기온도,

상대습도, 이산화탄소와 산소 항목은 테르펜 물질과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

(p=0.01), 각각의 결정계수는 0.345, 0.369, 0.591,

0.145 이었다. 풍속과 일사량은 테르펜량과 음의 상

관성을 보였는데, 유의인자가 각각 0.118과 0.233으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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