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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Scientific verification for health effects has been constantly demanded through the forest healing

factors. In this study, phytoncide concentration which is one of the forest healing factors,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stand density, season and visiting time, and analyzed correlation with micrometeorology factors.

Methods: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VOCs) and Natur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NVOCs) were

collected using a measuring instrument which is connected to an air pump with the Tenax TA tube. The

32NVOCs were selected through the detailed criteria of adequacy assessment for recreational forest. Th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phytoncide

concentration and micrometeorology factors.

Results: NVOCs concentration linearly increased according to stand density. The high level showed in the

summer (p<0.05),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visiting hours of the Healing forest. NVOCs

i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lar radiation, PAR and wind direction,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relative

humidity and temperature (p<0.01). NVOCs increased following the increase of humidity and temperature

(R2=0.55).

Conclusions: Phytoncide linearly increased according to stand density, and showed the correlation significantly

with microclimate factors. In future, these results will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to promote the generation

of phytoncide, which positively influences human health promotion and manage the forest welfare space.

Keywords: Natur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NVOCs), phytoncide, Pinus Koraiensis, stand density

I. 서 론

국내 산림산업은 산림자원의 경제적 생산성을 중

시하여 1970년대 이래로 임목축적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나,1) 최근 환경 자본의 증가와 산림의

활용성이 강조된 정책이 더불어 요구됨에 따라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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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건강증진, 나아가 인간복지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정책이 대두되고 있다.2-4) 향후 국가가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로서 13세 이상 국민의 46.9%가 보

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로 응답하였으며,5)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중 하나

인 치유의 숲 방문자의 경우 2010년 대비 2015년에

는 약 15배(2010년: 76,063명, 2015년: 1,173,348명),

프로그램 참가자 또한 약 36배 증가하고 있어(2010

년: 3,063명, 2015년: 111,670명) 산림을 활용한 인

간의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매년 증가하고,1) 산

림치유 관련 정책과 공간이 조성되고 산림치유 공간

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관심을 받고 있다.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

는 활동이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518

호). 특히, 산림 식물 자체에서 발산하는 휘발성 물

질인 테르펜(terpene)으로 구성된 피톤치드는 면역기

능을 활성화시키고 항균, 방충 등 건강보건 분야에

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6) 또한 피톤치드는

산림대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산림치유 공간 조성 시

필요한 기술 관련 주요 인자로써 객관화 및 정량화

에 용이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톤치드에 노출 시

정신적인 안정을 유발하고 과업 수행능력을 향상시

키며,7-9)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인 코티졸을 감소시키

고,10-11)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NK)활동의 증

가12-13) 및 아토피피부염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

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4-16) 또한 생의학적으로도

구강 내 혐기성 미생물 살균, 여드름균 억제, 비듬

균 억제효과에 대한 연구 등,17-19) 주로 수목 정유 추

출을 통한 성분탐색 연구 및 피톤치드 성분의 항염

·항균효과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산림

내 피톤치드의 발생은 수목생장, 광환경, 임령 등 임

분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임분 특성과 관련

한 인자는 조림 및 무육단계에서 임분밀도 조절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20) 그러

나 수목의 피톤치드 발생량과 관련된 연구는 수종별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임분 특성에 따른 변화를 파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1일 1회, 계절당

1회 등 단기간 측정한 결과로 피톤치드 특성을 파악

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

한 변화추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치유

공간조성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임분밀도와 피

톤치드를 직접적으로 연계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분밀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치유 요소로 활용되는 피톤치드의

발산 및 공기 중 농도를 증진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치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 내 피톤치드 발

생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미기상 요소와의 상

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유익한 천연휘발성 유

기화합물(NVOCs) 발생 증진을 위하여 산림 내 임

분밀도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피톤치드의 장

기간 특성을 분석하여 산림치유 공간 조성과 관련한

산림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피톤치드와 임분밀도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피톤치드에 영향을 미치는 임분특성

인 수종, 영급, 지형조건(경사, 고도 등)이 유사하고

임분밀도별 측정이 가능한 경기도 포천의 국립산림

과학원 연구 시험림을 선정하였다(Fig. 1). 임분밀도

의 경우 시험림 내 잣나무를 대상으로 적정임분밀

도, 과밀도, 소밀도 3가지 구배의 시험지를 현장조

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Ⅳ영급 잣나무

림 적정임분밀도인 600 본/ha를 중심으로 500 본/

ha, 700 본/ha의 후보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임분 내

표본 원형 방형구의 경우 임분밀도, 생육상황, 입지

환경을 고려하여 임분밀도별 각 조사대상지(1 ha) 내

에 반경 10 m의 원형 표본구 3개를 설치하였다. 통

제변수는 면적, 영급, 고도 및 경사이며, 임분밀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변수는 울폐도, 흉고직경, 수고

로 밀도별 임분특성은 Table 1과 같다.

피톤치드 포집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행되었으며, 계절 및 시간을 고려하여 포집을 실

시하였다. 계절은 봄의 경우 4~5월, 여름 6~8월, 가

을 9~10월, 겨울 12월로 구분 하였다. 측정시간은

치유의 숲 방문객의 주요 방문시간을 고려하여 5회

/일(9, 11, 13, 15, 17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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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및 측정방법

2.1. 피톤치드 포집

피톤치드의 주성분인 테르펜류는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천연휘발성 유기화합물(NVOCs)

의 표준물질(32종류)에 의거하여 피톤치드 농도를 합

산하여 평가하였다(Table 2). 임분 밀도에 따른 피톤

치드 포집은 탄소 구성 물질 C7~C26에 해당하는 피톤

치드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Tenax TA

(Supleco, USA) 흡착소재를 선정하였으며, 스테인리

스 흡착관에 삽입하였다. 또한 제작된 흡착관은 대기

흡입용 펌프(Minipump-Σ30NII, Sibata, Japan)에 연결

하여 피톤치드 포집 실험세트를 구성하였으며(Fig. 2),

포집유량은 150 mL/min, 총 포집량은 9 L로 선별하

여 1회 60분간 대기 중 포집을 실시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ites according to stand density

Table 1. Site and stand investigation

Experimental site

A

(500 trees/ha)

B

(600 trees/ha)

C

(700 trees/ha)

Area (ha) 1 1 1

Direction N NW SW

Degree (o) 9 10 12

Mean elevation (m) 170 174 154

Ageclass IV IV IV

Sample number (trees/ha) 510 605 701

Diameter of breast height, DBH (cm) 28.6 27.2 25.9

Tree height (m) 22.4 21.1 20.8

Crown closure (%) 37.0 47.0 54.7

Crow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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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의 지점은 선정된 원형 방형구 내 표준

목을 1본씩 선정한 후에 5 m 이내 측정지점을 선정

하였다. 또한, 인간의 호흡기 영역인 지면으로부터

1.2~1.5 m의 측정위치에 피톤치드 포집세트 및 미기

상 측정 장비를 배치하였다(Fig. 3).

포집 종료 후 실험에 사용된 흡착관은 밀봉하여

4oC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이스박스에 저장하여 이동

하였으며, GC/MS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미기상 요소 측정

대상지 내 기초 환경자료 확보를 위하여 피톤치드

포집과 동시에 미기상 요소(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광합성유효방사량(이하 PAR))에 대해 연속

측정 하였다.

대상지의 온도, 습도 및 일사량 데이터 확보를 위

하여 HOBO Sensor (HOBO-U23 V2, Onset, USA)

Table 2. List of natur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NVOCs)

No. NVOCs No. NVOCs

1 α-Pinene 17 Cineole

2 β-Pinene 18 Longifolene

3 Camphene 19 Pinocarvone

4 Limonene 20 Sabinene hydrate

5 Benzaldehyde 21 Cymene

6 Myrcene 22 Valencene

7 Phellandrene 23 α-Bisabolol

8 Sabinene 24 Farnesene

9 Camphor 25 Caryophyllene

10 α-Terpinene 26 Nerol

11 γ-Terpinene 27 Nerolidol

12 Terpinolene 28 Pulegone

13 3-Carene 29 Borneol

14 Terpineol 30 Menthol

15 Bornyl acetate 31 Geraniol

16 Sabinaketone 32 D-Fenchone

Fig. 2. Experimental equipments for phytoncide sampling

Fig. 3. Experimental view for phytoncide and environ-

mental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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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밀도당 3지점씩 2대를 선정하여 바닥으로부터

1.5 m 높이에 설치하였으며, 일사량계(S-LIB-M003,

Onset, USA)의 경우 동일 위치에 1대씩 설치하여

전 연구기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위치

의 풍향 및 풍속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모니터링 세

트를 구성하였으며(Wind monitor O5103-45, R.M.Y.,

USA), 광합성 유효 방사량계(S-LIA-M003, Onset,

USA)를 설치하였다. 풍향, 풍속계 및 PAR의 경우

2016년 4월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온습도계

와 동일하게 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피톤치드포

집 및 미기상 요소 모니터링 설치위치는 밀도별로

Fig. 4와 같다.

2.3. 통계 분석

데이터간의 이상치(outlier)를 표준화 잔차 ±3 수준

에서 제거 후 균일한 데이터를 토대로 평균 피톤치

드 함량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측정값은 평

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임분밀도별 비교의 경

우 집단 간 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표본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및 Dunnett 사후비

교분석을 시행하였다. 피톤치드농도와 미기상 요소

간의 상관관계의 경우 Pearson 상관분석법을 사용하

였다. 이후 상관 분석에 의거하여 피톤치드 농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p<0.05

이다. 위와 같은 통계 분석은 SPSS 20.0 (IBM Corp,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III. 결 과

1. 임분밀도별 계절에 따른 온도 및 습도

임분밀도별 계절에 따른 평균 온도의 경우 봄 17.90

±3.79oC, 여름 27.30±2.67oC, 가을 20.25±3.19oC, 겨

울은 7.75±6.33oC로 계절에 따라 명확한 온도 차이

가 발생하나, 임분밀도간 온도 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습도는 봄철 53.08±18.75%로

가장 낮은 습도 분포를 나타났다. 봄철 대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습도 분포

를 나타냈으며, 이는 실험 기간 동안 강우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700 본/ha에서 모든 계절에

높은 수준의 습도 분포가 나타난 반면, 600 본/ha에

서 가장 낮은 수준의 습도 분포를 보여, 임분밀도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Fig.

5).

2. 임분밀도별 계절에 따른 피톤치드 농도

포천 지역 잣나무림 500, 600, 700 본/ha를 대상

Fig. 4. Schematic view of monitoring point according to stand density at the experimental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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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분 밀도에 따른 TVOCs 및 NVOCs 함량을

측정하였다. TVOCs의 경우 임분밀도에 따라 선형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500 본/ha=11.78±3.07 µg/m3,

600 본/ha=13.98±3.75 µg/m3, 700 본/ha=14.79±4.32

µg/m3), 500-600 본/ha 및 500-700 본/ha간 농도차

이는 유의하나(p<0.05), 600-700 본/ha 간 유의한 차

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NVOCs의 경우, TVOCs의

약 10%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VOCs와 유사

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임분 밀도별로 유

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500 본/ha=1.06±0.26

µg/m3, 600 본/ha=1.17±0.30 µg/m3, 700 본/ha= 1.24

±0.24 µg/m3).

계절에 따른 TVOCs 함량은 500 본/ha의 경우 봄

>가을>여름>겨울 순서로 농도 분포를 나타냈으며,

특히 4월의 경우 21.37±2.38 µg/m3 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600 본/ha의 경우 봄>겨울>여름

>가을 순서로 500 본/ha과 마찬가지로 4월 23.80±3.70

µg/m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700 본/ha의 경우 겨

울>봄>가을>여름 순으로 나타났으며, 4월에 27.49±

3.62 µg/m3, 12월에 23.32±5.76 µg/m3로 500 본/ha

대비 약 1.2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NVOCs 함량은 500, 600, 700 본/ha의 경우 모두

여름철에 최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7월중 각각

2.06±0.18, 2.40±0.26, 2.19±0.23 µg/m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6, 7). 선행연구에 따르면 모노테르펜

을 주로 배출하는 침엽수의 경우 온도에 따라 배출

량의 증감이 결정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20-21) 이에

본 연구 또한 NVOCs의 경우 온도가 가장 높은 여

름철에 높은 수준의 농도가 관측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임분밀도별 시간에 따른 피톤치드 농도

봄철 시간에 따른 NVOCs는 500 본/ha의 경우

17>9>13>15>11시, 600 본/ha의 경우 11>9>13>15

>17시, 700 본/ha의 경우 13>15>17>11>9시로 500

Fig. 5. (a) Air temperature and (b) relative humidity according to season and stand density

Fig. 6. Concentration of (a) TVOCs and (b) NVOCs according to season and stand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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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ha과 600 본/ha의 경우 오전 및 일몰 시간에 농

도가 높은 반면, 700 본/ha의 경우 오후 시간에 높

은 농도를 나타냈다. 최대농도는 600 본/ha 11시경

(1.22 µg/m3), 최저 농도는 700 본/ha 9시경(0.98 µg/

m3)이었으며, 시간에 따른 농도 편차의 경우 600 본

/ha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름철 시간에 따른 NVOCs는 500 본/ha의 경우

9>17>13>15>11시, 600 본/ha의 경우 9>11>15>13

>17시, 700 본/ha의 경우 9>11>15>13>17시로 대

체적으로 오전시간에 높은 농도분포를 보였으며, 오

후시간에 농도가 낮아졌다. 특히 600 본/ha 9시경

최고 농도 수준(2.04 µg/m3), 500 본/ha 11시경 최저

농도 수준(1.20 µg/m3) 이었으며, 500 본/ha에서 농

도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을철 시간에 따른 NVOCs는 500 본/ha의 경우

17>9>13>15>11시, 600 본/ha의 경우 17>9>15>13

>11시, 700 본/ha의 경우 17>13>15>9>11시로 일

몰시간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농도가 나타났다.

최대 농도는 700 본/ha 17시 경(1.32 µg/m3), 최소

농도는 600 본/ha 11시 경(0.72 µg/m3) 이었으며, 농

도편차는 600 본/ha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겨울철 시간에 따른 NVOCs는 500 본/ha의 경우

13>17>11>15>9시, 600 본/ha의 경우 9>13>11>17

>15시, 700 본/ha의 경우 9>17>13>11>15시로 주

로 오전시간에 높은 농도분포를 나타났다(500 본/ha

예외). 최대 농도는 700 본/ha 9시 경(1.33 µg/m3),

최소 농도는 500 본/ha 9시 경(0.38 µg/m3)으로 나

타났으며, 시간당 농도차이는 700 본/ha에서 주로 나

타나 계절별로 시간에 따라 미량의 변화는 발생하지

만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ig. 8).

4. 임분밀도에 따른 미기상 요소 및 피톤치드 농

도 통계분석 결과

통계분석 시 민가로부터 연료연소 등 오염물질의

유입에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겨울철 데이터 및 PAR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임분밀도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결과 TVOCs, NVOCs, 온도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기상인자인 습도, 일사량, PAR,

풍속 및 풍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특히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습도의 경우 700 본/ha과 500 본/ha, 600 본/ha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AR의 경우 500 본/ha과 600

본/ha, 700 본/ha, 풍속의 경우 600 본/ha과 500 본

/ha, 700 본/ha 와의 차이, 풍방향의 경우 500 본/ha,

700 본/ha과 600 본/ha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

다. 특히 풍방향의 경우 임분밀도에 따라 지형 및

바람길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일사량의 경우

Fig. 7. TVOCs and NVOCs concentration according to

stand density and month ((a) 500 trees/ha, (b) 600

trees/ha, (c) 700 tree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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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net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500 본/ha과 600 본/

ha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 결과를 토대로 밀도 및 계절에 따라

포집한 피톤치드 농도와 대기 중 미기상 요소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임분밀도

에 따라 유의한 수준 하에 습도와 약한 양의 상관

관계, 일사량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VOCs의 경우 NVOCs와 오염물질 및 미확인 물질

의 총합으로써, 온도와 습도와는 매우 유의한 수준

하에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일사량, PAR,

풍향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1).

반면 NVOCs의 경우 TVOCs와는 반대로 온도 및

습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사량, PAR,

풍향과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임분밀도에 따른 NVOCs에

대하여 미기상 요소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

으며, 확인된 미기상 요소의 변화에 따라 농도가 어

떻게 변화하는 지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 또한 임분

밀도에 따라 미기상인자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나타내는 명목척도인 임분밀도

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임분밀도별 농도를 예측하

고자 하였다. 임분밀도별 더미변수(stand1, stand2)의

경우 500 본/ha은 (1, 0), 600 본/ha은 (0, 1), 700

본/ha의 경우 (0, 0)로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NVOCs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온도(β=0.243,

p=0.000), 습도(β=0.687, p=0.000)는 NVOCs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사량, 풍속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따라서, 온도와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NVOCs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귀 모형은 NVOCs와

미기상 요소 간 62.9%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도출된 결과에 따라 회귀계수 식을 구성해 보

면 다음 식 (1)와 같으며, 임분밀도별 회귀식은 식

Fig. 8. Mean NVOCs concentration according to stand density and visiting time ((a) Spring (b) Summer (c) Autumn (d)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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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와 같다.

NVOCs= −2.584+0.034 (R.H.)+0.046 (Temp.)

+0.467 (stand2)+0.316 (stand1) (1)

NVOCs (500 trees/ha)

= −2.584+0.034 (R.H.)+0.046 (Temp.) (2)

NVOCs (600 trees/ha)

= −2.117+0.034 (R.H.)+0.046 (Temp.) (3)

NVOCs (700 trees/ha)

= −2.268+0.034 (R.H.)+0.046 (Temp.) (4)

IV. 고 찰

임분밀도에 따른 전기간 동안의 TVOCs 및 NVOCs

농도의 경우 밀도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계절에 따른 TVOCs의 경우 봄과 겨울철에 우세

하게 나타나는 반면, NVOCs는 여름철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종에 따라 발생량의 차이는 있지만 계

절에 따른 농도 경향은 다수의 논문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에 따른 대기안정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1-24)

임분밀도에 따른 계절별 TVOCs의 경우 임분밀도

에 따라 봄, 여름, 가을철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겨울철의 경우 임분밀도에 따라 농도차이

가 극명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겨울철 600 본/ha

및 700 본/ha 대상지 근처 민가로부터 발생한 특정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2015) 등의 연

구의 경우 TVOCs와 BVOCs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위적 유기화합

물질이 공기의 흐름에 의해 숲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22). NVOCs의 경우 봄철과 여름철에

Table 3. Results of one way ANOVA analysis between stand and micrometeorology factors

Stand (trees/ha) Mean SD F/P post-hoc test

TVOCs

(µg/m3)

500 (a) 12.211 6.146

2.715/0.067600 (b) 13.815 7.520

700 (c) 13.650 7.530

NVOCs

(µg/m3)

500 (a) 1.120 0.503

1.254/0.286600 (b) 1.182 0.616

700 (c) 1.210 0.507

Temperature

(oC)

500 (a) 22.105 5.237

0.247/0.781600 (b) 22.372 5.181

700 (c) 22.490 5.307

Humidity

(%)

500 (a) 66.925 19.694

29.953/0.000**
c>a,b

(Scheffe)
600 (b) 61.752 18.897

700 (c) 75.433 14.211

Radiation

(W/m²)

500 (a) 39.601 34.695

3.179/0.042*
a>b

(Dunnett)
600 (b) 30.922 27.925

700 (c) 38.967 36.858

PAR

(µE)

500 (a) 68.001 75.455

21.428/0.000**
a>b,c

(Scheffe)
600 (b) 13.717 9.395

700 (c) 43.232 38.517

Wind speed

(m/s)

500 (a) 0.216 0.120

5.474/0.005**
b>a,c

(Scheffe)
600 (b) 2.703 9.387

700 (c) 0.218 0.106

Wind direction

(o)

500 (a) 205.125 62.565

10.527/0.000**
a,c>b

(Scheffe)
600 (b) 152.784 41.824

700 (c) 199.827 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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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분 밀도의 증가에 따른 NVOCs 증가는 유의

하지 않았으나, 가을, 겨울과 같이 하층식생이 없는

계절에 밀도의 증가에 따라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임

분 내 생태환경인자인 하층 식생피도, 낙엽층 등은

선행연구에서 피톤치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언

급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의 경우 하층식생의 영

향이 강한 봄, 여름철에 임분밀도별 농도차이가 뚜

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톤치드 발생에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당 NVOCs의 경우 여름 및 겨울철에는 일출

시간, 가을철에는 일몰시간, 봄철에는 전시간에 피톤

치드의 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은 있으나, 시

간당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즉,

NVOCs는 치유의 숲 운영 시간 동안 고른 농도분포

를 가지고 있으며,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시 계절별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임분밀도에 따른 증가 경향은 밀도가 증가할수록

동일면적 내 수목 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엽량이 증

가하고 생장량도 증가하는 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수

목의 생장활력이 임분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

가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밀도를 넘어 과밀도가 될수

록 한계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장활

력 증가에 따른 피톤치드의 발생을 통한 치유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장량 측면을 고려한 적정 임분

밀도 관리가 필요하다. 즉, 임분밀도에 따른 피톤치

드 증가의 최대 변곡점을 찾아냄으로써 적정 밀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잣나무림의 적정

임분밀도를 기준으로 밀도 조절 간격을 넓혀 2차 검

증 등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피톤치드 구성 물질 중 잣나무와 같은 침엽수종에

주로 구성되어 있는 모노테르펜류는24) 온습도 구배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26-27) 본 연

구의 경우 산림공간 내 임분밀도간 온도 차이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임분밀도별 피

톤치드 잔류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요소는 습

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Jianhui Bai(20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모노테르펜의 증가는 대기 중 수분함

량의 증가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

며,21) 본 연구 또한 습도와 농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다중회귀 분석시 영향력 정도를 알 수 있

는 표준화 계수 β값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 하

였다. 한편, 대기 중 NVOCs 농도가 일사량 및 PAR

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기인해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hytoncide concentration and  micrometeorology factors

TVOCs NVOCs Temp. Humid. Radiation PAR
Wind

speed

Wind

direction

TVOCs 1

NVOCs .011 1

Temp. -.562** .329** 1

Humid. -.111** .556** .045 1

Radiation .168** -.197** -.015 -.229** 1

PAR .334** -.236** -.284** -.344** .732** 1

Wind speed -.071 -.028 .168* -.154* -.020 -.005 1

Wind direction .236** -.365** -.081 -.525** .370** .424** -.233** 1

Table 5. Results of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NVOCs and micrometeorology factors

B SE β t p

NVOCs 

(constant) -2.584 .302 -8.570 .000

R.H. .034 .003 .628 13.439 .000

Temp. .046 .009 .271 5.193 .000

dummy2 (stand2) .467 .094 .265 4.959 .000

dummy1 (stand1) .316 .080 .206 3.934 .000

R2=0.554, F=66.499,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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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공기 중으로 발생한 피톤치드가 대기 중

에서 광화학 반응을 하여 상대적으로 농도가 감소하

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임분밀도에 따라 일사

량 및 PAR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광환경이 수목

생장 및 피톤치드 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

이나 광환경의 자료 수집 기간이 길지 않아 경향 파

악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논문에서

PAR의 증가에 따라 NVOCs의 배출량이 최대 10배

증가하고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

며,21,25,27) 환경에 따라서 피톤치드 발산정도가 상이

하기 때문에 이후 데이터를 보완하여 광환경 및 피

톤치드 간 상관관계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 내 치유요소로 활용되는 피톤치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써 생물학적 요인과 더불어 비생물학적

환경요인(온도, 습도, 일사량 등)에 따라 농도가 변

화될 수 있기 때문에22,23,28) 본 연구결과가 향후 적

정 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관리 기술에 실제

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임분밀도에 따라 대기 중 온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습도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p<0.05), 임분밀도별 피톤치드 농도(NVOCs)의 증

가경향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계절에 따라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 경

우 봄>겨울>가을>여름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500 본/ha과 600 본/ha의 경우 봄철에, 700 본

/ha의 경우 봄 및 겨울철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

는 겨울철 연료의 연소 등에 따른 외부 물질의 유

입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

(NVOCs)의 경우 모든 임분밀도에서 여름철 높은 농

도 수준이었으며, 특히 7월에 가장 높은 농도가 나

타났다. 시간에 따른 평균 피톤치드 농도의 경우 치

유의 숲 방문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기상자료를 활용하여 피톤치드 농도와 상

호간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NVOCs의 경우 온도와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NVOCs

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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