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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phytoncide (monoterpene) emission characteristics and weather

factors for application in prediction modeling for phytoncide weather services.

Methods: From 2017 to 2019, one coniferous forest and one deciduous forest were selected to investigate the

monthly emission characteristics and identify the correlation with weather factors. Research items were analyzed

for 11 species known to be emitting the most monoterpenes.

Results: Phytoncide (monoterpene) began to increase in April when trees were activated and continued to be

released until November. The concentration range of monoterpene in deciduous forests was 0.0 to 427.4 ng/Sm3

and coniferous forests was 0.0 to 1,776.8 ng/Sm3. Phytoncide emission concentrations in deciduous forests were

20 to 90 percent of those in coniferous forests, and averaged 39 percent overall. The correlation between

monoterpene and temperature was very close, with 0.835 for the broadleaf forest and 0.875 for the coniferous

forest. Monoterpene and humidity were found to be 0.731 for the broadleaf forest and 0.681 for the coniferous

forest, while wind speed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of –0.482 and –0.424, respectively. Regression of

temperature with phytoncide showed that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was highly correlated with 0.75

for the broadleaf forest and 0.80 for the coniferous forest. Not only is phytoncide concentration affected by

temperature, humidity, and wind speed, but also rainfall over the preceeding one to three days. Nearby rainfall

on the day of sampling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the trees.

Conclusions: Overall, if the values of monoterpene and temperature, humidity, and wind speed are used as basic

factors, and rainfall from one to three days previous is replaced with complementary values, it is believed that

the numerical analysis and modeling of daily and monthly phytoncide will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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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림기본통계(2016, 산림청)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7%가 산림이고, 산림면적당 평균 임

목축적은 125.6 m3/ha이다. 강원도는 전체면적

(1,678,719 ha)의 81.5% (1,368,571 ha)가 산림에 해

당하며,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

에서는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국가 산림건강 모니

터링(진단·평가 항목: 수목, 식생, 토양, 대기 등 4

개 부분, 12개 지표)을 통해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

단·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 산림의 산림건

강성등급은 대부분 ‘건강’ 또는 ‘매우 건강’한 지표

를 보이고 있다.

산림에서의 활동은 사람의 심적 평안함과 안정감

에 도움을 주는데, 숲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 물질

인 테르펜은 항균, 항산화 효과 등 인체의 다양한

생리활성에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 혈압강하 및 맥박 감소, 감정의 변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1-3) 인간의 보건·건

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톤치드란 식물이 만들어 내는 화학물질로 “식물”

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phyton”과 “죽이다”는 의미

의 라틴어 “cide”를 합성한 조어이며, 자기방어와 생

존수단으로 방출하여 섭식 저해작용, 살충작용, 살균

작용 등의 역할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4,5)

나뭇가지 또는 잎을 자르거나 비비면 식물마다 특

유의 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꽃, 줄기, 열매, 잎 같은

여러 부위에 존재하는 정유(essential oils)의 발산에

의한 것이다.6) 식물체는 그 조직 내부에 isoprene,

terpene, alcohols, aldehyde, ketone, ester, ether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7,8) 이런 성분들이 모

두 식물의 체외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광합성 생성

물이면서 휘발성이 강한 테르펜(terpene)류가 주로

방출된다. 테르펜 물질은 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편백나무 등 침엽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농도

차이는 있으나 활엽수에도 함유되어 있다. 나무에서

분비되는 테르펜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

돌게 되며, 보통 산림욕 물질이라 함은 모노테르펜

(monoterpene) 성분을 의미하는데,9-13) 모노테르펜류

(monoterpenes)를 총칭하여 피톤치드(phytoncide)라

고 부른다. 모노테르펜의 대표적 물질인 α-pinene은

항균, 항산화, 살충,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가 있

으며, β-pinene은 항우울, 혈압 안정, 항균 등의 효

과가 있다. 또한, d-limonene은 항산화, 항염, 면역

기능 향상 효과, camphene은 항균, 항산화 진통 억

제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인들은 도시화,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각종 스

트레스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과 환경성 질환이 증가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림이 울창한 숲에서 발생

하는 피톤치드 물질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을 회복·증진시키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기술개발

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4,15) 이러

한 관점에서 산림의 시간대별, 일별, 월별 피톤치드

발생특성을 예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

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강원산림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산림을 찾는 휴양·관광객에게 유익한 힐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서비스 구축 등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중에 있으며,16,17) 산림의 피톤치드 성분을 분

석하고 산림내 기상 및 환경인자와 피톤치드 농도

간 상관관계 및 지수인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8)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

로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에서 피톤치드 발생특성을

파악하고, 기상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피톤

치드 기상서비스 모델링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

발하고자 수행되었다.

II.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지점 및 기간

피톤치드(모노테르펜) 발생특성 파악을 위해 춘천

시 신북읍에 위치한 수리봉 일대에서 임상별로 침엽

수림(주요 수종: 잣나무)이 풍부한 지점 1곳과 활엽

수림(주요 수종: 밤나무, 참나무)이 풍부한 1곳을 각

각 선정하였다(Fig. 1). 침엽수림은 수관밀도가 풍부

한 편이었으며, 활엽수림은 수관밀도가 보통 수준의

상태였다. Table 1에 개략적인 조사지점 현황을 제

시하였다. 활엽수림은 경사도가 10o 가량으로 일반

적인 수준이었으며, 침엽수림은 경사도가 14o로 약

간 비탈이었다. 조사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

까지 매월 1~2회에 걸쳐 강우가 없는 날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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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항목 및 방법

수목(樹木)에서 배출되는 테르펜류를 측정하는 방

법은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직접

수목의 가지를 밀봉 용기 또는 챔버에 넣고 발생되

는 휘발성물질을 채취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수목에

서 배출되는 휘발성물질을 흡착관을 이용해 간접적

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분의 영

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시료의 흡착 및 탈착 성

능이 우수한 고분자 계열의 Tenax TA (200 mg,

MARKES) 흡착관을 사용하였으며, Tenax TA는

C7~C26까지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흡착관은 사용하기 전에 330oC에서 2시

간 이상 컨디셔닝 한 후, PTFE ferrule과 brass cap

으로 완전히 막은 후 보관·이동하였다.

피톤치드(모노테르펜) 분석은 자동열탈착장치(Ultra

TD Autosampler, MARKES)와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Agilent GC/MSD, 7890B/5977B)를 이

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Table 2와 같다.

지점별 시료채취는 SIBATA사의 mini pump (MP-

Σ30KN, MP-Σ30) 및 BUCK사의 mini pump (LP-

1)를 사용하여 100 mL/min의 유량으로 3~4시간 동

안 Tenax TA관에 흡인하였다. 샘플러는 사람이 호

흡하는 높이를 고려하여 지상 1.5 m 위치에 설치하

였다. 시료채취 후 피톤치드(모노테르펜)는 α-pinene,

camphene, β-pinene, α-phellandrene, α-terpinene, ρ-

cymene, d-limonene, γ-terpinene, sabinene hydrate,

3-carene과 β-phellandrene의 총 11개 항목을 분석하

였다.

피톤치드의 농도 단위는 ng/Sm3, µg/Sm3, pptv 등

이 주로 사용된다. 본 조사에서는 계절에 따른 시료

의 기온, 기압 등 환경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표준

상태(0oC, 1기압)로 환산하는 ng/Sm3 단위를 사용하

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C=m/Vs×1,000 (1)

여기서, C: 대기 중 피톤치드 농도(ng/Sm3), m: 검

정곡선에 의해 계산된 피톤치드의 양(ng), Vs: 표준

상태로 환산한 포집시료의 양(L)

채취된 시료를 표준상태로 환산하기 위해 계산식

(1)에 사용되는 표준상태 포집시료의 양 Vs는 다음

Fig. 1. The investigation sites of this study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e site in this study

Tree species Elevation Slope Geomorphology Coordinate

Deciduous forest 200 m 10o Hillside 37.9695/127.7529

Conifer forest 260 m 14o Hillside 37.9731/127.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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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산정하였다.

Vs=Q×t×{273/(273+T)}×(P/1013) (2)

여기서, Q: 시료의 흡착관 흡인속도(L/min), t: 시

료 흡착시간(min), T: 기온(oC), P: 기압(hPa)

시료채취시 Weather Station (NWM-P5 II, TMI)

과 Kestrel-5500 (Nielsen-kellerman) 측정장비를 이

용하여 기상인자를 확인하였으며, 조사결과는 통계

프로그램 Jamovi (Ver. 1.1.9.0)를 이용하여 피톤치

드 발생과 기상인자와의 상관계수를 파악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피톤치드(모노테르펜)

발생특성

본 조사에서는 피톤치드의 월별 변화량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별, 계절별 변화량은 선행연구16,17)에서

수행되었다.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발생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피톤치드(모노테르펜류) 11종을 분석하

였다. 피톤치드는 α-pinene>β-pinene>camphene>3-

carene>d-limonene>ρ-cymene 성분 순으로 높게 검

출되었으며, 주성분은 α-pinene, β-pinene, camphene

이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료를 살

펴보면(Table 3), 피톤치드는 수목의 생리활동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4월 중순부터 그 활성도가 떨어지

는 11월 하순까지 유의미하게 증가한 농도로 검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톤치드 농도의 증감에 기

온이 주요 인자로 작용함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의

기온 분포에 따라 피톤치드 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톤치드의 농도 범위는 활엽수림에서 0.0~427.4

ng/Sm3이었고, 침엽수림은 0.0~1,776.8 ng/Sm3이었다

(Table 3). 전체적인 농도 비율은 활엽수림이 침엽수

림 대비 20~90% 수준이었으며, 평균 39% (±0.164)

로 나타나 침엽수림이 활엽수림보다 2배 이상의 피

톤치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본 조사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침

엽수림의 A, B, C, D일 조사시 다른 조사일에 비해

피톤치드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Fig. 2). 조사

초기(A, B)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샘

플링시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였으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C일 조사시 이틀 전 비가 내림으로 인해 길

과 숲이 축축함을 확인하였는데, 분석결과 평상시와

구별되는 높은 피톤치드 농도가 검출되었으며, A, B

조사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후, A 조사시의

기상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의 지역

별 상세관측자료(Automatic Weather System, 자동기

상관측장비)에서 시료 채취일 이전의 강우량 자료를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of the TD & GC/MSD

Instrument Operating condition

Thermal desorber

Markes, TD autosampler (ULTRA-xr, UNITY-xr)

Tube: Tenax-TA

Desorption temperature: 300oC

Desorption time: 10 min

Desorption flow rate: 50 mL/min

Split: 5:1

Cold trap low temperature: 10oC

Cold trap high temperature: 300oC

Trap desorb time: 5 min

Flow path temperature: 150oC

GC/MSD

Agilent GC/MSD, HP 7890B/5977B

GC column: VF-1 (60 m× 0.25 mm× 1.0 µm)

Oven temperature: 40oC (4 min) → 4oC/min → 170oC (0 min)

→ 25oC/min → 260oC (0 min)

Column flow rate: 1.5 mL/min

MS source temperature: 230oC

Detector type: EI (Quadrupole)

Mass scan range: 50~550 a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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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onoterpenes concentration and weather data of the deciduous forests and conifer forests

Date

Deciduous forests Conifer forests

Mono-

terpenes 

(ng/Sm3) 

Temp.

(oC)

Pressure

(hPa)

Humidity

(%)

Wind 

speed

(m/s)

Mono-

terpenes

(ng/Sm3) 

Temp.

(oC)

Pressure

(hPa)

Humidity

(%)

Wind 

speed

(m/s)

2017-04-04 63.1 15.8 996.4 30.0 0.7 360.4 14.0 986.5 29.8 0.7

2017-04-24 47.6 15.9 986.2 24.6 0.8 187.1 13.8 983.8 28.1 1.4

2017-04-28 109.4 20.7 977.4 33.9 1.7 225.1 17.4 967.4 40.0 1.9

2017-05-01 181.4 27.4 989.2 21.5 0.8 486.2 24.1 979.4 22.7 1.0

2017-05-31 244.9 25.5 979.0 41.7 0.2 496.3 25.9 969.0 43.9 0.3

2017-06-12 339.1 26.5 987.0 40.5 0.4 723.5 26.6 977.5 37.0 0.3

2017-06-28 426.0 29.6 985.4 59.8 0.3 1,776.8 26.3 975.7 71.9 0.1

2017-07-18 280.2 30.0 983.6 75.5 0.2 1,064.7 28.1 973.9 80.8 0.2

2017-07-26 227.4 31.1 982.3 67.5 0.3 994.1 29.9 973.1 64.3 0.2

2017-08-30 265.8 21.3 1,000.0 60.8 0.2 742.6 20.3 990.0 61.8 0.4

2017-09-28 225.4 24.1 1,004.0 47.9 0.6 526.3 22.6 995.0 51.5 0.7

2017-10-17 286.9 18.4 1,011.1 55.2 0.4 667.8 18.1 1,001.1 62.4 0.6

2017-10-30 71.4 12.9 1,009.0 19.7 1.5 124.1 11.4 998.0 22.3 0.8

2017-11-23 22.7 2.6 991.6 34.1 0.5 57.2 1.4 980.5 40.0 0.6

2017-12-05 12.6 -1.3 992.5 25.0 2.0 17.1 -1.8 981.4 33.0 0.9

2018-01-21 91.0 3.2 1,008.0 44.5 0.4 93.3 2.0 998.0 58.9 0.7

2018-02-06 0.0 -6.3 1,012.3 26.2 1.8 0.0 -7.2 1,002.0 31.2 0.7

2018-03-16 65.6 8.8 1,017.7 35.3 2.1 117.6 5.9 1,006.9 46.7 2.3

2018-03-29 50.6 21.6 1,010.1 41.5 0.9 187.6 19.8 1,000.2 46.0 0.8

2018-04-13 65.7 21.2 1,014.9 20.6 1.4 173.9 18.1 1,004.8 27.7 1.2

2018-04-26 238.5 23.7 1,004.5 31.0 1.3 622.6 21.3 994.5 36.3 1.3

2018-05-21 314.0 24.5 1,009.0 40.5 0.3 1,529.0 23.5 998.8 41.0 0.7

2018-06-12 222.9 25.2 994.1 47.6 0.8 582.6 22.9 984.6 56.4 0.5

2018-06-21 198.0 27.7 997.4 45.2 0.8 867.7 26.2 988.0 45.6 1.0

2018-07-13 333.3 29.3 1,016.2 78.2 0.4 1,629.8 28.0 1,006.5 83.9 0.5

2018-07-24 384.7 31.2 1,012.4 71.6 0.5 887.5 30.7 1,003.0 70.2 0.8

2018-08-03 409.1 33.4 1,011.7 70.9 0.3 847.0 32.7 1,002.4 68.6 0.2

2018-08-22 355.5 31.2 1,010.3 64.5 0.4 959.9 29.9 1,000.7 71.3 0.3

2018-09-27 195.2 22.1 1,024.2 57.0 0.7 891.2 21.5 1,013.3 55.0 0.8

2018-10-25 427.4 14.5 1,025.5 65.5 0.8 1,508.4 13.0 1,015.2 71.5 1.0

2018-11-14 207.4 16.7 1,003.1 44.3 0.8 596.6 15.7 993.4 46.0 0.5

2018-11-30 125.0 5.5 1,016.9 42.9 1.3 253.3 4.5 1,006.3 46.8 1.0

2018-12-07 0.0 -4.7 1,020.5 23.0 1.3 0.0 -5.8 1,009.5 26.5 1.3

2018-12-19 53.2 7.8 1,023.4 34.1 0.9 134.5 7.0 1,012.7 39.0 2.0

2019-01-18 12.0 1.7 1,001.5 27.7 0.5 27.3 0.6 993.9 34.2 0.5

2019-02-12 0.0 1.2 1,006.9 30.5 0.5 17.2 0.4 994.3 34.5 0.5

2019-03-07 9.0 10 1,008.5 39.8 0.4 17.1 9.0 999.0 44.5 0.5

2019-03-25 33.5 5.5 990.2 56.5 0.5 178.1 4.5 979.8 60.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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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시료채취 전날인 6월 27일

24.7 mm의 강우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6월 28일

에 피톤치드 농도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되

었다. B~D조사일의 기상청 자료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B일의 샘플링(2018.5.21.) 이전에는 5월 18일

(14.0 mm), 5월 17일(97.0 mm)에 강우량이 있었으며,

C일의 샘플링(2018.7.13.) 이전에는 7월 11일(29.0

mm), 7월 10일(13.0 mm)에 강우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D일의 샘플링(2018.10.25.) 이전에는 10월

23일(4.5 mm)에 강우량이 관측되었다.

피톤치드 발생은 선행연구에서 기온, 습도, 풍속,

기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16,17) 본 조사결과

최근 1~3일 사이에 내린 강우량도 중요한 인자로 작

용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일 인근의 강우량은 수목의 생리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피톤치드의 생성에 긍정적 요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농도 차이가 2

배 이상(침엽수림의 경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D 조사일과 같은 날인 A′~D′일의(Fig. 2) 활엽

수림에서도 전날 대비 피톤치드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침엽수림에 비해서는 증가량이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나무나 잣

나무 같은 침엽수는 활엽수 보다 뿌리를 깊게 내리

는 심근성 수목이고, 또한 인공적으로 빽빽하게 조

림을 함으로 인해 수분의 증발량이 적은 영향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심근성 수목이 천근성(활엽수)

수목보다 강우가 미치는 영향이 큼을 의미한다.

2. 피톤치드(모노테르펜)와 기온, 광합성의 관계

조사기간의 월별 피톤치드 농도와 기온을 Fig. 3

에 제시하였다. 활엽수림과 침엽수림 모두 온도와 밀

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봄철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여

름, 가을철까지 높은 농도를 보이다가 겨울에는 급

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테

르펜(terpene)은 이소프렌(isoprene)과 달리 잎 표면

의 기공에서 만들어져 잎과 줄기의 저장소에 저장되

었다가 배출됨으로 인해 테르펜(모노테르펜 포함)의

배출량은 이소프렌에 비해 빛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고 온도에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보고와19-22) 일

치하는 결과이다.

Table 4. Rainfall data of near the sampling day

Sampling day Rainfall (mm) Point

2017-06-28 6.25: 18.4 mm, 6.27: 24.7 mm A

2018-05-21 5.16: 19.5 mm, 5.17: 97.0 mm, 5.18: 14.0 mm B

2018-07-13 7.9: 10.5 mm, 7.10: 13.0 mm, 7.11: 29.0 mm C

2018-10-25 10.23: 4.5 mm D

Fig. 2. The comparison of the monoterpenes concentration of the conifer and deciduous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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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에서 배출되는 모노테르펜의 양은 보통 온도가

상승하면서 지수 함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

며, 살아 있는 식물과 죽어있는 식물에서 비슷한 경

향을 보인다. 이는 모노테르펜 배출은 식물의 광합

성에 의한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에 이소프렌의 배출은 35~40oC에서 정점을 이룬 후

급속히 하강한다. 이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생리적 조건에 맞는 최적의 잎 온도에서 이소

프렌 배출이 최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모노테르펜

과의 차이점이다.

본 조사결과, 모노테르펜 성분은 잎이 지고 난 계

절에도 둥치에서 발산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영하

5oC 이상의 기온에서는 그 농도는 적지만 발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식물이 이소프렌과 모노테르

펜을 방출하지만 큰 차이점은 이소프렌은 낮에만 방

출되고 모노테르펜은 하루 종일 방출된다는 점이다.4)

이소프렌은 주로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잎 안에 저장되지 않고 잎의 표면을 통

해 바로 배출된다. 따라서, 잎 표면을 덮었을 때 이

소프렌의 배출량은 감소하지만 모노테르펜의 배출량

은 변화가 없는 편이고, 감소하더라도 그 양이 이소

프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23)

3. 피톤치드(모노테르펜)와 기상인자의 상관관계

및 모델링 적용방안

피톤치드(모노테르펜)와 기상인자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기 위하여 Jamovi (Ver. 1.1.9.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통계

자료는 시료 채취일 이전 강우량에 의한 영향을 받

아 피톤치드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자료(A~D, A'~D')

는 제외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earson’s r)는 피톤치드와 온도의 경우 활엽수림

r=0.835 (p<0.001), 침엽수림 r=0.875 (p<0.001)로 나

타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등
5)은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피톤치드 발생을 조사한

결과 습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 피톤치드와 습도는 활엽수림 r=0.731

(p<0.001), 침엽수림 r=0.681 (p<0.001)로 상당히 높

은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조 등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풍속은 활엽수림, 침엽수림

이 각각 r= –0.482 (p=0.004), −0.424 (p<0.012)로 음

의 상관성을 보였다. 한편, 본 조사에서 선행연구16,17)

와는 달리 피톤치드와 기압은 p-value가 0.500, 0.337

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원인

은 본 조사의 경우 동일한 지점에서 수행한 결과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지역 및 고도 등이

다른 경우 기압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톤치드 발생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기온이다. 기

온은 일정한 온도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기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여 Fig. 4에 제시하였다.

피톤치드 농도와 기온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는 활엽수림에서 0.75, 침엽수림은

0.80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피톤

치드 발생농도는 기온에 의해 변화하는 인자이며, 기

본적으로 기온에 의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에서 피톤치드의 월별,

Fig. 3. The monthly variation of the monoterpenes concentration and atmospheric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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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배출농도와 변화 경향은 우리나라 산림의 임목

축적도, 임상자료 등과 연계하면 기본적인 피톤치드

발생농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조사에서 피톤치드 농도는 시료채취 1~3

일 전의 강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온도, 습도, 풍속 등을 기본 인자로 삼아 모델링

을 한 값에, 추가적으로 1~3일 전의 강우량에 의한

농도 상승분을 보완적인 값으로 대입하면 Fig. 5와

과 같은 연간 피톤치드의 농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

다. Fig. 5는 본 연구결과인 월별 기온과 강우량 인

Table 5. Correlation matrix of monoterpenes and weather factor using Jamovi

Deciduous forest Monoterpenes Temperature Pressure Humidity Wind speed

Monoterpenes
Pearson’s r -

p-value -

Temperature
Pearson’s r 0.835 -

p-value <.001 -

Pressure
Pearson’s r -0.120 -0.284 -

p-value 0.500 0.103 -

Humidity
Pearson’s r 0.731 0.582 -0.052 -

p-value <.001 <.001 0.771 -

Wind speed
Pearson’s r -0.482 -0.431 0.243 -0.612 -

p-value 0.004 0.011 0.166 <.001 -

Conifer forrest Monoterpenes Temperature Pressure Humidity Wind speed

Monoterpenes
Pearson’s r -

p-value -

Temperature
Pearson’s r 0.875 -

p-value <.001 -

Pressure
Pearson’s r -0.170 -0.256 -

p-value 0.337 0.144 -

Humidity
Pearson’s r 0.681 0.511 -0.017 -

p-value <.001 0.002 0.925 -

Wind speed
Pearson’s r -0.424 -0.312 0.281 -0.427 -

p-value 0.012 0.072 0.107 0.012 -

Fig. 4. The relation between monoterpenes concentration and atmospheric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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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더불어 선행연구의16,17) 일별 피톤치드 변화값

에 대한 수치적 해석을 더한 예측 농도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에서의 피톤치드

발생특성을 조사하고, 기상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규

명하여 피톤치드(모노테르펜) 발생 모델링을 위한 기

초인자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피톤치드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꾸준하게 배출되었으며, 활엽수림은 침엽수림의

20~90% 수준으로 평균 39% (±0.164)였다. 피톤치

드 배출농도는 기온, 습도, 풍속 뿐만 아니라 강우

량도 수목의 생리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중요

한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톤치드와 온

도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earson’s r)는 활엽수림 r=0.835 (p<0.001), 침엽수

림 r=0.875 (p<0.001)로 상관성이 매우 높았다. 습

도는 활엽수림 r=0.731 (p<0.001), 침엽수림 r=0.681

(p<0.001)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풍속은 활엽수

림, 침엽수림이 각각 r= –0.482 (p=0.004), −0.424

(p<0.012)로 음의 상관성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피톤치드와 기온, 습도, 풍속 등의 기

상자료를 기본인자로 하여 모델링을 한 값에 추가적

으로 1~3일 전의 강우량 자료를 보완하면 피톤치드

예측 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림을 찾는 휴

양·관광객에게 유익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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