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43(12), 1871～1880(2014)  http://dx.doi.org/10.3746/jkfn.2014.43.12.1871

방풍나물의 수확시기에 따른 부 별 향기성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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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Volatile Compounds Identified in Different Parts of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by Harv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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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dspace volatile compounds of leaf, stem, and root of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PJT) har-
vested in March and July were isolated, separated, and identified by using a combined system of solid phase micro-
extraction and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Identified numbers of volatile compounds were 72, 75, and 
63 in March PJT as well as 78, 73, and 69 in July, respectively. Total compounds identified from PJT consisted 
of alcohols (1～7), aldehydes (7～15), esters (1～4), hydrocarbons (5～9), ketones (1～2), monoterpenes (13～16), 
monoterpene alcohols (1～5), monoterpene aldehydes (2～4), monoterpene esters (1～4), monoterpene ketones (1～2), 
sesquiterpenes (16～24), and miscellaneous compounds (2～3). Major volatile compounds of PJT were monoterpenes 
at all harvest times and in all parts of PJT. The amounts of β-pinene in leaf and stem harvested in March were 
highest in monoterpenes, followed by α-pinene and β-myrcene. However, amounts of volatile compounds of mono-
terpenes in leaf and stem from July PJT were in the decreasing order of β-pinene, β-phellandrene, and β-myrcene. 
Of the 39 sesquiterpenes identified in PJT, (E)-caryophyllene in March leaf was the most abundant volatile compound, 
followed by acoradiene in March leaf, β-elemene, and α-copaene in July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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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의 거의 모든 부위에서 존재하는 정유는 식물의 종류

와 부위에 따라 독특한 향기와 향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같

은 식물종일지라도 기후, 토양조건 및 자생하는 지역에 따라 

구성성분이나 함량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1). 특히 정유 

성분은 스트레스 감소 및 심신 안정 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4), 근래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유들의 독특한 향기와 생리적 

기능을 지닌 식물성 천연 정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

며, 면역성 증가(5), 항암효과(6), 항산화 및 항균(7) 등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봄철에 살짝 데쳐 먹으면 향긋한 내음과 감칠맛이 나는 

방풍나물이 요즘 웰빙 바람을 타고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

고 있다. 방풍이라 부르는 식물은 방풍, 해방풍, 식방풍 3 

종류가 있다. 식방풍은 학명으로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이라 불리며, 미나리과의 식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높이는 60 cm 정도로 자란다. 식방풍의 성분은 

coumarin계 물질의 주성분으로 peucedanol, umbellifer-

one 등의 성분이 있음이 연구되었다(8). 식방풍은 갯기름나

물로도 불리는데, 갯기름나물은 어린 순, 연한 잎, 열매, 뿌

리 모두를 먹을 수 있으며, 잎과 줄기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볶아서 먹고 열매는 술을 담가 먹으면 피로회복, 

빈혈, 두통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 특히 노지 재배의 경우 

3∼4월의 방풍나물은 잎과 줄기가 연하므로 주로 나물 무침

이나 전, 튀김으로 많이 이용되며, 5월 이후 잎과 줄기가 

억세게 되면 장아찌로 주로 이용된다. 

국내에서 방풍에 관한 연구로는 방풍의 화학성분(9), 시

비와 피복이 갯기름나물(식방풍)의 수량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10), 식방풍 중의 coumarin 성분의 확인 및 정량(8), 

천식 마우스에서 식방풍의 알레르기 면역반응 조절 효과 연

구(11), 식방풍의 혈관성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12)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방풍나물에 대한 연구발표는 성분 및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향기성분은 건조한 뿌

리의 성분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13), 최근에

는 방풍을 약재가 아닌 나물로 섭취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방풍의 부위에 따른 독특한 향취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방풍나물을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

여 채취시기별, 방풍나물의 부위별로 향기 성분을 분석하여 

방풍나물을 여러 가지 산업에 이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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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수집 및 준비

방풍의 잎, 줄기, 뿌리는 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의 한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 방풍나물을 3월과 7월

에 각각 구매한 후 잎, 줄기, 뿌리를 잘게 잘라 40 mL vial에 

정확하게 2 g씩 취하여 -85°C에 동결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였다. 

방풍 휘발성분의 포집

방풍의 향기성분을 분석하기 전에 적합한 SPME(solid- 

phase microextraction) resin(Supelco, Bellefonte, PA, 

USA) 선택을 위한 실험을 하였다. 4종의 SPME resin 

[polydimethylsiloxane(PDMS)/ divinylbenzene(65 µm), 

carboxen/ polydimethylsiloxane(75 µm), polydimethyl-

siloxane(100 µm), divinylbenzene/ carboxen/ PDMS 

(50/30 µm)]을 사용하여 방풍시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가장 많은 휘발성분을 포집하는 carboxen/ polydimethyl-

siloxane(75 µm) resin을 선정하여 방풍의 휘발성분 분석

용 resin으로 사용하였다. 휘발성분 포집은 방풍 조직을 부

위별(잎, 줄기, 뿌리)로 잘게 자른 후 40 mL vial(Supelco)

에 약 2 g을 넣고 -85°C에 동결시킨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

하였다. 휘발성분 포집은 동결된 시료에 20초간 helium gas

로 vial 내의 공기를 치환하고 마개로 밀폐하였다. Heating 

mantle을 이용하여 시료 vial을 가온하여 60°C에 도달할 

때 SPME resin-needle을 vial의 headspace에 20분 동안 

노출시켜 휘발성 물질을 포집하고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GC/MS)의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GC/MS 분석방법

휘발성분의 주입은 240°C의 GC/MS(GSMS-QP2010, 

Shimadzu Co., Ltd., Kyoto, Japan) injection port에서 5분

간 탈착하여 휘발성분을 주입하였으며 splitless mode를 사

용하였다. 휘발성 물질의 분리는 ZB-5MS capillary col-

umn(30 m×0.25 mm i.d.×0.25 μm film thickness, Phe-

nomenex, Torrance, CA. USA)을 이용하였다. 이동상 기

체는 helium으로 유속은 0.8 mL/min, linear velocity는 

32.2 cm/sec, column pressure를 31.9 kPa로 설정하고 

oven 온도는 35°C에서 5분간 머무른 후, 200°C까지 4.0 

°C/min으로 승온하고 50분간 유지시켰다. MS 분석조건은 

capillary direct interface 온도가 220°C, ion source 온도

는 220°C, mass range는 40∼350 m/z, electron multi-

plier voltage는 1,000 V, MS ionization voltage는 70 eV 

그리고 scan rate는 1/sec로 하였다. 향기성분의 확인은 휘

발성분의 지체시간(retention indices, RI)(14)과 표준물질

의 지체시간이 일치하거나 휘발물질의 mass spectra와 

Wiley 8 mass spectral database(Shimadzu Co.)의 mass 

spectra를 비교하여 물질을 확인하였다. RI는 C6-C24(n- 

Paraffins, Sigma-Aldrich Co., Milwaukee, MN, USA)를 

이용하여 시료와 동일 조건에서 결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3회 반복하여 휘발성 물질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휘발물질의 양은 반복 실험한 측정값을 평균치로 나타내

었으며, 유의성 검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version 19)를 사용하여 P<0.05 수준에서 Dun-

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15).

결과 및 고찰

방풍나물의 부위별 휘발성 향기성분

3월과 7월에 수확된 방풍나물의 부위별 휘발성 향기성분

을 나타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Alcohol 류는 3월의 잎과 

줄기에서 많이 확인되었으나 7월에는 alcohol의 종류와 양

이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월 잎의 주요 alcohol 

성분은 (Z)-3-hexenol, 1-penten-3-ol로 나타났으며, 줄

기는 (Z)-3-hexenol, 뿌리는 β-citronellol 성분으로 나타

났다. 7월 잎 역시 (Z)-3-hexenol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3월과 비교해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선한 풋내음

을 내는 (Z)-3-hexenol은 풀 특유의 냄새에 관여한다고 하

여 leaf alcohol이라 불리고 명자나무(Chaenomeles ja-

ponica)의 주된 향기성분으로 밝혀졌으며(16), 두충잎(17), 

녹차(18), 야생더덕과 재배더덕(19) 등에 주요 휘발성분으

로 보고되었다. 또한 1-penten-3-ol은 아프리카 1년 초 식

물인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 풀잎에서는 butter, 

mild green(20)의 향을 가지며, blackberries의 경우 fruity, 

green(21)의 향 특성을 나타내고, 수산식품에서는 미생물

에 의한 부패에 의해 생성되거나 산화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한다(22,23). 3월 방풍나물 잎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휘발성 성분은 hexanol이었으나 7월에는 3월에 비해 낮은 

함량을 보였다. 3월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7월에 나타난 

성분은 butanol이었다. 3월에는 잎의 주된 성분이 (Z)-3- 

hexenol, 1-penten-3-ol, hexanol의 순서로 많았으며, 7

월에는 (Z)-3-hexenol, hexanol, 1-penten-3-ol의 순으

로 나타났다. 7월 줄기의 주된 alcohol 성분은 1-octen- 

3-ol 성분이었으나 3월에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1-Octen-3-ol은 여지(24), 송이버섯(25), 감자스낵

(26)에서 버섯 향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보고되었다.

Aldehyde 류의 경우 3월과 7월 모두 잎의 주성분은 (E)- 

2-hexenal, hexanal, 3-methylbutanal이었으며, 3월에는 

hexanal, (E)-2-hexenal 순으로 높았고 7월에는 (E)-2- 

hexenal, hexanal 순으로 나타났다. 줄기는 hexanal이 가

장 높았고, 뿌리에서는 대부분의 aldehyde 류가 잎과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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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Chung 등(13)은 방풍의 

건조 뿌리를 수증기 증류하여 얻은 essential oil의 휘발성

분을 분석한 연구에서 heptanal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나 

SPME로 휘발성 성분을 포집한 본 연구에서는 hexanal이 

가장 높은 뿌리의 휘발성분이었다. 반면 3월 방풍나물의 줄

기에서는 heptanal이 검출되지 않았고 잎에 비해 뿌리가 유

의적으로 높았으며, 7월에는 잎과 줄기에서는 전혀 검출되

지 않았으나 뿌리에서는 다른 aldehydes 류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Leaf aldehyde로 알려진 

C6의 (E)-2-hexenal과 hexanal 등 화합물은 국화과의 풋

풋한 향에 기여하고(27), methyl butanal 류는 달콤한 향에 

기여하는 물질로 보고되었다(28). (E)-2-Hexenal과 hex-

anal은 사과(29), 산초나무 잎 및 초피나무 잎(30) 등에서도 

검출되었다. (Z)-2-Hexenal은 풀냄새를 나타내는 물질로 

항균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31). 

확인된 ester 류의 휘발성 물질을 살펴보면 ethyl ace-

tate는 잎, 줄기, 뿌리에서 모두 검출되었으며 3월에는 잎에

서, 7월에는 뿌리에서 높게 나타났다. Ethyl acetate는 과일 

및 꽃잎 등에서 빈도가 높게 검출이 되는 물질로 휘발성이 

높아 최소감지농도가 낮으며, fruity, pineapple, sweet, 

pleasant 등의 향미 특성을 갖는다(32). 3월 방풍나물의 잎

과 줄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7월 잎과 줄기에서는 1- 

octen-3-yl acetate가 높게 나타났다. 1-Octen-3-yl 

acetate는 신선한 버섯 향을 나타내며 최소감지농도가 0.09 

ppm으로 휘발성이 높은 성분이다(33). 대부분의 ester 류

는 ethyl acetate를 제외하고는 3월보다 7월에 더 많이 나타

났다. 

Hydrocarbon 류는 잎, 줄기, 뿌리 세 부위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주성분이 hexane이었고 부위에 따라 양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수확시기에 관계없이 세 부위에서 모두 검

출된 성분은 3-methyl pentane, undecane으로 나타났다. 

Hydrocarbon 류는 모두 5∼9종 확인되었는데 hydro-

carbon은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을지라도 향미에 대한 영향

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34). Ketone 류의 경우 방풍에

서는 종류나 양적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Monoterpene은 탄소수가 10개인 terpene으로 식물체

에 존재하고 대부분 정유의 주요 성분으로 향료 원료로 이용

된다(35). Monoterpene 류는 총 20종으로 잎 15종, 줄기 

16종, 뿌리 15종이 검출되었으며, 3월과 7월 모두 세 부위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성분은 β-pinene으로 잎이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줄기, 뿌리 순이었다. 3월의 경우 잎과 줄기

에서 많이 검출된 성분으로는 β-pinene 외 α-pinene, β

-myrcene, p-cymene, dl-limonene이었으며, 잎이 줄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Monoterpene 

류는 다른 휘발성분에 비해 불안정하여 분해되기 쉬워 향미

가 부여된 식품에서 식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장성을 

낮추기도 한다(36). 예로서 limonene은 자동 산화되어 car-

vone과 carveol로 전환되어 terpene-like 불쾌취를 생성한

다(37). 또한 monoterpene의 수용액에 자외선을 조사할 때 

limonene과 terpinolene은 감소하는 반면 p-cymene은 증

가였다(38). 뿌리의 주된 성분은 역시 β-pinene이었으나 

잎과 줄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고(P<0.05), β-phellan-

drene 성분은 잎과 줄기에 없는 성분이나 뿌리에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α-phellandrene 성분은 잎과 줄기에 비

해 뿌리에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

다. Chung 등(13)은 방풍의 건조뿌리에서 α-phellandrene 

성분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 높게 나타났다. 3-Carene과 (Z)-ocimene은 잎에서만 

검출되었으며, α-thujene은 줄기와 뿌리에서만 검출되었

다. 7월의 경우 잎과 줄기에서 β-pinene 다음으로 높게 나

타난 성분은 β-phellandrene, β-myrcene 순이었으며, 뿌

리의 경우 camphene, β-pinene, p-cymene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Balsam 향 성분인 myrcene과 무색의 방향성 오

일로 강한 솔나무 향을 나타내는 β-pinene은 방풍에 향긋

한 좋은 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로즈마리, 

파슬리, 바질, 장미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β-pinene은 통증

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고, 항염증 작용(4,39), 항산화 및 항

균 작용(29)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imonene

은 감귤류에 함유된 대표적인 물질이며 강한 향기를 지니면

서 쉽게 휘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향료 및 essence의 

주요한 성분으로 이용된다(40). α-Pinene은 후추(41), 라임

(42), 올레오레진(43)에, β-caryophyllene은 계피(44)나 

인도산 후추(45)에 함유되어 있으며, β-phellandrene과 li-

monene은 항산화 작용(46,47), camphene은 항 돌연변이 

효과(48)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앞서 연구가 이루

어진 식물, 즉 생강과 생강나무(1), 천궁(49), 양하(50), 산초

나무 잎과 초피나무 잎(30), 사철쑥(51), 더덕(19), 홍화꽃

(52), 미나리(53), 배초향(54), 인삼(55), 수삼과 백삼(56), 

황벽, 황련, 애기똥풀(57)의 대부분에서 β-pinene, myr-

cene, α-pinene, γ-terpinene, p-cymene, limonene, α- 

phellandrene, γ-terpinene, β-caryophyllene, camphene 

등의 terpene 류가 종류나 양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주요 

향기성분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terpene 류가 방

풍의 주요 향기성분으로 방풍의 향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

로 판단된다.

Monoterpene alcohols은 lavandulol이 다른 성분에 비

해 3월 잎에서 많이 검출되었으나 다른 성분들은 비교적 낮

게 나타났다. Monoterpene aldehydes 역시 아주 낮게 나

타났다. Monoterpene esters는 sabinyl acetate가 3월의 

잎과 줄기, 7월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타났다. 비터멜론(58), 

망고(59), 향쑥(60) 등에서 sabinyl acetate가 확인되었는

데 salvia lavandulifolia의 정유에서 검출된 sabinyl ace-

tate는 설치류에서 낙태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61). 

Monoterpene ketones 또한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Sesquiterpene 류의 경우 3월과 7월 모두 잎에서는 (E)- 

caryophyllene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많이 검출



1878 정복미 ․신태선 ․허영란

Table 2. Compounds of chemical class identified in each part
of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Class of
compounds

March July
Leaf Stem Root Leaf Stem Root

Alcohols
Aldehydes
Esters
Hydrocarbons
Ketones
Monoterpenes
Monoterpene 

alcohols
Monoterpene 

aldehydes
Monoterpene 

esters
Monoterpene 

ketones
Sesquiterpenes
Miscellaneous

7
15 
1 
7 
1 

15 
4 

2 

2 

0 

16 
2 

3
11 
2 
7 
0 

13 
5 

3 

3 

1 

24 
3 

1
10 
4 
5 
0 

14 
3 

4 

1 

2 

16 
3 

5
14 
4 
8 
2 

14 
1 

4 

3 

0 

20 
3 

3
7 
3 
9 
0 

16 
3 

2 

4 

2 

21 
3 

2
9 
2 
9 
1 

15 
2 

4 

4 

2 

16 
3 

Total 72 75 63 78 73 69 

된 성분으로 3월에는 acoradiene, δ-cadinene이었으며, 7

월에는 germacrene D, β-cubebene으로 나타났다. 3월과 

7월의 줄기와 뿌리 모두 β-elemene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줄기의 두 번째의 주요 성분으로 3월에는 germacrene 

D, (E)-caryophyllene 순으로 높았고, 7월에는 α-copaene, 

(E)-caryophyllene 순으로 나타났다. 뿌리의 경우 다음 주

요 성분으로 3월에는 β-cedrene, (E)-caryophyllene이었

고, 뿌리는 (E)-caryophyllene으로 나타났다. (E)-Caryo-

phyllene은 향신료로 사용되는 백리향 잎에서 woody, oak 

(62), 산초에서는 pleasant plum, sweet 향으로 나타난다

(63). 또한 화장품이나 향신료의 원료로 이용되며(64), 향신

료 가운데 allspice, 계피 및 후추에 함유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65). β-Elemene은 주로 이뇨제, 두통해소를 조절하

며, 천연 항암성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66,67). Mono-

terpene의 경우 방향성이 높은 데에 비하여 sesquiterpene

은 향이 강하지 않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68), 본 연구의 

경우 monoterpene 류가 sesquiterpene 류보다 수적으로 

낮으나, 양적으로 보면 훨씬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어 방풍

의 향에 monoterpene 류의 성분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기타 성분으로 3월의 잎에는 2-ethylfuran, toluene 성분

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줄기와 뿌리에는 잎에 함유된 2- 

ethylfuran, toluene 외 2-sec-butyl-3-methoxypyrazine 

성분이 함유되었다. 7월에는 toluene이 세 부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잎과 뿌리가 줄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3월의 잎에는 β-pinene> α-pinene> β- 

myrcene> hexanal> dl-limonene> p-cymene> (E)- 

caryophyllene> (E)-2-hexenal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줄

기는 β-pinene> α-pinene> p-cymene> β-myrcene> dl- 

limonene> β-elemene> germacrene D> hexanal 순이었

다. 뿌리의 경우 β-pinene> β-myrcene> β-phellan-

drene> α-pinene> p-cymene> α-phellandrene> β-el-

emene> α-terpinene> β-cedrene 순으로 나타났다. 7월

의 잎은 β-pinene> β-phellandrene> β-myrcene> α- 

pinene> (E)-2-hexenal> α-phellandrene> hexanal> α- 

terpinene> γ-terpinene 순이었으며, 줄기는 β-pinene> 

β-phellandrene> β-myrcene> α-pinene> β-elemene> 

α-copaene> α-terpinene> γ-terpinene> p-cymene 순

으로 나타났다. 뿌리는 camphene> β-pinene> p-cym-

ene> α-thujene> α-terpinene> β-myrcene> β-elemene> 

α-phellandrene> hexane 순으로 나타났다. 

방풍의 수확시기별, 부위별 화합물

Table 2는 방풍의 수확시기별, 부위별로 전체 화합물의 

종류별로 확인된 휘발성분 수를 종합 정리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전체적으로 화합물의 수는 7월에 수확된 잎에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월에 수확된 줄기, 7월에 수확된 줄기 

순으로 나타났다. 3월에 수확된 방풍의 잎에는 sesquiter-

pene 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aldehydes 류와 mono-

terpenes 류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줄기와 뿌리에는 ses-

quiterpene 류, monoterpenes 류, aldehydes 류 순으로 

나타났다. 7월에 수확된 방풍의 잎은 sesquiterpene 류가 

가장 많고 aldehydes 류와 monoterpenes 류가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줄기는 sesquiterpene 류, monoterpenes 류, 

hydrocarbons 순으로 나타났다. 뿌리는 sesquiterpene 류

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monoterpenes 류로 나타났다. 

Chung 등(13)은 갯기름 나물의 건조된 뿌리의 향기성분을 

측정한 결과 65종의 화합물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3월에 63종, 7월에 69종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화합물의 종류 또한 동일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확지역, 건조 상태, 추출방법, 분석방법 등에 의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서 재배된 방풍나물을 3월과 7월에 

수집하여 잎, 줄기, 뿌리로 나누어 휘발성 향기성분을 SPME

법으로 추출하여 GC/MS로 분석하였다. 3월에 수확된 방풍

의 잎은 72종, 줄기는 75종, 뿌리는 63종이 동정되었고, 7월

에 수확된 방풍의 잎은 78종, 줄기는 73종, 뿌리는 69종이 

동정되었다.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alcohols(1∼7종), 

aldehydes(7∼15종), esters(1∼4종), hydrocarbons(5∼

9종), ketones(1∼2종), monoterpenes(13∼16종), mon-

oterpene alcohols(1∼5종), monoterpene aldejydes(2∼

4종), monoterpene esters(1∼4종), monoterpene ke-

tones(1∼2종), sesquiterpenes(16∼24종), 기타 화합물

(2∼3종)로 구성되었다. 방풍의 주요 휘발성 향기성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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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화합물에 비해 monoterpene 류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고 3월의 잎과 줄기는 β-pinene, α-pinene, β-myr-

cene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뿌리는 β-pinene, β-myr-

cene, β-phellandrene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월의 잎과 

줄기는 β-pinene, β-phellandrene, β-myrcene 순으로 높

게 나타났고, 7월의 뿌리는 camphene, β-pinene, p-cym-

ene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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