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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발성유기화합물

가. 정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은 낮은 분자량과 높은
증기압으로 상온에서 대기 중으로 쉽게 기화되어 가스형태로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을
의미한다.
VOCs의 끓는점은 0°C 이하에서부터 약 400°C의 범위를 보이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분류에 따르면 끓는점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화합물의
끓는 점이 낮을수록 휘발성이 높아지는데, 끓는점이 50–100°C 이하인 고휘발
성유기화합물(very volatile organic compounds, VVOCs), 50–100°C에서
240–260°C

사이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40–260°C에서

380–400°C

사이의 반휘발성유기화합물(semi-volatile organic compounds, SVOCs)로
분류되며, 입자상유기물(particulate organic matters, POMs)은 380°C 이상의
끓는점을 가진다(Wolkof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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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기화합물의 종류에 따른 끓는점 및 증기압
구분

끓는점(°C)

증기압(kPa)

고휘발성유기화합물

< 0

50–100

휘발성유기화합물

50–100

240–260

> 10-2

반휘발성유기화합물

240–260

380–400

10-2–10-8

입자상유기물

> 380

(Wolkoff, 1995)

VOCs는 식생, 토양 및 바다 등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생물 유래 휘발성
유기화합물(biogenic VOCs, BVOCs)과 화석연료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방출되는

인위적

휘발성유기화합물(anthropogenic

VOCs,

AVOCs)로 구분될 수 있다. 대표적인 BVOCs는 isoprene, α-pinene, β-pinene,
limonene 등이 있으며, AVOCs는 toluene, benzene, xylene, ethylbenzen 등이
있다. 구체적인 BVOCs의 종류는 2장에 소개되어있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VOCs의 농도는 AVOCs보다 BVOCs가 높게 나타난다.
전지구적 BVOCs의 방출량은 약 1150 Tg C로 총 VOCs 중 92%를 차지하며,
AVOCs의 방출량은 최대 100 Tg C로 9%에 불과하다(Singh & Zimmerman,
1992;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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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요성
숲은 BVOCs 방출원이며, 특히 도시숲은 사람들의 생활권 주변에 존재하므로 그
중요도가 높다. 숲의 BVOCs 방출량이 높게 추정되면서, BVOCs가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수목에서 방출되는 BVOCs는 수목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BVOCs 물질 중 일부는 수목의 번식 및 생장을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VOCs를 흡입함으로써
항산화, 항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뇌기능 증진, 신체 이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limonene과 pinene 종류의 BVOCs는 건강 증진 효과에서 중요한
물질로, 이는 항종양 효과를 발휘하는 cytokenes, 염증 매개체, 신경 전달 물질 등의
분비를 조절하며, 이를 통하여 염증 및 고통 완화의 효과를 가져오며 활력 증진,
수면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tonelli et al., 2020).
VOCs는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오존과 미세먼지의 전구체인
이차유기에어로졸(secondary organic aerosol, SOA)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BVOCs는 대기 중 메탄,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전지구적 기후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다. BVOCs에 의하여 생성된 에어로졸
입자는 빛을 산란시키거나 흡수하여 대기 중 온도에 영향을 미치며, 에어로졸이 구름
응축핵으로 성장되어 대기 온도 및 강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기 중
BVOCs의 광화학 반응에 따라 대기의 산화 능력이 변화되고 이는 메탄의 잔류 시간
및 다른 이차 에어로졸의 생성에도 영향을 미친다(Unger, 2014).
한편, 대기오염은 인간의 건강 및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도심지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 중 오존
농도는 1989년 관측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 주의보 발령 건수도
2015년 33건에서 2019년 60건으로 증가하였다. 미세먼지 농도는 큰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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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미세먼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일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2015년 0일이었던 PM2.5 ‘매우 나쁨’ 일수가 2019년 9건으로 증가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 2020; 그림 1).

그림 1. 2015–2019년 전국 오존경보 발령일수(a) 및 미세먼지 ‘매우나쁨’ 등급 일수(b)
(국립환경과학원, 2020)

이러한 대기오염의 증가로 BVOCs의 오존 및 미세먼지 생성 기여 등 부정적인
영향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BVOCs가 얼마나
대기오염물질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대기화학적 접근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숲은
대기오염물질을 흡수 또는 흡착하여 정화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숲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생성 및 저감의 두가지 기능 모두를 고려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료에서는 BVOCs의 개념, 수목에 의한 방출 특성,
이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과 저감 기능을 포함한 기능 평가 연구 등 BVOCs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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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물 유래 휘발성유기화합물
1) 종류
BVOCs는 약 30,000개의 종이 보고되었으며(Lun et al., 2020), 토양 미생물에
의하여 방출되는 메탄과 식물에 의하여 방출되는 비메탄휘발성유기화합물
(non-methane volatile organic compounds, NMVOCs)로 구분할 수 있다
(Steinbrecher al., 2004). 메탄은 반응성이 낮아(Steinbrecher al., 2004) 대기
중 SOA 생성 기여도가 낮다. 그러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메탄의 총량이 많으므로
전지구적 에어로졸 발생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ianchi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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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soprenoids의 분류
분류

탄소 수

종류 예시

hemiterpenes

5

isoprene, methylbutenol (MBO)

monoterpenes

10

α-pinene, β-pinene, menthol, camphor,
limonene, cineole

sesquiterpenes

15

β-caryophyllene, abscisic acid

diterpenes

20

gibberellins, phytole, tocopherole, retinol

triterpenes

30

sterols, saponins

tetraterpenes

40

carotenoids

prenols, polyterpenes

45 이상

plastochinone, ubichinone, india rubber

(Kesselmeier & Staudt, 1999; Li & Sharkey, 2013)

비메탄휘발성유기화합물 중 isoprenoids는 C5 단위의 단일체 또는 복합체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포함하고 있는 탄소 단위에 따라 표 2와 같이 분류된다
(Kesselmeier & Staudt, 1999).
그 중에서도 isoprene 및 monoterpenes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양이 많아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monoterpenes은 α-pinene,
β-pinene, sabinene, limonene 등이 있으며, sesquiterpenes는 상대적으로 그
방출량이 적으며, 대표적으로 β-caryophyllene, α-farnesene 등이 있다
(Kesselmeier & Staudt, 1999).
산소원자를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합물(oxygen-containing VOCs, OVOCs)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기 중에서 산화과정을 거쳐
탄화수소의 산화물로서 형성되기도 한다. OVOCs는 alcohols, carbonyls,
유기산(organic acid), 질산과산화아세틸(peroxyacyl nitrates), green leaf
volatiles (GLVs) 등을 포함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isoprenoids보다 반응성이
높으며, 증기압 및 휘발성이 낮아 대기 중에서 가스보다 입자 형태로 존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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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 생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크다(Mellouki et al., 2015). 특히,
formaldehyde와 같은 짧은 사슬의 aldehydes나 acetaldehyde, propionaldehyde
등은 방출량은 적으나 대기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Mellouki et al., 2015).

2) 합성
식물체 내에서 BVOCs가 합성되는 경로는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이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Isoprenoids를 합성하는 경로는 mevalonate (MVA) 경로 또는 2-C-methyl-D
-erythritol 4-phosphate (MEP)의 2가지가 있다. sesquiterpenes는 세포액에서
주로 발생되는 MVA 경로로, 그 외 isoprene을 포함한 hemiterpenes,
monoterpenes, diterpenes 등은 색소체에서 주로 발생되는 MEP 경로를 통하여
그

전구체가

생성된다.

Isoprenoids의

대표적인

전구체는

isopentenyl

diphosphate (IPP) 및 dimethylallyl diphosphate (DMAPP)가 있다. MVA
경로는 IPP만을 생성하고, MEP 경로는 IPP와 DMAPP를 6:1의 비율로 생성한다.
따라서 두 경로 모두 IPP와 DMAPP를 전환시켜 평형을 조절하는 isopentenyl
diphosphate isomerase (IDI)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2가지 경로에서 다양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는 이유는 terpene 합성 효소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효소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Terpene 합성 효소는 하나의 기질에서 많은
물질을 생성하며, 많은 효소들이 하나 이상의 기질과 작용한다(Dudareva et al.,
2013).
GLVs는 oxylipin 경로의 하이드로과산화물 분해효소(hydroperoxide lyase)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Oxylipin은 지방산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식물의 방어 및 발달 기작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먼저,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하여
galactolipid로부터

α-linolenic

acid와

α-linolenic

acid가

방출되고

lipoxygenases (LOXs)에 의하여 방출된 지방산들의 산화 반응이 촉매된다. 이러한

❚ 11 ❚

수목의 생물 유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특성과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화 과정에서 하이드로과산화물 분해효소에 의하여 C6 및 C9의 휘발성
aldehydes가 생성된다. 이러한 포화되거나 포화되지않은 C6/C9 aldehydes,
alcohol, ester가 GLVs로 분류된다(Scala et al., 2013). LOX 경로가 시작되는
α-linolenic acid와 α-linolenic acid의 전구체는 해당과정의 최종산물인 pyruvic
acid으로부터 생성되는 acetyl-CoA이므로 이 물질의 양에 의하여 GLVs 생성량이
좌우된다(그림 2, Dudareva et al., 2013).
Benzenoids, phenylpropanoids 등의 방향족 화합물은 shikimate (SHI)
경로를

통하여

생성된다.

이

경로의

전구체는

방향족

amino

acid인

phenylalanine (Phe)로, 이는 7개의 효소 반응과 arogenate 경로와 연결된다.
Phe는 해당과정 및 오탄당인산경로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또는 최종 산물로부터
생성된다(그림 2). 전구체인 Phe는 색소체에서 합성되고 색소체 외부에서
휘발성화합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Dudareva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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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VOCs 합성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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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지구적 방출량
식물에 의하여 방출되는 BVOCs 중 isoprene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monoterpenes가 많이 방출된다(Lun et al., 2020). IPCC 3차 보고서에
초기에 제시된 전지구적 isoprene 방출량은 250 Tg C year-1(Müller, 1992)
이었으며, 이후 MEGAN 모델을 통하여 최대 530 Tg C year-1(Guenther et al.,
2006; 2012)으로 추정되었다. Monoterpenes의 경우에는 최대 30 Tg C
year-1에서 150 Tg C year-1로 보고되었다(Arneth et al., 2008; Guenther et
al., 2012).
전지구적 방출량 패턴은 Sindelarova et al. (2014)에서 MEGAN 모델을
이용하여 전지구적인 BVOCs 방출량을 추정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총 BVOCs 방출량은 760 Tg C yr-1이며, isoprene은 594
Tg C yr-1로 70%를 차지하고, monoterpenes는 95 Tg C yr-1로 11%를 차지한다.
또한 총량 대비 methanol은 6%, 기타 VOCs는 14%의 비율을 보인다.
Monoterpenes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 α-pinene이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trans-β-ocimene 23%, β-pinene 17%,
limonene 9%, sabinene 7%, 3-carene 6%, myrcene 3% 순이다.
전지구적 isoprene 방출량의 56%가 열대 남부지방에서 방출되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열대 북부지방(32%), 온대 북부지방(7%), 온대 남부지방(4%) 북극(1%
미만) 순으로 방출량이 높다. Monoterpenes의 경우 열대 남부 지방에서 48%, 열대
북부지방에서 32%, 온대 북부 지방 13%, 온대 남부 지방 3%, 북극 2% 미만 순으로
방출량이 나타나며, 북반구와 남반구의 방출량이 유사하다(Sindelarova et al.,
2014). Isoprene과 monoterpenes 모두 열대 활엽수림이 주 방출원이다(각각
84.5% 및 77%). 그 외 생태계 유형에서는 isoprene 방출량의 경우 온대 관목지
10%, 냉대 및 온대 초지 4%, 한대 침엽수림 1.5%의 비율을 차지이며,
monoterpenes 방출량의 경우 관목 및 침엽수림 15%, 초지 0.5%의 비율을

❚ 14 ❚

2. 수목의 휘발성유기화밥물 방출

차지한다. 온대 북부 지방과 북극 지역에서는 isoprene보다 monoterpenes의
방출량이 많다(그림 3, Sindelarova et al., 2014).

그림 3. 1월(위) 및 7월(아래)의 isoprene(a)와 monoterpenes(b)의 방출량(mg m-2
day-1) 지역별 분포도 (Sindelarova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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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
식물에 의하여 방출되는 VOCs는 식물 생장, 생식 등에 관여하며, 초식자 및
병원균으로부터의 방어, 식물 간 신호 전달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soprenoids는 식물체 내 세포막, 광합성 색소, 전자전달계 및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써 식물의 생장에 관여한다. Isoprene은 엽록소 및 카르테노이드 색소의
합성을 촉진한다(Zuo et al., 2019). 또한 고온에 의한 세포막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등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광합성 기구를 보호하여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Kesselmeier & Staudt, 1999). 식물 생장 이외에도 열매가 숙성되면서
ethylene이 방출되는데, 이는 숙성 과정에서 과육이 부드러워지고, 색이 변화하며,
향을 내는 과정을 조절한다(Kesselmeier & Staudt, 1999)
꽃은 다양하고 많은 양의 VOCs를 방출하여 생식을 위한 꽃가루 및 종자를 널리
퍼트리기 위하여 곤충, 새 등의 매개자를 유인한다(Kesselmeier & Staudt, 1999).
방출되는 VOCs의 종류와 양은 종마다 달라 각 종에 관여하는 매개자만을 유인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종간 생식적 격리가 이루어진다. 생식을 위해 방출되는 VOCs는
매개자의 유인뿐 아니라 식물의 생식기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꽃을 먹는
섭식자나 피해를 일으키는 균류로부터 방어하고, 이미 수분된 꽃에 꽃가루 매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Dudareva et al., 2013). 한편, 한 연구에서는 isoprene이
개화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여

생식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보고되었다(Terry et al., 1995).
일반적으로 식물이 섭식 또는 병원균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어 기작으로써
BVOCs의 합성량과 방출량을 증가시킨다. 주로 monoterpenes나 GLVs가
대표적인 방어 기작 물질이며, 이는 단일 물질로 기능을 하기도 하고 여러 물질의
혼합에

의하여

특정

기능을

하기도

한다(ul

Hassan

et

al.,

2015;

Laothawornkitkul et al., 2009). 이러한 물질들은 초식동물이 섭식을 하지
못하도록 특정 냄새를 풍기거나 맛을 내고, 곤충의 섭식 또는 산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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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다. 일부 물질은 초식동물이나 곤충에게 직접적으로 독성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부 BVOCs는 수목에 의해 방출되는 살균 및 살충 효과를 내는 물질인
피톤치드로 분류될 수 있다(Antonelli et al., 2020). 또한 식물체 내로 세균 또는
균류 병원균이 침투하거나 내부에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어한다. 한편, 방어 기작에
관하여 monoterpenes나 GIVs에 비하여 isoprene의 기능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isoprene은 초식동물의 섭식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보고된 사례도
있다(Laothawornkitkul et al., 2008).
식물은 생물적 또는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작의 일부로 주변 다른
식물에게

신호를

보내는

타감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신호전달물질

역시

monoterpenes 및 GLVs가 주요 성분이다. 스트레스에 의해 BVOCs가 방출되고
이는 공기를 통해서 주변 식물들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 방어를
위한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식물들이 방어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이러한 방어 프라이밍(defence priming)에 의하여 섭식 또는 병원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방어 활성도를 높일 수 있다(Kesselmeier & Staudt, 1999; ul
Hassa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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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목의 BVOCs 방출 특성
1) 수목의 형태에 따른 방출 특성
수종에 따라 방출되는 BVOCs의 종류와 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주로 isoprene은
활엽수에서 방출되고 monoterpenes는 침엽수에서 방출된다(Li & Sharkey,
2013).
국내에서 보고된 수목의 BVOCs 방출량을 조사하여 그 평균값을 표 3에
제시하였다. Isoprene의 방출량은 수종에 따라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졸참나무에서 35.27 µg gdw·h-1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갈나무(24.65 µg gdw·h-1),
물참나무(12.00 µg gdw·h-1), 갈참나무(11.85 µg gdw·h-1) 등 참나무류에서
방출량이 많았다. Monoterpenes 방출량은 8개의 수종에서 0.06-4.29 µg
gdw·h-1의 범위를 보였으며, 삼나무에서 가장 높았다. 알데하이드 방출량은 5개의
수종에서 0.40-1.24 µg gdw·h-1의 범위를 보였으며, 상수리나무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isoprene은 체내에서 합성 후 바로 방출되지만, monoterpenes 또는
sesquiterpenes 등은 종류에 따라 합성 후 바로 방출되기도 하고, 수지구(resin
duct),

선모(glandular

trichome),

샘(gland)

등에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방출되기도 한다(Fineschi et al., 2013). 따라서 수지구 등의 큰 저장소가 있는
침엽수는 많은 양의 terpenes를 저장하고 방출한다. 특정한 저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식물체 조직 내부에 지질 또는 액체상의 형태로 terpenes를 저장한다. 침엽수와
활엽수의 저장능력의 차이에 의하여 온도 및 광조건에 따른 BVOCs의 방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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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종별 평균 BVOCs 방출량
BVOCs 종

Isoprene

Monoterpenes

Aldehydes

수종

방출량(μg gdw·h-1)

n

갈참나무

11.845

5

굴참나무

0.013

2

느티나무

0.003

1

때죽나무

4.940

1

물참나무

12.000

1

벚나무

0.003

1

상수리나무

0.240

5

서어나무

0.760

2

신갈나무

24.647

10

은행나무

0.003

1

졸참나무

35.274

6

곰솔

1.340

1

구상나무

1.860

1

리기다소나무

0.064

2

삼나무

4.285

2

소나무

0.770

13

잣나무

0.251

6

전나무

1.890

1

편백

0.801

2

굴참나무

1.187

2

상수리나무

1.241

1

소나무

0.467

1

은행나무

0.603

2

잣나무

0.397

3

(김조천 등, 2004a; 김조천 등, 2004b; 김지용 등, 2005; 김형철 등, 2010; 김형철 등, 2012; 손윤석
등, 2006; 손윤석 등, 2012; 임용재 등, 2004; 지동영 등, 2002; Kim et al., 2005; Kim et al.,
2020; Lim et al., 2008; Lim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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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목의 BVOCs 방출량은 연령 또는 잎의 발달 과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임령 이외의 모든 조건이 유사한 연구 대상지에서 수행된 Street et al. (1997)의
연구에 따르면 성숙림보다 유령림에서 terpenes 방출량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Kim et al. (2005)의 연구에서는 수종에 따라 연령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삼나무와 소나무는 모든 계절 동안 연령이 높은 수목의 terpenes
방출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편백은 60년생보다 20년생에서 방출량이 더
높았다. 이는 연령에 따라 수목의 생리적 활성,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 등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Isoprene 또는 monoterpenes 등을 합성하는 효소의 활성은
잎의 생장에 따라 증가하고 노화와 함께 감소한다. 이러한 합성 속도의 차이에 따라
그 방출량도 변화하게 된다.

2) 방출 특성의 영향 요인
온도와 광량에 따라 수목의 BVOCs 합성과 방출 속도가 달라진다. Isoprene 및
저장되지 않는 terpenes는 이의 합성 속도와 방출 속도가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BVOCs의 합성에 영향을 주는 온도 및 광과 더불어 확산에 대한 영향도
받는다(그림 4, Li & Sharke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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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온도 및 광에 따른 BVOCs 방출량 변화
(Laothawornkitkul et al. 2009의 변형)

일반적으로 광합성은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40–45°C에서 감소하며,
광량에 따라 증가하다가 광포화점에 도달하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처럼 온도와
광량의 변화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광합성 산물인 glyceraldehyde-3phosphate의 양과 adenosine triphosphate (ATP) 및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NADPH)의 유효도를 결정한다. 또한 온도의 변화는
수목의 호흡 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pyruvic acid (피루브산)과 같은 해당과정
산물의

양을

조절한다.

glyceraldehyde-3-phosphate와

pyruvic

acid은

isoprene 및 terpene류의 합성 전구체인 IPP와 DMAPP를 합성하기 위한 중간
물질이므로 BVOCs 합성에 영향을 미친다(Niinemets et al., 2004).
BVOCs의 합성은 합성 효소의 활성에 따라 변화하며, 전구체 물질의 농도에
의하여 조절되기도 한다(Laothawornkitkul et al., 2009). Isoprene의 합성 속도는
온도에 따라 증가하다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한다. 온도와 함께 합성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효소 활성 증가와 광합성 산물로부터 생성된 isoprene 전구체 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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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들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것은 고온에 의한 효소
손상과 전구체 물질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피드백 작용으로 합성 속도가 제어되기
때문이다(Rasulov et al., 2010).
Isoprene 및 저장되지 않는 terpenes와 다르게, 식물체 내에 저장되는
terpenes는 액체상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조직 내부에서 기체상으로 확산되어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Monson, 2013). 따라서 이러한 물질의 합성
속도는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온도와 광량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 방출 속도는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받는다(그림 4). 저장된 terpenes의 방출은 이의 합성 속도와
일치되지 않으며, 주로 광에 독립적이고 온도에 대한 영향만 받는다(Li & Sharkey,
2013). 온도 변화는 BVOCs 물질의 휘발성과 관련되어 있어 방출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Grote et al., 2013).
따라서 저장소가 작은 isoprene 방출 활엽수는 온도 및 광에 따른 BVOCs의 합성
속도와 함께 방출 속도가 변한다. Terpenes를 주로 방출하며, 저장소가 큰 침엽수는
온도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출 속도가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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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변이 및 계절적 변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목의 생장과 온도 및 광량의 조건에 따라 수목의 BVOCs
합성과 방출 속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하루 동안 또는 계절에 따라 BVOCs 방출량도
변화한다. 먼저, BVOCs 방출량의 일변화를 보면 이는 해가 뜨고 온도가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다가 일몰과 함께 다시 감소한다(그림 5).

그림 5. Monoterpenes(보라색) 및 sesquiterpenes(빨간색)의 모의 방출량, 광량(초록색)
및 온도(파란색) 일변이 (Staudt et al., 2011)

Isoprene은 온도와 광에 영향을 받아 합성되며 저장되지 않고 방출되므로 밤에는
방출이 되지 않는다. Isoprene은 일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방출되나 isorpene과
반응성이 높은 OH기가 늦은 오후부터 빠르게 감소하면서 광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isoprene이 대기에 축적되어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반면, monoterpene은
식물체 내 저장소에 저장되므로 밤에도 방출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합성되는
물질이 없고, 저장된 monoterpene의 방출에 영향을 주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방출량이 감소한다. Monoterpene은 OH기, O3와 반응성이 높은데 밤에는 광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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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두 물질의 농도가 낮으므로 대기에 축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monoterpene의 대기 중 농도가 밤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기도 한다(Atkinson, 2000; Genard-Zielinski et al., 2015; Staudt et al.,
2011).
BVOCs 방출량의 계절적인 변화는 계절에 따른 환경 조건의 변화와 개엽부터
낙엽까지의 식물 생장 변화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환경 조건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BVOCs 합성 및 방출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 및 광량 조건에
도달하게 된다. 식물 생장의 측면에서 보면 봄철 개엽과 여름철 생장으로 이 시기에
BVOCs 방출량이 증가한다. 봄철 유화 과정 또는 가지 신장의 과정에서 눈과 어린
잎이 주요 BVOCs 방출원이며, 침엽수의 경우 개엽시기에 눈과 잎에서
monoterpene 및 methanol 등을 많이 방출한다(Alto et al., 2014). 여름 동안
isoprene 및 monoterpene의 방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잎의 생장이 증가함에 따라
BVOCs 합성량도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Niinemets et al., 2010).
미시간 북부의 활엽수림에서 계절에 따른 BVOCs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methanol은

잎의

확장하는

시기인

봄에

가장

높았으며,

acetone

및

acetaldehyde는 잎의 노화 및 분해가 일어나는 가을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isoprene은 여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Karl et al., 2003). 스웨덴 한대림의 Picea

abies를 대상으로 BVOCs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6월부터 9월 중
isorpene,

monoterpene,

sesquiterpene의

방출량은

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monoterpene이 65%를 차지하였다(Wang et al., 2017).
국내에서 삼나무, 소나무, 편백을 대상으로 monoterpene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봄에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여름에 높았다(Kim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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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VOCs 방출량 측정
수목의 BVOCs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챔버를 이용하여 방출되는 물질을
포집하여 그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챔버의 형태 및 측정 방법은 다양하며,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페쇄형 챔버(enclosure chamber)는 수목 잎 또는 가지 단위에서 BVOCs
방출량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그림 6). 폐쇄형 챔버는 공기가 순환되지
않거나 순환되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스가 순환되지 않는 챔버는 내부의
VOCs가 축적되는 시스템으로 낮은 농도의 BVOCs를 방출하는 수종을 대상으로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장기간 측정하면 챔버 내부의 온도와 습도는 증가하고
CO2 농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가지 주변의 환경과 달라진다. 따라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불가능한 폐쇄형 챔버는 단기간의 측정만 가능하다. 공기가 순환되는
시스템은 일정한 유속으로 가스를 지속적으로 주입 및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챔버
내로 주입되고 배출되는 공기의 가스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따라서
완벽한 밀폐, 안정적인 가스 농도 및 환경 조건, 균일한 공기의 혼합 등이 요구된다.
크기가 작고 공기가 잘 혼합되는 챔버의 경우 빠르게 안정적인 조건에 도달한다.
지속적인 공기의 흐름을 통하여 챔버 내부 환경이 변하는 문제를 조절할 수
있다(Kolari et al., 2012; Niinemets et al., 2011; Tholl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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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양한 형태의 BVOCs 측정용 폐쇄형 챔버
(Niinemets et al., 2011)

자동개폐형 챔버는 빠르게 측정하는 가스 분석기와 연결하여 측정이 이루어지는
짧은 기간 동안에만 챔버가 자동적으로 닫히는 형태이다. 이는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챔버가 닫혀있지 않아 주변 환경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장기간의
측정이 가능하며, 반복적인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챔버는 초단위로 측정하는
가스 분석기 PTR-MS (proton transfer reaction mass spectrometer)의 발달로
가능해졌다(Kolari et al., 2012; Tholl et al., 2006).
챔버 내 BVOCs를 측정하는 방법은 흡착 튜브에 휘발성 물질을 흡착시킨 후
실험실에서 추출 또는 열 탈착으로 분리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하거나,
앞서 언급한 가스 분석기 PTR-M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흡착 튜브는 얇은 유리 또는 금속 튜브 내부에 휘발성 물질을 잡을 수 있는
흡착 물질이 들어있다. 흡착 튜브는 그 구성 물질에 따라 다양한데 분석하고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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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과 측정 조건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BVOCs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흡착 튜브를 사용하여 그 물질들을 구분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시간 분석 장비는 H3O+를 주요 시약 이온으로 이용하여 휘발성 가스의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장비이다. 이는 초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며, isoprenoid뿐
아니라 aldehydes, alcohols, ketones 등 다양한 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간 분석 장치는 동일한 분자량의 물질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연구 목적에 따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Niinemets et al., 2011; Tani
et al., 2003; Tholl et al., 2006).
또한 모델식을 통하여 수목 수준에서의 BVOCs 방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 표준
방출량을 통하여 다양한 온도 또는 광도에서의 방출량을 계산하거나 현장에서
실측한 결과를 통하여 표준 방출량을 역추적할 수 있다. BVOCs 표준 방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조건은 온도 30°C, 광도 1000 µmol m-2 s-1이다. 따라서
Guenther et al. (1993)에 보고된 isoprene 및 monoterpenes의 방출량 계산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Isoprene 방출량은 광도와 온도의 영향을 받으며, 습도, CO2 농도, 기공전도도의
영향은 적다. 따라서 isoprene 방출량(  )은 표준 조건에서의 방출량(   )에 광도(  )
및 온도(  ) 인자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식 1).

   ∙  ∙ 

(1)

광도 및 온도 인자는 식 2 및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산출한다. 이 때 사용된 계수는
일부 식물 종(eucalyptus, sweet gum, aspen, velvet bean)을 대상으로 계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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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도   
  
  
    
exp 


  
    
  exp 


(3)

  온도  
  표준온도 
     
     
     
   
반면, monoterpenes의 방출량(  )은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표준 온도(   )에서의 방출량(   )에 계수(     )를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산출된다. 이 때 사용되는 계수는 수종 및 monoterpenes의 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0.057–0.144 K-1의 범위를 보인다.

    ∙ exp      

(4)

모델을 통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수목의 BVOCs 방출량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많은 수종을 대상으로 표준 방출량을 측정하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도시숲에서의 대표 수종을 대상으로 표준
방출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묘목의 BVOCs 표준 방출량
측정 방법을 정립하였다(BO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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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묘목의 BVOCs 표준 방출량 분석을 위한 실험법

1. 실험 재료
가. 테들러백(Tedler bag)
 재질: PVF (polyvinyl fluoride)
 사이즈: 1,000 ㎝ × 2,000 ㎝ (약 400 L)
 밸브(cock): 상부 3 개, 하부 2 개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포집 펌프
 모델명: MP-∑30KNⅡ
 유량 범위: 0.05–0.5 L min-1
 포집량: 1 L

다. 폼알데하이드 포집 펌프
 모델명: MP-∑100KNⅡ
 유량 범위: 0.1–1.5 L min-1
 포집량: 10 L

라. 고순도 Air 가스
 구성: 고순도 공기(99.999%)

마. 유량계
 모델명: KMF-200
 유량 범위: 0–200 LPM

바. 온습도계
 측정 범위: 온도 0–60°C, 습도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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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BVOCs 분석용 흡착관
 입자크기: 0.18–0.25 mm (60–80 mesh)
 흡착물질: Tenax TA (2.6-diphenylene oxide)
 재질: 스테인리스강관

아. Aldehyde 카트리지
 흡착물질: 2,4-dinitrophenylhydrazine (DNPH)

자. 오존 스크러버
 충전물질: 고순도의 요오드칼륨(KI)
 적외선 온도계
 측정 범위: -40–800°C

그림 7. 묘목의 BVOCs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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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가. 묘목 준비
1) 동일한 수종의 묘목 3 본을 준비한다.
2) 광원으로부터 수관 상층부까지의 거리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수관 상층부가
바닥으로부터 1.5 m 에 위치하도록 높이를 조정한다.
3) 화분 및 토양 부분은 AVOCs 가 적게 방출되는 랩을 이용하여 밀봉시켜 다른
오염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나. 테들러백 세척
1) 실험 전 테들러백은 오븐을 이용하여 60°C 에서 4 시간 동안 세척한다.

다. 시료 채취 및 분석
1) 테들러백 준비하고 끝단으로부터 10 cm 위치에 클립으로 밀봉한다.
2) 테들러백에 고순도 Air 를 20 L min-1 유량으로 15 분간 주입하여 300 L
채운다.
3) 광도 1000 µmol m-2 s-1 및 온도 30°C 에 30 분간 노출시킨다.
4) 포집펌프 및 흡착관/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Blank 시료
채취를 위하여 BVOCs 는 0.1 L min-1 유량으로 10 분간 1 L 채취하고,
aldehyde 는 1 L min-1 유량으로 10 분간 10 L 채취한다.
5) Blank 시료 채취 후 밀봉한 테들러백을 열어 내부 공기를 제거한다.
6) 수관 상층부의 높이를 조절한 묘목을 테들러백에 온습도계와 함께 넣고
동일한 방법으로 밀봉한다.
7) 고순도 Air 를 테들러백에 20 L min-1 유량으로 주입하고, 고순도 Air 가
가득 차기 전 유량을 2–3 L min-1 으로 조절한다.
8) 테들러백 상단 밸브 하나를 열어 배출되는 혼합가스 유량을 확인한다.
9) 밸브에서 나오는 고순도 Air 의 유속이 1–2.5 L min-1 유량으로 나오는
시점부터 광도 1000 µmol m-2 s-1 및 온도 30°C 에 60 분간 노출시킨다.
60 분 노출 시 주입되는 고순도 Air 유량은 2–3 L min-1 으로 유지한다.
10) BVOCs 시료 채취 유량은 blank 시료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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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료 채취가 끝난 후에는 밀봉한 테들러백을 열어 묘목을 꺼내고 잎 및 토양
온도를 측정한다.
12) ATD/GC/MSD 를 이용하여 흡착관에 채취된 시료를 분석하여 포집된
BVOCs 의 양을 측정한다.
13) 실험에 사용된 묘목 잎의 총 엽면적 및 건중량을 측정하고 단위면적당
BVOCs 방출량을 산출한다.

그림 8. 표준 조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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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OCs의 기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식물은 생물적 또는 비생물적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하여 고정된 탄소의 일부를 BVOCs 합성에 이용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환경 하에서 식물이 방출하는 BVOCs의 양과 종류가 변화하며, 이는 수종 및
스트레스의 원인 및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Fineschi et al., 2013).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초기 반응으로는 methanol, LOX 등과 같은 짧은
사슬의 alcohols 또는 aldehydes 등의 BVOCs가 방출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monoterpenes, sesquiterpenes 등의 다양한 terpenes 화합물이 합성되며,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받은 잎 등의 부위 이외에서도 스트레스에 의한 BVOCs
방출에 변화가 나타난다(Niinemets, 2010).
Niinemets (2010)에서 제시한 스트레스에 대한 BVOCs 방출의 일반적인 반응은
표 4에 나타내었다. 단기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그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수목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BVOCs 방출이 증가시키거나, 생리적 활성 감소로
BVOCs 방출량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BVOCs 방출량의 변화는 단기
스트레스에 대한 수목의 적응 결과이다. 광 조건의 변화 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하여 수목의 적응은 4–6일 정도 소요되나, monoterpenes과 같은 일부
물질들은 적응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 또는 극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수목의 BVOCs 방출량은 대체로 감소하게 된다. 상처 또는 초식에 의한
장기 스트레스에서의 증가는 피해를 받은 잎 이외의 잎에서 증가된 것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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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받은 잎에서는 감소하였다. 따라서 오존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기
스트레스에서 BVOCs가 감소하였다. 한편, 스트레스 이후의 반응은 수목이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4. 스트레스의 지속 기간 및 종류에 따른 BVOCs 방출 반응
스트레스

급성 반응

만성 반응

회복기

고온

변화없음

감소

증가, 감소, 변화없음

건조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염해

변화없음

감소

증가

차광

감소

감소

감소

오존

감소, 변화없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상처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초식동물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균류 침투

감소, 변화없음

감소

감소

(Niinemets, 2010)

수종에 따라 방출되는 BVOCs 종이 다양하고, 각 BVOCs 종별 방출량도 다르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따른 BVOCs의 변화도 하나의 반응으로 고정될 수 없다.
스트레스 하에서 방출량이 증가하는 BVOCs도 있으나 감소하는 BVOCs도
존재하며, 스트레스 이전에는 방출되지 않던 종류의 물질이 새로 합성되어
방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다양한 스트레스 발생 시 BVOCs 방출량 및
다양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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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온
고온에 따른 BVOCs 방출량의 변화는 온도 증가의 정도 및 노출 시간에 따라
BVOCs 종별로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온도 증가에 따른 종별
변화는 Guidolotti et al. (2019)에서 Eucalyptus camaldulensis 묘목을 대상으로
30°C에서 50°C로 온도를 증가시켜면서 그 변화를 관찰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soprene은 30°C에서 40–45°C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출량이
증가하다가 48°C에서 최대 방출량에 도달한 후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초기
온도 증가에 따른 isoprene 방출량 증가는 isorpene 합성에 적합한 온도에
도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monoterpenes, GLVs, ethanol, acetaldehyde,
methanol은 40–45°C 이상의 온도에서 방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새로 합성된
화합물이 아닌 저장된 BVOCs가 방출된 것이다. Monoterpenes 및 GLVs의 증가는
세포막과 세포벽의 파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분자량이 작은 ethanol,
acetaldehyde, methanol 등은 고온으로 인한 대사 작용 및 생리 활성의 변화로
유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opolovici et al. (2015)에서는 isorpene 방출
수종인 Quercus rubra 2년생 묘목을 대상으로 45°C에 6시간 동안 노출시키면서
시간에 따른 방출량 변화를 관찰하였다. Isorpene 고온 노출 초기 30분 동안은
방출량이

유지되다가

그

후

노출

시간

증가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다.

Monoterpenes은 처리 1시간 후 그 방출량이 증가하였으며, GLVs 노출 초기 몇분
후 방출되기 시작하고 4시간 동안 증가하다가 이후 그 방출량이 유지되었다.
Isoprene은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는 한계 온도 이하에서는 온도에 따라 그
방출량이 증가하였으나, 합성에 이용된 탄소원의 비율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Guidolotti et al. (2019)에서 Eucalyptus camaldulensis 묘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soprene은 30°C에서 40–45°C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출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때 순광합성률은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따라서 30°C에서는
90%의 isoprene이 광합성에 의해 고정된 탄소에 의하여 합성되었으나 45°C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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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의 isoprene만이 광합성 고정 탄소로부터 합성되었고 나머지는 광호흡 또는
미토콘드라아 호흡으로부터 생성된 다른 탄소원으로부터 합성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Bamberger et al. (2017)의 Robinia pseudoacacia 묘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중간에 7일간의 회복기를 두고
14일 및 15일 동안 10°C 증가시켰다. 고온 하에서 순광합성률 및 기공전도도는
감소하였으나 isoprene 방출량은 증가하였다. 이는 생리 반응의 최적 온도는 약
25°C이나, isorpene 합성의 최적 온도는 약 40°C이기 때문이다. 고온이
지속되면서 기공전도도와 달리 순광합성률 및 isoprene 방출량은 회복되었는데,
isoprene의 방출에 따라 광합성 조직이 보호되면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온도
증가에 따라 광합성 탄소로부터 합성된 isoprene의 비율이 대조구에서 1.6%, 고온
처리에서 13%, 고온 및 건조 복합 처리에서 20%로 증가하였다.
한편, 고온과 CO2 농도의 복합 처리 연구(Velikova et al., 2009)에서는

Platanus orientalis 묘목을 대상으로 실제 및 증가된 CO2 농도에 1달 동안
노출시켰으며(380 µmol mol-1 및 800 µmol mol-1), CO2 노출의 마지막 시기에
38°C의 고온에 4시간 동안 노출시켰다. Isoprene 방출량은 고온에 의하여
증가하였으며, 높은 CO2 농도 하에서 그 증가율이 대조 CO2 농도에서보다 낮았다.
고온에 따라 isoprene 합성 효소의 활성이 증가하여 그 방출량도 증가하였으며,
높은 CO2 농도 하에서 효소 활성이 제한되어 고온의 영향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Terpenes는 저장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새로 합성된 물질과 저장되어있던 물질의
방출량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온도는 광합성 및 합성 효소의 활성을
변화시켜 terpenes의 생성 속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휘발성 및 확산의 변화로
저장되어 있는 terpenes의 방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Kleist et al. (2012)에서는

Pinus sylvestris, Picea abies, Fagus sylvatica, Quercus calliprinos 묘목을
31–44°C에 1시간–5일 동안 노출시켰다(수종에 따라 고온에 노출된 시간 및
최대온도가 다름). 고온에 따라 새로 합성된 monoterpenes, sesquiterepenes 및

❚ 38 ❚

3. 환경 조건에 따른 수목의 BVOCs 방출 변화

penolic BVOCs의 방출량이 감소되었다. 이는 온도 증가 수준이 최적 온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고온 하에서 침엽수 내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던 monoterpenes의 방출량은 증가하였다. BVOCs 저장소인 resin duct 주변의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그 방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Werner et al.
(2020)에서는 3년생 Halimium halimifolium 묘목을 38°C에 10일 동안 노출시킨
결과, 광합성이 감소하였으나 BVOCs 총 방출량은 증가하였다. Monoterpenes 및
sesquiterpenes 방출량은 초기에 증가하여 처리 48시간 후 최대치에 도달하였다.
이는 온도 증가에 따라 BVOCs 물질의 휘발성이 증가하면서 저장된 BVOCs의
방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처리 10일 후부터 monoterpenes 및 일부
sesquiterpenes의 방출량은 감소하였으나 새로 합성된 물질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스트레스 내성 증가를 위하여 BVOCs 물질 합성에 많은 탄소를 분해한 결과로
판단된다. Birami et al. (2021)에서는 Pinus halepensis 묘목을 대상으로 중간
휴식기를 둔 2번의 고온 처리(최대 42°C)에 의하여 monoterpenes 방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온도에 따른 monoterpenes의 민감한 반응은 저장되는 특성으로
확산 및 휘발이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Terpenoids 이외의 BVOCs도 고온에 따라 변화하였다. 수종에 따라 31–44°C에
1시간–5일 동안 노출된 결과, Pinus sylvestris, Picea abies, Fagus sylvatica,

Quercus calliprinos 묘목에서 고온에 따라 GLVs 방출이 유도되었는데, 이는
고온에 대한 스트레스로 세포막이 손상되어 GLVs가 합성되고 방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GLVs의 증가는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았다(Kleist et al., 2012). Platanus

orientalis 묘목이 38°C에 4시간 동안 노출된 결과 methanol 방출량이
증가하였으며, 기존에 나온 잎보다 새로 나온 잎에서 그 증가율이 높았다. 이는 앞서
언급된 GLVs와 유사하게 고온에 의하여 세포벽 구조가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Velikova et al., 2009). Halimium halimifolium 묘목이 38°C에 10일
동안 노출되었을 때 고온에 의하여 광합성이 감소하고 야간 호흡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 CO2 획득량은 처리 3일 후부터 음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때부터 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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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te, methanol, acetaldehyde의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 물질들의
방출량은 기공 개폐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에 따라 야간 호흡이 증가하면서 밤에도
방출량이 높게 유지되었다(Werner et al., 2020).
한편, 고온에 따른 묘목의 고사 메커니즘에 따라 BVOCs 방출량이 변화하기도
한다. Birami et al. (2021)에서 Pinus halepensis를 대상으로 고온 및 건조의 복합
처리를 수행하였다. 중간 휴식기를 둔 2번의 고온 처리를 하였는데, 고온 처리 기간
동안 최대 42°C 온도에 도달하였다. 건조는 고온 처리 기간을 포함하여 24일 동안
처리되었으며, 토양 수분 함량은 건조 처리에서 15%, 대조구에서 40–50%였다.
고온에 따라 methanol 방출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methyl salicylate 및
hexenal의 방출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하였다. 온도 및 온도-건조 복합
처리에서 일부 묘목이 고사하였는데 처리에도 생존한 묘목과 비교하여 methanol,
monoterpenes, methyl salicylate, acetaldehyde의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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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7일간의 회복기를 두고
14일 및 15일 동안 온도 10°C
증가

Robinia
pseudoacacia

 광합성에 의해 고정된 탄소로부터 합성된 isoprene의 비율이 증가함.

 Isoprene 방출량이 증가함.

 Monoterpenes, GLVs, ethanol, acetaldehyde, methanol은 40–
45°C 이상의 온도에서 방출되기 시작함.

 광합성에 의해 고정된 탄소로 합성된 isoprene 비율이 30°C 90%에서
45°C 60%로 감소함.

 Isoprene은 30°C에서 40–45°C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출량이 증가
함. 48°C에서 최대 방출량에 도달한 후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함.

반응

Bamberger et
al., 2017

Guidolotti et al.,
2019

문헌

4시간 동안 38°C 노출

6시간 동안 45°C 노출

Platanus orientalis

Quercus rubra

et al., 2009

Velikova

 Monoterpenes 방출량은 처리 1시간 후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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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olovici et al.,
 GLVs 방출량은 처리 후 방출되기 시작하여 4시간 동안 증가하다가 유지됨. 2015

 Isorpene 방출량은 초기 30분 이후부터 처리 시간 증가에 따라 크게
감소함.

 Isoprene 및 methanol의 방출량이 증가함.

 새로 합성된 monoterpenes, sesquiterepens 및 peolic BVOCs의
Pinus sylvestris, 31–44°C에 1시간–5일간 노출
방출량이 감소함.
Kleist
Picea abies,
(수종에
따라
고온에
노출된
시간
Fagus sylvatica,
 저장되어 있던 monoterpenes의 방출량은 증가함.
et al., 2012
Quercus calliprinos 및 최대온도가 다름)
 GLVs 방출fia이 증가함.

30°C에서 50°C로 증가

처리

Eucalyptus
camaldulensis

수종

표 5. 고온에 따른 BVOCs 방출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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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us halepensis

Halimium
halimifolium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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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회복기를 두고 2번의
고온(최대 42°C) 노출

10일간 38°C 노출

처리

반응

Birami

et al., 2020

Werner

문헌

 일부 고사한 묘목은 생존한 묘목과 비교하여 methanol, monoterpenes, et al., 2021
methyl salicylate, acetaldehyde의 방출량이 증가함.

 Methyl salicylate 및 hexenal 방출량도 증가함.

 Monoterpenes 및 methanol 방출량이 크게 증가함.

 Methyl acetate, methanol, acetaldehyde는 CO2 획득량이 음의 값
을 내면서부터 증가함. 밤에도 방출량이 높게 유지됨.

 노출 10일 후부터 monoterpene 및 일부 sesquiterpene의 방출량은
감소하였으나, 새로 합성된 물질의 비율은 증가함.

 Monoterpenes 및 sesquiterpenes은 초기에 증가하여 처리 48시간
후 최대치에 도달함.

 총 BVOCs 방출량이 증가함.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특성과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환경 조건에 따른 수목의 BVOCs 방출 변화

나. 건조 및 침수
토양 수분 조건은 잎의 수분포텐셜 및 기공전도도를 변화사켜 광합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합성 산물의 양은 BVOCs 방출에 영향을 미치므로
토양 수분 조건에 따른 수목의 BVOCs 방출 반응은 생리적 특성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Bourtsoukidis et al. (2014)에서는 Quercus robur 및 Pinus serotina를
대상으로 건조 처리 후 BVOCs 방출량 변화를 연구하였다. 토양 수분 함량은
대조구에서 20–30%, 건조 처리 시 5–10%로 나타났다. 건조 처리에 의하여 두 수종
모두 광합성 효율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Q. robur의 경우 methanol 및
acetaldehyde 방출량이 감소하였으며, P. serotina의 경우 이 둘을 포함하여
monoterpenes 및 sesquiterpenes의 총 방출량이 감소하였다. Peron et al.
(2021)에서는 Quercus robur를 대상으로 건조 처리를 수행하였으며, 100%
포장용수량일 때 토양 수분 함량이 13.4%인 토양에서 이를 4–5%로 유지하였다.
건조 스트레스에 따라 줄기 수분 포텐셜이 감소하였으며, 기공전도도 및 광합성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생리적인 특성의 감소에 비하여 그 반응은 크지 않았으나 그와
더불어 isoprene 방출량도 감소하였다. Yuan et al. (2016)에서는 포플러
교잡종(클론 546, Populus deltoides cv. 55/56 × P. deltoides cv. Imperial)을
대상으로 건조 처리를 수행하였다. 대조구에서는 1-2일 간격으로 관수를 하였으며,
약한 건조 처리구에서는 대조구의 관수량의 60% 이하를 관수하였다. 타 연구 결과와
다르게 건조 처리에 따라 광합성률 및 isoprene 방출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른
연구의 건조 처리 수준에 비하여 약한 건조 처리를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약한 건조 처리에 의하여 잎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였고 이는 isoprene
합성 과정에서의 전구체인 phosphoenolpyruvate (PEP)의 양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isoprene의 합성 및 방출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Lavoir et al. (2009)에서는 생리적 활성의 감소에도 BVOCs 방출량이 변화하지
않은 결과도 보고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Quercus ilex를 대상으로 지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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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자연적인 건조(대조구), 추가 건조 처리, 관수에 따른 monoterpenes의
방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강수 차단을 통하여 건조 처리를 수행하였으며, 강수량의
27%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건조

처리

하에서

여름

동안

수분포텐셜과

최대양자수율(Fv/Fm)의 감소로 생리적인 활성이 감소하였으나 monoterpenes
방출량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대조구에서도 자연적인 건조가 발생하면서 대조구
및 건조 처리구 모두 BVOCs 방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분포텐셜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벽녘 수분포텐셜이 약 –2 MPa 이하에서는 수분 조건 이외의
인자에 의하여 BVOCs 방출량이 조절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erpenoids의 총 방출량뿐 아니라 각 종의 방출량도 건조 처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Haberstroh et al. (2018)에서는 교목인 Quercus suber와 관목인

Cistus ladanifer을 대상으로 여름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terpenoids의 방출량
변화를 연구하였다. 2017년 지중해 지역의 자연적인 고온 및 적은 강수량으로
건조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벽녘 수분 포텐셜 및 수액 흐름이
감소하였다. 두 수종 모두 건조 스트레스에 의하여 terpenoids 방출량이
감소하였으며, Q. suber보다는 C. ladanifer의 방출량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BVOCs 종별로 방출량을 보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종도 있었다. Q. suber은 32개 이상의 BVOCs 종을
방출시켰는데, 19개의 BVOCs의 방출량은 건조에 노출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종은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였다. 반면, C. ladanifer은 75개 이상의
BVOCs 종을 방출시켰는데, 건조 스트레스에 따른 방출량을 보면 54개의 종은
감소하였고, 4개의 종은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불규칙적으로 변하였다. 건조에
따라 감소한 BVOCs는 대부분의 sesquiterpenes과 β-piene, sabinene 등의
monoterpenes이었다. 건조에 따라 증가한 종은 탄소를 20개 포함하고 있는
diterpenes 등의 분자량이 큰 화합물이었다.
또한 건조 처리는 특정 물질의 생성 및 방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Per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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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에서는 Q. robur를 대상으로 건조 처리를 수행한 결과, monoterpenes와
sesquiterpenes는 건조 초기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장기간의 극심한 건조
스트레스에 도달하면서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타 연구에서는 건조 스트레스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도 나타났으나, Q. robur는 체내에 terpenes의 저장소가 있는
수종으로 건조 스트레스 하에서 방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기존에
방출되던 BVOCs 뿐 아니라 장기간의 건조 스트레스에 따라 GLVs가 새롭게
방출되었다. 이는 세포막의 손상에 의하여 GLVs가 생성된 결과이다. Birami et al.
(2021)에서는 Pinus halepensis를 대상으로 대조, 건조, 고온 및 그 복합 처리를
수행하였다. 토양 수분 함량은 대조구에서는 40–50%, 건조 처리에서는 15%로
유지되었다. Monoterpenes, methanol, GLVs 등의 BVOCs 종은 건조 처리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토양 수분과 acetone 방출량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10%의 토양 수분 감소에 따라 acetone 방출량도 10% 감소하였다.
Acetone은 뿌리에서 생성되어 증산과정에서 줄기를 통하여 잎으로 이동하는데,
건조 처리에 따른 증산의 감소가 acetone 방출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 변화에 따른 수목의 BVOCs 방출량 변화 연구는 단일 인자 처리에서 복합
인자 처리로 발전하여왔다. 건조를 포함한 복합 처리 연구의 결과를 보면 건조와
오존 증가의 복합 처리에 따라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Peron et al. (2021)에서는

Q. robur를 대상으로 건조 처리 하에서는 토양 수분 함량을 4–5%로 유지하였으며,
오존은 100 ppb를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장기간의 건조 처리에 따라 세포막의
손상으로 GLVs가 방출되었는데, 건조와 오존 증가의 복합 처리에서는 극심한
건조에도 GLVs가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약한 오존 농도의 증가는 건조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Yuan et al. (2016)에서는
포플러 교잡종(클론 546, Populus deltoides cv. 55/56 × P. deltoides cv.
Imperial)을 대상으로 건조 처리구에서는 대조구의 관수량의 60% 이하를
관수하였으며, 일 평균 오존 농도는 대조구에서 34.3 ppb, 처리구에서 80.3 ppb로
노출되었다. Isoprene의 방출량은 건조 처리에 의하여 증가하였고, 오존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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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감소하였다. 건조와 오존의 복합 처리에서는 둘의 반대되는 영향이 상쇄되어
영향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BVOCs는 동화 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는 anabolic BVOCs와 이의 산화에 의하여
생성되는

catabolic

BVOCs로

구분할

수

있다.

anabolic

BVOCs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catabolic
BVOCs는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건조를 포함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식물체 내 높은 독성의 활성산소종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건조 스트레스
하에서 두 가지 BVOCs의 방출량이 변화할 수 있다(Saunier et al. 2017). Saunier
et al. (2017)에서는 지중해 지역에서 Quercus pubescens를 대상으로 자연적인
건조와 강수 차단을 통한 강한 건조 처리에서의 두 가지 BVOCs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anabolic BVOCs인 isoprene과 methanol과 각 두
화합물과 관련된 catablic BVOCs인 MACR+MVK+ISOPOOH과 formaldehyde는
건조 스트레스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Isoprene은 광합성률의 감소,
methanol은 기공 폐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Isoprene과 MACR+MVK+
ISOPOOH의 방출량은 건조 스트레스에 따라 유사한 계절적 패턴을 보였으며, 서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는 식물체 내의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침수에 따른 BVOCs 방출량의 변화는 특정 물질의 방출을 유도한다. 뿌리 침수
및 산소 부족에 따라 ethanol, methanol 및 acetaldehyde 등의 물질들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에 방출되지 않거나 방출량이 낮은 물질의 생성
및 방출량 증가를 통하여 침수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Copolovici &
niinemets (2010)에서는 Alnus glutinosa, Populus tremula, Q. rubra 묘목을
대상으로 화분을 증류수에 담가 침수 처리를 수행하였다. 처리는 침수 후 광합성이
안정되는 시기까지(11–21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광합성 및 기공전도도가
감소하였으며, ethanol, acetaldehyde, NO, LOX의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ethanol 및 acetaldehyde는 침수 처리 24시간 후부터 방출되었다. Bourtsouki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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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4)에서는 Q. robur 및 P. serotina를 대상으로 토양 수분 함량은
대조구에서 20–30%, 침수 처리 시 90–100%로 유지하였다. 침수 처리에 따라 두
수종 모두 methanol 및 acetaldehyde의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Methanol은
기공전도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acetaldehyde는 뿌리의 침수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P. serotina의 경우 monoterpenes 및 sesquiterpenes의
방출량도 증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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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론 546, Populus
deltoides cv.
55/56 x P.
deltoides cv.
Imperial)

포플러 교잡종

Cistus ladanifer

Quercus suber,

Quercus robur

Quercus
pubescens

Quercus ilex

수종

약한 건조 처리: 대조구의
관수량의 60% 관수

대조구: 1-2일 간격 관수

건조 처리: 자연적인 건조

건조 처리: 토양 수분 함량 4–5%

건조 처리: 강수 차단을 통한 추가
건조 처리

대조구: 자연적인 건조 발생

건조 처리: 강수 차단을 통한 추가
건조 처리(-27%)

대조구: 자연적인 건조 발생

처리

문헌

Sauner et al.,
2017

 Isoprene 방출량이 증가함.

 C. ladanifer는 75개 BVOCs 종 중 54개 종의 방출량은 감소하였고,
4개의 종은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불규칙적으로 변함.

 Q. suber는 32개 BVOCs 종 중 19개 종의 방출량은 감소하고 나머지
종은 불규칙적으로 변함.

 두 수종 모두 terpenoids 방출량이 감소함.

 GLVs는 초기에 거의 방출되지 않다가 장기간의 건조에 의하여 방출됨.

Yuan et al., 2016

Haberstroh et al.,
2018

 Monoterpenes와 sesquiterpenes은 장기간의 건조에 의하여 방출량
Peron et al., 2021
이 증가함.

 Isoprene 방출량이 감소함.

 Anabolic BVOCs인 isoprene과 methanol과 각 두 화합물과 관련된
catablic BVOCs인 MACR+MVK+ISOPOOH과 formaldehyde의
방출량이 감소함.

Lavoir et al.,
 자연적인 건조 기간 동안 관수에 따라 monoterpenes 방출량이 증가함. 2009

반응

 추가 건조 처리에 따라 monoterpenes 방출량은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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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건조 및 침수에 따른 BVOCs 방출량 변화

수목의 생물 유래

Alnus glutinosa,
populus tremula,
Quercus rubra

Pinus serotina

Quercus robur,

Pinus halepensis

수종

침수 처리: 처리 후 광합성이
안정되는 시기까지(11–21일)
화분을 증류수에 침수

 Ethanol 및 acetaldehyde는 처리 24시간 후 방출되기 시작함.

 Ethanol, acetaldehyde, NO 및 LOX 방출량이 증가함.

 특히, 침수 처리에 따라 methanol과 acetaldehyde가 크게 증가함.

 Q. robur는 methanol 및 acetaldehyde 방출량이 변화함. P.
serotina는 이 둘을 포함하여 monoterpenes 및 sesquiterpenes의
방출량이 변화함.

건조 처리: 토양 수분 함량
5–10%

침수 처리: 토양 수분 함량
90–100%

 BVOCs 방출량은 침수에 따라 증가하고 건조에 따라 감소함.

 10%의 토양 수분 감소에 따라 acetone 방출량도 10% 감소함.

반응

대조구: 토양 수분 함량 20–30%

건조 처리: 토양 수분 함량 15%

대조구: 토양 수분 함량 40–50%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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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rtsoukidis et
al., 2014

Biram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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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존 증가
오존 처리에 따른 반응은 isoprene과 monoterpenes 방출량이 다른 경향을
보였다. 먼저 isoprene은 오존 처리에 의하여 감소한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오존 증가에 따라 기공이 느슨해지면서 열려 잎 내부의 CO2 농도가
증가하고, 더 많은 오존을 흡수하면서 손상이 발생하여 광합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soprene 전구체의 양과 isoprene 방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연구의 수종 및 오존 농도에 따라 isoprene 방출량 감소 메커니즘은
다르게 나타났다. Yuan et al. (2016)에서는 포플러 교잡종(클론 546, Populus

deltoides cv. 55/56 × P. deltoides cv. Imperial)을 대상으로 대조구에서 34.3
ppb, 처리구에서 80.3 ppb의 오존에 노출시켰다. 오존 처리에 의하여 기공전도도가
증가하고 광합성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isoprene 방출량이 함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Tain et al. (2017)에서는 Quercus serrata와 Quercus mongolica 3년생
묘목을 대상으로 대기 오존 농도에서 40 ppb를 증가시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isoprene 방출량 및 광합성이 감소하였다. 잎 내부의 CO2 농도 증가에도 전구체
농도의 변화는 없었으며, isoprene 방출량의 감소는 합성 효소의 활성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동일 연구의 다른 실험에서는 Quercus serrata 2년생 묘목을
대상으로 오존 농도를 5 ppb에서 120 ppb까지 증가시켰다가 감소시키는 일변화에
노출시켰다. 이때 isoprene 방출량 및 전구체 DMAPP의 농도가 감소하였다. 광합성
및 잎 내부 CO2 농도의 감소로 전구체 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Calfapietra
et al. (2008)에서는 Populus tremuloides를 대기 중 오존 농도의 1.5배에 수해
동안 노출시켰다. 오존 처리에 의하여 광합성, isoprene 방출량, 전구체인 DMAPP
농도 모두 감소하였다.
한편, 오존 처리에 따른 isoprene 방출량 변화는 처리 기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으며, 잎 수준 및 수목 전체 수준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Yuan et al.
(2020)에서는 Poplar deltoides를 대상으로 오존과 건조 및 질소 시비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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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따른 isoprene 방출량의 변화를 구명하였다. 각 처리의 수준은 오존 40
ppm, 건조 40% 강수 차단, 질소 시비 10 kg ha-1 year-1이다. 광합성률 및
isoprene 방출량은 오존 처리에 의하여 감소하였으며, 건조 및 질소 시비에 따라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스트레스의 노출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노출
초기에는 처리에 따른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중기 또는 장기 노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오존 증가에 따른 isoprene 감소는 스트레스에 따른 엽록소 함량,
엽면적 등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복합 처리에 따른 반응은 잎 수준과
수목 전체 수준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잎 수준에서의 반응에
대한 오존 및 건조 처리의 영향을 상반되게 나타났다. 잎 수준에서는 이에 따른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목 전체 수준에서는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건조
처리에 따른 엽면적 감소는 건조에 의한 총 isoprene 방출량 증가를 억제하였으며,
오존에 의한 isoprene 방출량 감소는 수분이 충분한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Monoterpenes의 경우 오존 처리에 따른 그 방출량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다. Miyama et al. (2018)에서는 Cryptomeria japonica 1년생 묘목의
3종류 클론을 대상으로 외부 오존 농도의 2배를 처리하였다. 처리 15개월 후
monoterpenes 방출량이 증가하였으며, 클론의 종류에 따라 증가율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Monoterpenes의 종 구성은 2종류의 클론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한
종류의 클론에서는 sabinene의 비율이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오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반응의 결과로 sabinene의 합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Carriero et
al. (2016)에서는 limonene, α-pinene을 주로 방출하는 Betula pendula 3년생
묘목을 대상으로 평균 35, 48, 69 ppb의 O3를 낮 동안 처리하였다. 처리에 따라
총 BVOCs 방출량은 증가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방출되던 pinene류 및
limonene의 방출량이 증가하고 ocimene이 새롭게 방출된 결과이다. Loreto et
al. (2004)에서는 monoterpenes를 주로 방출하는 Quercus ilex를 대상으로 O3
농도를 100 ppb에서 200 ppb로 서서히 증가하면서 5일 동안 처리하였다. 처리
2일 후 limonene, α-pinene, sabinene의 방출량이 모두 증가하였다. 광합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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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없었으나, O3에 의하여 monoterpenes의 합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오존 처리에도 BVOCs 방출량이 변화하지 않은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Populus tremula를 대상으로 대기 중 O3 농도의 1.3배를 한번의 생장 기간 동안
처리한 연구에서 isoprene, monoterpenes, GLVs의 방출량이 변화하지 않았다.
1.3배 정도의 낮은 오존 증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Hartikainen et al., 2009). 또한 Larix gmelinii var. japonica × Larix

kaempferi 2년생 묘목을 대상으로 60 nmol mol-1의 O3를 겨울의 휴지기를 거쳐
총 270일 동안 처리한 결과, 오존 증가에 따른 monoterpenes 방출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α-pinene/β-pinene, limonene/bpinene, myrcene/
β-pinene의 비율은 오존 증가에 의하여 감소하였다. 이는 스트레스에 의한 잎
내부의 손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반응성이 높은 a-pinene, limonene,
myrcene이 오존과 반응하여 분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Mochizuki et al.,
2017).
한편, 오존 노출에 의한 손상에 의하여 isoprene 및 monoterpenes 이 외의
물질들의 방출이 유도되기도 하였다. Croton floribundus 묘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실험실과 야외에서 오존에 노출하는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실에서 AOT40이 600 ppb에 도달할 때까지 오존에 노출된 묘목의 경우
가시적인 피해와 함께 sesquiterpenes 및 GLVs의 방출량이, 잎 내부의 손상 증가와
함께 caryophyllene 및 3-hexen-1-ol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야외에서 AOT40이
600 ppb에 도달할 때까지 오존에 노출된 묘목의 경우 methyl salicylate (MeSA)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MeSA는 활성산소종의 형성을 조절하고 이에 의한 손상을
완화하는 물질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 Silva Pedrosa et al.,
2020). 또한 낮 동안에 평균 35–69 ppb의 O3에 노출된 Betula pendula(자작나무)
묘목에서 GLVs인 hexanal과 homoterpenes인 DMNT가 오존 노출에 의해
유도되었다(Carriero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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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den, Kawazu,
Yakushima)

3종류의 클론

Cryptomeria japonica

Populus tremuloides

Quercus serrata

Quercus serrata,
Quercus mongolica

포플러 교잡종(클론 546,
Populus deltoides cv.
55/56 x P. deltoides cv.
Imperial)

deltoides

Poplar

수종

 Isoprene 방출량 감소함.
 광합성은 감소하고 전구체 농도는 변화 없음.

대조구: 대기 농도

처리구: 대기 농도 + 40 ppb

대기 오존 농도의 2배

수해 동안 노출

대기 중 O3 농도의 1.5배,

처리구: 5 ppb에서 120 ppb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일변화

 Monoterpenes의 종 구성은 2종류의 클론에서는 변화
가 없었으나 한 종류의 클론에서는 sabinene의 비율이
2배 정도 증가함.

 클론 종류에 따라 증가율 상이함.

 처리 15개월 후 monoterpenes 방출량 증가함.

 광합성, isoprene 방출량, 전구체(DMAPP) 농도 모두
감소함.

 전구체(DMAPP) 농도 감소함.

 Isoprene 방출량 감소함.

 잎 내부의 CO2 농도 증가함.

처리구: 일평균 80.3 ppb

대조구: 5 ppb 이하

 Isoprene 방출량, 광합성, 엽록소 함량 감소함.

 중기 또는 장기 노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노출 초기에는 변화가 미미함.

 Isoprene 방출량 감소함.

반응

대조구: 일평균 34.3 ppb

처리구: 대기 농도 + 40 ppb

대조구: 오존 제거

처리

표 7. 오존 증가에 따른 BVOCs 방출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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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ma et al.,
2018

Calfapietra et al.,
2008

Tani et al., 2017

Tani et al., 2017

Yuan et al., 2016

Yuan et al., 2020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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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ibundus

*AOT40: O3 농도가40 ppb를 초과한
양의 누적 값

 실험실 연구에서 AOT40 = 600 ppb
sesquiterpenes 및 GLVs 방출량 증가함.

AOT40이 600 ppb, 2000 ppb 되는
시점까지 노출

Croton

 필드 연구에서 AOT40 = 600 ppb 시점에 방향족
BVOCs 방출량(특히, methyl salicylate) 증가함.

시점에

 노출 2일 후 limonene, α-pinene, sabinene 방출량
증가함.

5일 동안 100-200 ppb로 서서히 증가

 α-pinene/β-pinene, limonene/bpinene,
myrcene/β-pinene의 비율은 감소함.

Quercus ilex

 Monoterpenes 방출량의 변화 없음.

 Isoprene, monoterpenes, GLVs 방출량에 변화 없음.

 GLVs인 hexanal 과 homoterpene인 DMNT가 오존
노출에 의해 유도됨.

 지속적으로 방출되던 pinenes, limonene 방출량 증가함.

 총 방출량 증가함.

반응

겨울 동안 휴지기를 두고 약 270일 노출

60 nmol mol-1의 O3,

한 번의 생장 기간 동안 처리

대기 중 O3 농도의 1.3배,

낮 평균 35, 48, 69 ppb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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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ix gmelinii var.
japonica × Larix
kaempferi

Populus tremula

Betula pendula

수종

수목의 생물 유래

da Silva Pedrosa
et al., 2020

Loreto et al.,
2004

Mochizuki et al.,
2017

Hartikainen et
al., 2009

Carriero et al.,
2016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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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섭식 및 상처
일반적으로 섭식 및 기계적인 상처에 의하여 초기에 GLVs가 빠르게 방출되고,
이어서 monoterpenes, sesquiterpenes 등과 같은 terpenes의 물질들의 방출량이
증가된다. Terpenes의 방출량 증가는 잎의 상처에 의해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던
BVOCs가 방출되었기 때문이다. GLVs뿐 아니라 섭식자의 적이나 포식자를 유인
역할을 하는 acyclic homoterpenes, 4,8-dimethylnona-1,3,7-triene (DMNT),
4,8,12-trimethyltrideca-1,3,7,11-tetraene (TMTT) 등의 homoterpene은
섭식에 의해 생성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Holopainen et al., 2013). 식물 간 신호
물질 중 하나인 methyl salicylate (MeSA)도 진딧물, 진드기, 딱정벌레 등에 의해
방출되어 섭식자의 적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lamanca et
al., 2019).
이와 같은 일반적인 반응은 바탕으로 섭식에 의한 반응은 수종과 각 수종의
섭식자의 종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Pinus sylvestris를 대상으로
바구미(Hylobius

abietis)에

48시간

동안

노출시킨

결과,

섭식에

의해

monoterpenes 방출량이 4000%, sesquiterpenes 방출량이 114% 증가하였다.
섭식이 끝난 후 그 방출량이 다시 감소하였으나, 대조구에 비하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섭식에 의하여 주로 방출되는 BVOCs 종도 변화하였는데, 이는
실험의 반복에 따라서도 변화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Sesquiterpenes :
monoterpenes 방출량의 비율은 섭식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다(Faiola et al.,
2018). Populus × canescens를 대상으로 잎벌레(Chrysomela populi) 10마리에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총 sesquiterpenes 방출량이 증가하였으며, 기존에
방출되지 않았던 BVOCs 종도 새롭게 방출되었다. 총 monoterpenes 방출량은
변화

없었으나

그

중

일부

물질(allo-ocimene,

tricyclene)의

방출량이

증가하였다(Müller et al., 2015). Quercus robur(루브라참나무)를 대상으로 나방
유충(Lymantria dispar)을 노출시킨 결과, monoterpenes, GLVs, DM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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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a의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곤충의 섭식에 의해 세포벽이 손상되면 특정
물질들이 합성된 것으로 보인다(Copolovici et al., 2017). Betula pubescens
(털자작나무)를 대상으로 나방 유충(Epirrita autumnata)을 노출시킨 결과, 총
BVOCs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LOX는 공격 즉시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를
유지하였으며, monoterpenes과 sesquiterpenes은 LOX에 비하여 나중에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LOX를 해당 수종 및 섭식자의 공격에 대한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Yli-Pirila et al., 2016).
반면, 섭식 또는 상처에 따른 isoprene의 방출량은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저장되지 않고 방출되는 isoprene의 경우 섭식 및 상처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스트레스에 따른 생리적인 활성 저하가 지속될 경우 이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Visakorpi et al. (2018)에서는 Quercus robur를 대상으로 나방
유충(Operophtera brumata)을 3–5일 동안 노출시키거나 가지 절단을 통해
기계적인 상해를 입혔다. 유충에 의하여 직접 가해된 잎과 주변의 잎 모두 광합성이
감소하였으나 isoprene 방출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계적인 상해에 의해서는
광합성은 변하지 않았으나 isoprene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Copolovici et al.
(2017)에서는 동일한 수종을 대상으로 나방 유충(Lymantria dispar)에 노출시킨
결과, 광합성, 엽록소 함량, isoprene 방출량이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광합성
감소로 인한 전구체 감소 및 효소 활성 저하의 영향으로 보인다.
BVOCs 방출량은 섭식자의 밀도 또는 섭식 범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Betula pubescens를 대상으로 나방 유충(Epirrita autumnata)을 묘목 당
0, 4, 8, 16마리 노출시킨 결과 0마리에서 8마리까지 유충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BVOCs 방출량도 증가하였으며, 8마리와 16마리에 따른 BVOCs 방출량은
증가하지않고 유지되었다(Yli-Pirila et al., 2016). 동일한 수종을 대상으로 3개
지역에서 두 종의 나방 유충(Operophtera brumata 및 Epirrita autumnata)을
가지 당 0, 5, 15, 30, 50(2개 지역만) 마리를 노출시킨 연구에서도 유충 밀도 증가에
따라 BVOCs 총방출량이 증가하였다. 각 BVOCs 종별 방출량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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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2개 지역에서는 monoterpenes, homoterpenes, sesquiterpenes,
GLVs이, 1개 지역에서는 homoterpenes인 DMNT와 GLVs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여 BVOCs의 종별 비율이 변화하였으며, 유충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DMNT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GLVs
및 monoterpenes의 비율은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였고, sesquiterpenes의 비율은
1개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또한 섭식 범위의 증가에 따라 sesquiterpenes를 제외한
monoterpenes, homoterpenes, GLVs, benzenoids의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Rieksta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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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cus robur

Quercus robur

Populus × canescens

Pinus sylvestris

수종

반응

0–50%의 잎 손상 정도에 따른 생리 특성
및 BVOCs 방출량

나방 유충(Lymantria dispar)

컷팅을 통해 기계적인 상해

 Monoterpene, GLVs, DMNT, MeSa 방출량 증가함.

 광합성, 엽록소 함량, isoprene 방출량이 감소함.

 기계적인 상해에 의해서는 광합성은 변하지 않았으나
isoprene 방출량이 증가함.

 직접 가해된 잎과 주변의 잎 모두 광합성 감소하였으나
isoprene 방출량은 변화없음.

 Monoterpenes 총방출량은 변화 없었으나 일부 물질
(allo-ocimene, tricyclene)의 방출량이 증가함.

10개체에 24시간 노출

나방 유충(Operophtera brumata) 3–5일
노출,

 새로운 BVOCs 종이 방출됨.

 Sesquiterpenes 방출량 증가함.

 Sesquiterpenes : monoterpenes 방출량 비율 감소함.

 섭식 이후 방출량이 감소하나 대조구보다는 높음.

잎벌레(Chrysomela populi)

48시간 노출

바구미(Hylobius abietis)

처리

 Monoterpenes 4000%, sesquiterpenes 114%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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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섭식 및 상처에 따른 BVOCs 방출량 변화

수목의 생물 유래

Copolovici et
al., 2017

Visakorpi et
al., 2018

et al., 2015

Müller

et al., 2018

Faiola

문헌

Betula pubescens

Betula pubescens

수종

3개 지역에서 가지 당 0, 5, 15, 30,
50(2개 지역만)개 2–4일 노출

나방 유충(Operophtera brumata 및
Epirrita autumnata)

0, 4, 8, 16마리 노출

나방 유충(Epirrita autumnata)

처리

 Monoterpenes, homoterpenes, GLVs, benzenoids
방출량이 섭식 부위 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함.

 섭식에 의하여 BVOCs의 종별 비율이 변화하였으며, 유충
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남.

 유충 밀도 증가에 따라 BVOCs 방출량 증가함.

 0–8마리까지는 유충의 수가 증가할수록 방출량도 증가함.

 Monoterpenes, sesquiterpenes는 반응이 느리게 나타남.

 특히 LOX는 공격 즉시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를
유지함.

 BVOCs 방출량 증가함.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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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0

Rieksta

Yli-Pirila et al.,
2016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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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VOCs와 대기오염

4. BVOCs와 대기오염

4. BVOCs와 대기오염

가. BVOCs와 오존
1) 대기 중 광화학 반응
BVOCs는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과 반응하여 오존(O3) 및 이차유기
에어로졸(secondary organic aerosol, SOA)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BVOCs와 NOx에 의한 O3 생성의 광화학 반응은 Atkinson (2000)에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BVOCs는 O3, 수산화기(OH, hydroxyl radical), 질산기(NO3, nitrate
radical)과 1차적으로 반응한다. Isoprene, monoterpenes, sesquiterpenes를
포함하는 알켄은 O3, OH기, NO3기 모두와 반응이 일어난다(Atkinson, 2000).
포화된 OVOC는 OH기와 주로 반응하는 반면, 불포화된 OVOC는 O3, OH기,
NO3기와 모두 반응하지만 NO3기와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Mellouki
et al., 2015). OH기와의 반응은 주로 낮에, NO3와의 반응은 밤에 발생하며,
O3와의 반응은 밤과 낮에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첫번째로 대기 중의 오존은 NO2의 광화학 반응에 의하여 주로 생성된다.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은 자연적으로 토양 미생물 또는 산불 등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번개에 의하여 생성되며, 인위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또는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다. 이렇게 배출된 NO2는 NO로 광분해되며 O(3P)를 생성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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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 이는 O2와 만나 O3를 생성한다(식 6).

NO2 + hv → NO + O(3P)

(5)

O(3P) + O2 → O3

(6)

다시 NO는 O3와 반응하여 NO2와 O2를 생성한다(식 7). 이러한 과정(식 5, 6,
7)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대기 중에서 NO2, NO, O3의 농도는 광평형
(photo-equilibrium) 상태에 도달한다.

NO + O3 →NO2 + O2

(7)

두 번째로 대기 중에서 OH기는 오존의 광분해에 의하여 주로 생성되며 이
광분해는 290-335 nm 파장의 광에 의하여 발생된다(식 8). 이 과정에서 안정되지
않은 산소 원자 O(1D)가 생성되고 이는 수증기와 반응하여 OH기를 형성한다(식 9).
이외에도 아질산(HONO), formaldehyde와 NO를 포함하는 carbonyl기의 광분해
및 O3과 alkene의 반응에 의하여 수산화기가 발생할 수 있다.

O3 + hv → O2 + O(1D)

(8)

O(1D) + H2O → 2OH

(9)

세 번째로 NO3기는 질소산화물과 O3와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다. 대기 중의
NO는 O3와 반응하여 NO2를 생성하고(식 10), NO2는 가시 O3와 반응하여 NO3를
생성한다(식 11). 그러나 낮 동안에 생성된 NO3의 약 10%는 NO로, 90%는 NO2로
바로 분해되기 때문에(식 8, 9) BVOCs와 NO3 간의 반응은 밤에만 발생한다.

❚ 64 ❚

4. BVOCs와 대기오염

NO + O3 → NO2 +O2

(10)

NO2 + O3 → NO3 + O2

(11)

NO3 + hv → NO + O2

(12)

NO3 + hv → NO2 + O(3P)

(1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VOCs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O3의
반응은 광편형 상태에 도달하여 일정한 O3 농도를 유지한다(그림 10). 반면,
BVOCs가 존재할 경우에는 BVOCs가 위의 3개 과정에 의하여 생성된 O3, OH기,
NO3기와 반응하며, 이 과정에서 중간산물로 과산화기(RO2, peroxy radical) 및
과수산기(HO2, hydroperoxyl radical)가 생성된다(그림 11). 이들은 NO2의
광분해에 의하여 생성된 NO와 반응하여(식 14, 15) O3와 NO의 반응(식 3)을
제한한다. 따라서 NO2, NO, O3의 광평형이 깨지고 대기 중에 O3가 축적되어 그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RO2· + NO → RO· + NO2

(14)

HO2 + NO → OH + NO2

(15)

그림 10.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오존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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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VOCs가 존재할 경우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오존의 반응

2) VOCs의 오존생성기여도
대기 중 광화학 반응에 의하여 BVOCs로부터 생성되는 오존의 양은 BVOCs의
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Carter et al. (2013)은 화학종별로 1시간 동안 생성할
수 있는 최대 오존량을 통해 오존 기여도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높은 NO2 농도
조건(VOC 농도에 의하여 오존 생성량 조절)을 가정한 MIR (maximum
incremental reactivity), 낮은 NO2 농도 조건(NO2 농도에 의하여 오존 생성량
조절)을 가정한 MOIR (maximum ozone incremental reactivity), NO2와
VOC의 오존 생성에 대한 기여가 유사한 조건을 가정한 EBIR (equal benefit
incremental reactivity)로 구분된다.
주요 BVOCs 종의 오존 생성 기여도를 표 14에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isoprene의 오존생성기여도는 2.35-10.61 g O3 g VOC-1로 대표적인 monoterpenes
에 비하여 그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monoterpenes의 오존생성
기여도는 α-pinene 0.89-4.51 g O3 g VOC-1, β-pinene 0.79-3.52 g O3 g
VOC-1, limonene 0.96-4.55 g O3 g VOC-1로 보고되었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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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ldehyde류는

BVOCs

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benzaldehyde의 경우 대기 중의 오존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BVOCs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BVOCs가 없는 조건보다 있는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더 빠르게 제거된다면 오존이 소비되면서 오존생성기여도가 음수로
나타난다(Carter, 1994). 오존생성기여도가 음의 값을 나타내는 BVOCs를 많이
방출하는 수종은 수목에 의한 대기오염 영향 평가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14. 주요 BVOCs 종별 오존 생성 기여도
오존 생성 기여도
-1

구분

Isoprene

Monoterpene

Aldehyde

물질명

(g O3 g VOC )

분자식
MIR

MOIR

EBIR

Isoprene

C5H8

10.61

3.92

2.35

α-pinene

C10H16

4.51

1.65

0.89

Chemphene

C10H16

4.51

1.65

0.89

Sabinene

C10H16

4.19

1.70

0.97

β-pinene

C10H16

3.52

1.44

0.79

3-carene

C10H16

3.24

1.28

0.75

Limonene

C10H16

4.55

1.70

0.96

Terpinolene

C10H16

6.36

2.22

1.18

Camphor

C10H16O

0.49

0.31

0.13

Terpineol

C10H18O

4.63

1.63

0.89

Menthol

C10H20O

1.43

0.76

0.44

Linalol

C10H18O

5.43

1.91

1.07

Formaldehyde

CH2O

9.46

2.68

1.27

Acetaldehyde

C2H4O

6.54

2.49

1.61

Acrolein

C3H4O

7.45

2.66

1.62

Acetone

C3H6O

0.36

0.15

0.09

Propionaldehyde

C3H6O

7.08

2.73

1.75

Crotonaldehyde

C4H6O

9.39

3.26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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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생성 기여도
-1

구분

물질명

(g O3 g VOC )

분자식
MIR

MOIR

EBIR

2-butanone

C4H8O

1.48

0.63

0.39

Methacrolein

C4H6O

6.01

2.15

1.33

Butyraldehyde

C4H8O

5.97

2.31

1.48

Benzaldehyde

C7H6O

-0.67

-0.69

-1.05

Valeraldehyde

C5H10O

5.08

1.99

1.29

Hexaldehyde

C6H12O

4.35

1.71

1.10

(Carter, 2010)
*MIR: maximum incremental reactivity
MOIR: maximum ozone incremental reactivity
EBIR: equal benefit incremental reactivity

오존의

생성량은

BVOCs와

질소산화물(NOx)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BVOCs/NOx가 4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BVOCs의 농도가 오존 생성의 제한
인자이며, 그 비율이 15보다 높은 지역에서 NOx의 농도가 오존 생성의 제한
인자이다. BVOCs/NOx가 4에서 15 사이인 지역은 오존 생성 포텐셜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Calfapietra et al., 2013).
도심지역과 교외지역의 BVOCs/NOx 비율은 인간 활동과 산림 면적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에 비하여 교외지역은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적어 NOx의 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산림 면적이 넓어 BVOCs
농도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교외지역에서는 오존 생성 포텔션이 높은
BVOCs/NOx 비율을 보이며 대기 중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난다. 반면, 도심지역은
BVOCs/NOx 비율이 낮고 오존 생성량도 낮게 나타난다(그림 12). 기후변화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가뭄, 높은 오존 농도, 병해충 증가 등의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BVOCs 방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온도가 더 크게
증가하는 도심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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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텔션이 높은 BVOCs/NOx 비율을 보이는 지역이 교외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2).

그림 12. 도심과 교외 지역에서의 NOx, VOCs 농도, 오존 생성 가능성 변화
(Fitzky et al., 2019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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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VOCs와 미세먼지
1) 이차유기에어로졸의 생성
유기에어로졸은 1 µm 미만의 미립자로 대기 에어로졸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이는
직접 입자 형태로 배출되는 일차유기에어로졸(primary organic aerosol, POA)과
가스상 유기물의 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이차유기에어로졸(secondary organic
aerosol, SOA)로 구분된다(Shrivastava et al., 2017). 이는 10 µm 미만의 입자로
정의되는 미세먼지의 전구물질로 대기 중 VOCs에 의하여 생성될 수 있다.
VOCs에 의한 SOA 생성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첫번째로,
VOCs는 대기 중에서 OH기, O3, NO3기와의 산화 반응을 거치면서 과산화기(RO2,
peroxy radical)를 생성한다. 이는 NO 또는 HO2와 반응하여 반휘발성유기화합물
(SVOCs, semi-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생성한다. 이는 대기 중에서 가스
또는 입자 상태 동시에 존재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SVOCs의 가스-입자 분배 과정을
통하여 SOA가 생성된다. 이 가스-입자 분배 과정은 증기압, 대기 온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Atkinson, 2000). 두 번째로, SVOCs의 결합으로 분자량이 크고 휘발성이
낮은 올리고머(oligomer)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체상의 단량체가
입자상으로 전환되면서 SOA가 형성될 수 있다(Seigneur, 2019). 또는 질산, 황산,
황산수소암모늄 등의 무기산이 존재하는 경우 입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 간의 불균일
산 촉매 반응을 통하여 올리고머가 생성될 수 있다(Hang et al., 2006). 세 번째로,
수용성 유기화합물이 구름이나 안개 방울, 흡습성 입자의 액체상에 용해된 후
산화되고 수분이 증발하면 입자상 물질로 남게된다(Ervens et al., 2011). 이렇게
형성된 입자는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에 의해 코팅되는 에이징(aging) 과정을 통하여
구성성분 및 입자의 특성이 변화된다.
전지구적으로 생물에 의해 유래된 전구체로부터 연간 SOA 생성량은 2.5–44.5 Tg
C로, 인위적인 요소로부터 유래된 전구체로부터의 생성량은 0.05–2.62 Tg C로
추정된다(Tsigari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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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kidou,

2003).

BVOCs의

종류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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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terpenes은 주요한 SOA 생성원이며, sesquiterpenes는 반응성 및 SOA
수율이 높으나 방출량이 적어 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Griffin et al., 1999).
반면, isoprene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양은 BVOCs 중 가장 많으나 SOA 수율이
낮다(Hense & Seinfeld, 2006). 이는 isoprene의 낮은 탄소 함량 때문이다.
Isoprene은 monoterpenes과 sesquiterpenes에 비하여 탄소 함량이 적고 이에
따라 휘발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SOA 생성 가능성이 낮다(임용빈 등, 2016).
주요

BVOCs

종별

SOA

수율은

trans-caryophyllene

최대

100%,

β-caryophyllene 최대 125%, α-humulene 32–85%, β-pinene 30–50%,
limonene 30–58%, α-pinene 25.7–56%, 3-carene 2–38%, isoprene 1–3%
등으로 보고되었다(Atkinson, 2000; Griffin et al., 1999; Hoffmann et al.,
1997; Kroll et al., 2005; Lee et al., 2006; Mutzel et al., 2016).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VOCs는 O3, OH기, NO3와 반응하는데 반응하는 물질에 따라
SOA의 수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BVOCs와 각 O3, OH기, NO3의 반응에 따른
수율은 isoprene의 경우 5%, 15%, 1.4%, α-pinene의 경우 46%, 16%, 45%,
β-pinene의 경우 16%, 33%, 32%로 보고되었다(임용빈 등, 2016).
BVOCs에 의한 SOA 생성량도 대기 중 NOx 농도에 영향을 받는데, NOx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과산화기(RO2, peroxy radical)가 NO와 주로 반응하고 NOx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RO2가 HO2와 주로 반응한다. BVOCs 종에 따라 NO와
반응하는 경우 더 휘발성이 낮아 SOA로 전환되기 쉬운 물질을 생성하기도 하고
HO2와의 반응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Isoprene (Carlton et al.,
2009)과 α-pinene (Ng et al., 2007)의 경우 RO2와 NO의 반응에 의한 생성물이
조각화되어 휘발성이 높고 HO2와의 반응 생성물이 더 낮은 휘발성을 가진다. 따라서
NOx가 높은 환경에서 SOA의 수율이 더 낮아진다. 반면, sesquiterpenes인
longifolene 및 aromadendrene은 NOx가 높은 환경에서 더 높은 SOA 수율을
보였다. 이는 NO와 반응한 생성물이 이성질체화(isomerization)되면서 휘발성이
낮은 물질을 생성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Ng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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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모그 챔버(Smog Chamber) 실험
스모그 챔버는 환경조건, 혼합 효과 등의 조절 하에서 특정 화합물의 생성과
변화를 구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오존 등의 가스상 또는 SOA와 같은 입자상
물질의 평가를 위하여 설계되었다(그림 13). Wang et al. (2014)에 소개된 스모그
챔버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중반,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65 ㎥ 크기의 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FEP) Teflon
필름 소재 야외 챔버를 구축하였다. 이는 방향족 또는 생물 유래 유기화합물 등의
가스상 전구체로부터 생성된 에어로졸의 발생 구명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Leone
et al., 1985; Stern et al., 1987). 이를 계기로 대기 중에서 오존 또는 SOA가
어떻게 생성되고 발달되어 가는지를 구명하기 위하여 스모그 챔버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림 13. 스모그 챔버 모식도

스모그 챔버의 시스템 구성 요소 및 크기 등은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먼저,
스모그 챔버의 크기에 따라 챔버 벽의 표면적이 달라진다. 챔버 벽에 의하여
주입되는 물질 및 생성되는 가스 또는 입자상 물질이 손실될 수 있다. 또한 챔버의
재질에 따라 벽에서 방출되는 가스 물질에 의하여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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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상 물질의 농도가 낮은 실험을 할 때 작은 크기의 챔버를 이용하여 벽에
의한 손실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결과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작은
크기의 챔버는 생성된 물질의 발달을 오랜 시간 관찰할 수 없으며, 다양한 물질의
분석을 위한 다량의 샘플 포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 목적에 따라
챔버의 크기를 설정해야 한다(Wang et al., 2014).
또한 스모그 챔버 연구는 야외 또는 실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야외 챔버는
자연광과 외부 온도 하에서 실험을 수행하므로 기상의 일변화에 영향을 받아
모델링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 데이터를 얻기는 어렵다. 그러나 야외에서는 장소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챔버를 구축할 수 있다. 반면, 실내 챔버는 자외선,
광, 온도, 습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자외선 및 광이
실제와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Wang et al., 2014).
스모그 챔버 실험에서 SOA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초기 탄소화합물의 농도,
NOx 농도, 산화제 종류, seed aerosol의 양, UV 강도, 무기산 등이 있다(Hao et
al., 2011). 따라서 연구 목적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을 선정해야 하며,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스모그 챔버 실험을 통하여 SOA 생성 모델링에 적용하고
있다. 대기 중의 VOCs의 광화학 반응 및 에어로졸 생성 반응을 모의하고 SOA 수율
측정 및 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은 주로 일정 농도의 VOCs 가스를 주입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식물에서는 한가지 물질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VOCs가 방출되므로 식물에서
방출되는 BVOCs를 이용할 수 있는 스모그 챔버 시스템도 개발되어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그림 14). 일부 연구에서 식물에서 방출되는 BVOCs를 포집하여 스모그 챔버로
주입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OH기와의 반응에 따른 SOA 수율은
Hao et al. (2011)에서 Pinus sylvestris 11.2–17.7%, Picea abies 13.6%로,
Mentel et al. (2009)에서 P. sylvestris 5.3%, P. abies 4.2%, Betula pendula
11%(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의 결과)로, Lang-Yang et al. (2010)에서 Quercus

ilex 6%로 보고되었다. 또한 오존도 함께 존재하는 경우의 SOA 수율은 Ha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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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에서 Pinus sylvestris 8.4–28.9%, Picea abies 1.9–12.4%로 보고되었고,
Yli-Pirila et al. (2016)에서는 Betula pubescens 0.6–4.4%, 유충의 공격을 받은

B. pubescens 1.6–13.3%로 나타났다.

그림 14. 식물을 이용하는 스모그 챔버 모식도

그러나 기존의 모델을 통하여 BVOCs에 의한 SOA 수율을 모의할 때는 하나의
대표적인 BVOCs 종의 수율 값으로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최근 스모그 챔버의
연구에서 α-pinene과 Pinus sylvestris가 방출하는 다양한 BVOCs 복합물질이
만들어내는 SOA 수율을 비교하여 보고되었다. 그 결과는 연구에 따라 P.

sylvestris의 BVOCs에 비하여 α-pinene의 SOA 수율이 유사거나(Mentel et al.,
2009) 더 높거나(Ylisirnio et al., 2020) 낮은(Faiola et al., 2018; Hao et al.,
2011)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sesquiterpenes : monoterpenes의
비율이 높을 때 SOA의 수율이 낮게 나타나거나(Ylisirnio et al., 2020) 높게
나타났다(Faiola et al., 2018). 이는 같은 수종임에도 방출되는 BVOCs의 종류가
다르고 반응이 일어나는 스모그 챔버 내 환경이 다르게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연구에서 동일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수목에 의해서 방출되는
BVOCs의 SOA 수율을 주로 방출되는 한 가지의 물질로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물에서 방출되는 BVOC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모그 챔버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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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목의 대기오염 저감
수목에 의하여 방출되는 BVOCs로 인하여 오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수목은 오염물질을 기공으로 흡수하거나 잎 표면에
침착시키기도 하고 잎 표면에 흡착시키기도 한다. 초본에 비하여 수목은 엽면적이
크고 스트레스에 노출되어도 내성이 높아 기공을 오래 열고 있으므로 대기오염 저감
기능이 크다(Fitzky et al., 2019).

1) 가스상 오염물질 저감
가스상 오염물질은 대표적으로 질소산화물, 오존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BVOCs를 포함한 휘발성화합물도 수목에 의하여 대기 중의 농도가 감소될 수 있다.
가스상 오염물질의 저감은 기공을 통한 흡수 및 표면 침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목
수준에서는 기공을 통한 흡수가 주요한 오염물질 저감 기작이다.
먼저 기공을 통한 가스상 오염물질의 흡수량은 기공전도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기공전도도는 광, 온도, 습도 등의 주변 환경 조건이나 수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Fitzky et al., 2019). 또한 외부의 오염 물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흡수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오존의 경우 잎 내부의 항산화제에 의하여 내부 오존이
빠르게 사라지는 정도에 따라 흡수량이 결정된다(Fares et al., 2007). 오존의 경우
주로 기공전도도에 의하여 흡수량이 결정되나 질소산화물은 기공전도도뿐 아니라
엽육세포 내 확산 저항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잎 표면, 큐티클층, 수피 등 기공이 아닌 부분에 가스상 물질이 침착될 수
있다(Fares et al., 2007). 오존,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뿐 아니라 소수성의
BVOCs나 반휘발성화합물은 잎 표면 큐티클층에 가스 형태로 직접 침착된다. 기공을
통한 흡수가 수목의 물질 저감의 주요 기작이나, 기공을 통한 가스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경우 소수성 물질의 흡수에 한해서는 큐티클층의 침착이 주요
기작으로써 역할을 한다. 침착된 물질들은 큐티클층 내부 또는 큐티클층을 통해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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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로 확산된다. 큐티클층에 침착 및 확산되는 정도는 오염물질의 종류, 큐티클층의
생화학적 특성 및 구조,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큐티클층 내부로의
확산은 매우 느리게 일어나며, 특히 분자가 크거나 큐티클층에 왁스 크리스탈이
발달한 경우 더욱 천천히 진행된다. 그러나 확산 속도는 큐티클층의 손상으로 인하여
증가할 수도 있다(Niinemets et al., 2014).
한편, 잎 주변의 BVOCs와의 반응도 대기오염물질 저감의 기작 중 하나이다
(Fitzky et al., 2019). 대기 중 BVOCs의 반응을 나타낸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BVOCs는 오존을 생성하기도 하지만 오존과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오존을 분해시키
기도 한다. monoterpenes를 주로 방출하는 수종인 Quercus ilex을 대상으로 오존
처리 후 감소 기작을 분석한 결과, 식물체에서 방출되는 monoterpenes에 의한 오존
파괴가 주요 감소 기작으로 나타났다(Fares et al., 2007).

2) 입자상 오염물질 저감
SOA, 미세먼지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은 수목 및 숲의 다양한 활동에 의하여 대기
중에서 그 농도가 감소될 수 있다. 이는 흡착, 흡수, 차단, 침강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흡착은 수목의 줄기, 가지, 나뭇잎 등에 입자상 물질이 부착되는 메커니즘이며,
흡수는 가스상 오염물질과 유사하게 잎의 기공에 의해서 잎 내부로 미세먼지가
흡수되는 메커니즘이다. 차단은 숲의 외연부에서 미세먼지의 이동 면적 및 속도가
감소하면서 수관층이나 줄기에 의하여 차단되어 숲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메커니즘이고, 침강은 입자상 오염물질이 수관층과 줄기, 가지로 내려앉거나 온도
및 습도 등의 미기상 조건에 의하여 수직으로 이동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수목의 입자상 오염물질의 저감은 잎 및 수관 특성의 영향을 받으므로
수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관구조, 잎의 복잡성,
잎크기, 잎표면 특성으로 322 수종을 평가하여 수종별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우수,
양호, 권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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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BVOCs는 인체의 건강성 증진, 대기오염 영향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수목의 BVOCs 방출량을 정량화하고 그 변화 양상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BVOCs 및 수목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산림 과학 분야에서는 아직 그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BVOCs의 방출량에 대하여 국내 산림을 구성하는 수종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 참나무류와 소나무, 잣나무 등 일부 대표 침엽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고되었으나, BVOCs 방출량은 수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더 다양한 수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권 주변에 많이 존재하는 도시숲의 주요 수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 때 인체 및 숲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
또는 대기오염에 영향이 큰 물질들의 방출량 변화를 통하여 수목의 건강성 및
도시숲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수종들의 방출 특성 비교를 위하여 수종별 표준 방출량(온도 30°C 및 광도
1000 µmol m-2 s-1에서의 방출량)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BVOCs의 방출량은 온도 및 광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스트레스 발생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표준 방출량과 더불어 일변화, 계절적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수종을 대상으로 고온, 건조 및 침수, 오존 증가, 섭식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방출량 변화 반응을 구명해야 하며, 이 때 단일 처리에서
복합 처리로 점차 발전시켜가면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BV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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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특성에 대한 고도화된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5).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목의 BVOCs 방출 연구에 대한 초기 단계로서 도시숲의
주요 90 수종을 대상으로 표준 조건에서의 방출량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2장 BOX 1). 또한 묘목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BVOCs
방출량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15. 수목의 BVOCs 방출량 연구 방향

대기오염의 증가로 도시숲에서의 BVOCs 방출 및 대기오염물질 생성에 대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기 중 BVOCs 반응에 대한 연구는
반응 경로 구명을 목적으로 대기화학 분야에서 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정제된
가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보고되었듯 단일
가스를 통한 오존 또는 에어로졸의 생성은 실제 수목에서 방출되는 BVOCs의
오염물질 생성 기여도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수목을 중심으로 실제로 방출되는
BVOCs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BVOCs에 의한 오존 또는
에어로졸 생성에 대한 연구들은 수목을 배제한 실험 시스템으로 수목의 타 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수목 및 숲의 기능은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목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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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연구

도시숲이 생활권 주변의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하여
묘목을 대상으로 수목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 기여도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그림 16).

그림 16. 수목을 포함한 대기오염 영향 평가 시스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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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i-Pirilä, P., Copolovici, L., Kännaste, A., Noe, S., Blande, J. D., Mikkonen,

❚ 94 ❚

참고문헌

S., ... & Holopainen, J. K. (2016). Herbivory by an outbreaking moth
increases emissions of biogenic volatiles and leads to enhanced
secondary organic aerosol formation capacity.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50(21), 11501-11510.
Ylisirniö, A., Buchholz, A., Mohr, C., Li, Z., Barreira, L., Lambe, A., ... &
Schobesberger, S. (2020). Composition and volatility of secondary
organic aerosol (SOA) formed from oxidation of real tree emissions
compared to simplified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systems.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20(9), 5629-5644.
Yuan, X., Calatayud, V., Gao, F., Fares, S., Paoletti, E., Tian, Y., & Feng, Z.
(2016). Interaction of drought and ozone exposure on isoprene emission
from extensively cultivated poplar. Plant, Cell & Environment, 39(10),
2276-2287.
Yuan, X., Feng, Z., Shang, B., Calatayud, V., & Paoletti, E. (2020). Ozone
exposure, nitrogen addition and moderate drought dynamically interact
to affect isoprene emission in poplar.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734, 139368.
Zuo, Z., Weraduwage, S. M., Lantz, A. T., Sanchez, L. M., Weise, S. E., Wang,
J., ... & Sharkey, T. D. (2019). Isoprene acts as a signaling molecule in
gene networks important for stress responses and plant growth. Plant
Physiology, 180(1), 124-152.

❚ 95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목록
1. 외국수종육성에 관한 시험. 1959.

39. 임업투자수익율표. 1989.

2. 한국산 야생용 식물 - 초본편. 1959.

40.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경상북도(대구직할시포함)

3. 세계인공림에 관한 회의보고서. 1968.

기본 계획구. 1989.

4. 야생동물실태조사 제3보. 1968.

41.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남부영림서 기본계획구. 1989.

5. 한국수목해충총목록. 1969.

42. 미립목지의 주요수종 수확예측. 1989.

6. 한국조류분포목록. 1969.

43. 산림토양단면도집. 1989.

7. 광릉시험림의 솔잎혹파리구제에 관한 보고. 1969.

44. 해외임산공업현황 - Ⅰ. 대만․일본. 1989.

8. 야생식용식물도감. 1969.

45. 목재도장기술. 1989.

9. 야생동물실태조사 제4보. 1969.

46. 대나무재배기술. 1990.

10. 해외파견기술훈련보고서 - 토양조사와 토지이용구분.
1970.

47. 산림자원조사보고서-경남(부산직할시 포함) 기본계획구. 1990.
48. 일본의 소나무재선충병연구. 1990.

11. 한국의 펄프종이 공업. 1970.

49. 소련․중국의 임업정책연구. 1990.

12. 주요 임산물 통계자료. 1970.

50. 열대재의 재질과 가공성. 1990.

13. 포푸라 주요 병해충의 생태와 방제. 1970.

51. 꿩기르기. 1991.

14. 포푸라이용의 현황과 전망. 1970.

52. 산림과 물. 1991.

15. 조림수익율표. 1972.

53. 일본의 제재기술동향. 1991.

16. 송이생산기술 연찬회자료. 1981.

54. 일본의 목재보존의 기술동향. 1991.

17.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Ⅰ. 파푸아뉴기니아. 1981.

55. 세계주요국의 임정연구. 1991.

18. 한국의 송이에 관한 조사보고서. 1981.

56.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전라북도(광주직할시 포함)

19. 목재보존 기술자료. 1981.

기본 계획구. 1991.

20.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Ⅱ. 중남미. 1982.

57.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전라남도 기본계획구. 1991.

21.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Ⅲ. 아프리카. 1983.

58. 환경과 야생동물. 1991.

22. 송이연구 및 생산기술자료. 1984.

59. 한국의 임산업. 1991.

23.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Ⅳ. 동남아시아. 1984.

60. 목재건조기술. 1991.

24. Compilation of Abstracts on Gall Midges of Woody

61. 목재접착․조색․도장기술. 1991.

Plants(수목혹파리에 관한 초록집). 1984.

62. 도시․산림․환경. 1991.

25. 주요수종의 수익성. 1985.

63. 석재자원조사보고서(Ⅰ). 1992.

26. Report on Biological Control of the Pine Gall

64. 세계의 임산업. 1992.

in Korea. 1985.

65. 아까시나무 자원과 이용. 1992.

27. 미국과 일본의 산림자원정책. 1985.

66. 세계주요국의 산림․임업법률연구. 1992.

28. 오지리의 산림조사평가와 표준오차계산표. 1985.

67. 수목 및 목재의 성분이용. 1992.

29. 일본의 임산버섯 연구 및 생산기술. 1986.

68. 겨울철새의 도래실태. 1992.

30. 산지이용구분조사보고서. 1986.

69. 산림자원조사보고서(충북). 1992.

31.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Ⅴ. 북미. 1986.

70. 산림자원조사보고서(충남). 1992.

32. 임산버섯생산기술 연찬회자료. 1987.

71. 임업연구를 위한 기초통계학. 1992.

33. 간벌소경재의 가공이용기술. 1987.

72. 북한의 임업. 1992.

34.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강원도 기본계획구. 1987.

73. 한국산 버섯 색인집. 1992.

35.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동부영림서 기본계획구. 1987.

74. 목질탄화 및 탄화물의 토양개량재 이용. 1992.

36.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중부영림서 기본계획구. 1988.

75. 목재열기 건조 스케줄. 1993.

37. 간벌작업지 프라스틱수라집재에 관한 사례연구. 1988.

76. 산림자원조사보고서(경기도, 서울, 인천, 원주영림서

38.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Ⅵ. 소련:극동시베리아. 1989.

포함 기본계획구). 1993.

77. 산림자원조사보고서(제주도 기본계획구). 1993.

117. 열대활엽수의 해외조림투자환경(말레이시아, 솔로몬,

78. 합판산업 구조개선방안. 1993.

파푸아뉴기니아를 중심으로). 1996.

79. 산림휴양․생태관광계획. 1993.

118. ‘96연구성과설명회 자료집(임산공업분야)

80-1. 열대목재의 합리적 이용 및 목재산업 국제화
증진 방안. 1993.
80-2. Study on Rational Utilization of Tropical Timber and
Globalization of Korean Wood Industry. 1993.

-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임산공업의 새로운 모색. 1996.
119. 한․일 산림생산공학 학술회의. 1996.
120. 임업경제동향 - 연차보고서. 1996.
121. 계방산 및 울릉도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1996.

81. 석재자원조사보고서(Ⅱ). 1994.

122.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전국 총괄). 1996.

82. 해외조림투자환경. 1994.

123.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경기도 기본계획구). 1996.

83. 활엽수자원보고서(경상남도 기본계획구). 1994.

124.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강원도 기본계획구). 1996.

84. 활엽수자원보고서(전라남도 기본계획구). 1994.

125.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충청북도 기본계획구). 1996.

85. 활엽수자원보고서(제주도 기본계획구). 1994.

126. 한국산림과 온실가스 -흡수․저장 및 저감방안-, 1996.

86. 목재․재질재료의 성능향상 및 가공․이용기술. 1994.

127. 산림생장 및 수확예측 모델론. 1996.

87. 표고재배기술 연구자료. 1994.

128. 환경보전형 곤충병원미생물을 이용한 잔디해충 방제.

88. 천마재배기술 연구자료. 1994.

1996.

89. 톱밥 종합이용. 1994.

129. 임업연구원소장 곤충표본목록 Ⅰ 나비목. 1996.

90. 일본 목재보존공업기술 동향. 1994.

130.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1997). 1997.

91. 임목종자와 양묘. 1994.

131. 나무의 신비. 1997.

92. 한국의 목재자원과 수급 및 임산업현황. 1994.

132. 우리나라의 산촌지역 구분조사. 1997.

93. 산림측량실무. 1994.

133. 한국의 목재수급실태. 1997.

94. 목조주택 시공기법. 1994.

134. 산림자원조사보고서. 1997.

95. 한국산 주요목재의 성질과 용도. 1994.

135. 중국의 임업‧임산업 현황과 투자환경. 1997.

96. 통나무집 축조기술. 1994.

136. 일제시대의 국유림관리 -보호․처분․경영을 중심으로-.

97. 목질재료의 신접착기술. 1994.

1997.

98. ’95임업연구성과설명회 자료(목재산업분야). 1995.

137. 목조건축의 외장용 목재. 1997.

99. ’95임업연구성과설명회 자료(임산버섯분야). 1995.

138. 조선시대 산림사료집. 1997.

100. ’95임업연구성과설명회 자료(특수임산물리용분야). 1995.

139. 임도망계획방법. 1998.

101. 산림생태계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및 표본관리 방법. 1995.

140.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1998.

102. 속성활엽수의 해외조림투자환경(베트남, 미얀마, 칠레,

141. 표고 재배기술. 1998.

서호주를 중심으로). 1995.

142. 폐목재발생 및 재활용실태. 1998.

103. 솔잎혹파리 논문집 Ⅰ. 생태, 피해, 방제전략. 1995.

143. 산림의 온실가스 저감방안. 1998.

104. 솔잎혹파리 논문집 Ⅱ. 생물적, 화학적, 임업적 방제. 1995.

144. 목질탄화물(숯과 목초액)의 농업 및 환경적 이용. 1998.

105. 솔잎혹파리 논문집 Ⅲ. 일본, 유럽, 미국. 1995.

145. 설악산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관광개발

106. 한국수목해충목록집. 1995.

잠재력 평가. 1998.

107. 임업분업론과 중국의 임업발전방향. 1995.

146.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실태. 1999.

108. 중국의 임업산업정책과 구역비교연구. 1995.

147. 표고 재배기술향상. 1999.

109. 우리나라 목재수급실태. 1995.

148.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1999.

110.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충청남도 기본계획구). 1995.

149. 자연휴양림 이용특성 및 효율적 관리방향(1). 1999.

111.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전라북도 기본계획구). 1995.

150. 송이 증수 및 품질향상 기술. 1999.

112.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경상북도 기본계획구). 1995.

151. 주요 수종의 육종계획. 1999.

113. 임업연구 기본계획. 1995.

152. 임업의 새로운 조류. 1999.

114. 뉴질랜드의 임업 및 임산업 투자환경

153. 송이 증수 및 인공재배 연구. 1999.

- 북섬지역을 중심으로. 1995.

154. 임업경제성분석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1999.

115. 구조용 목질재료의 이용과 환경영향. 1995.

155. 임업경제성분석 지침서. 1999.

116. 한국수목병명목록집. 1995.

156. 목재인증제의 동향. 1999.

157. 도시림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1999.

197. 북미산 활엽수재의 재질과 용도. 2002.

158. 새로운 표고재배기술. 2000.

198. 백두대간의 생태계 현황 및 관리범위 설정. 2003.

159. 폐목재의 수집체계 개선 및 재활용 촉진방안. 2000.

199. 세계의 산림자원과 목재무역. 2002.

160. 식․약용식물 재배법. 2000.

200. 2002 수요열린 세미나 자료집. 2003.

161. 임업연구원 소장 곤충표본목록 Ⅱ 곤충류(나비목제외).

201. 임업경제동향 2002년/겨울. 2003.

2000.

202. 임업경제동향 2003년/봄. 2003.

162. 임업경제동향 2000년/봄. 2000.

203. 생물반응기와 생물체 대량배양. 2003.

163. 한국기록종 버섯 재정리 목록. 2000.

204. 대기오염과 산림생태계 변화모니터링. 2003.

164. 백합나무 조림기술. 2000.

205. 임업경제동향 2003년/여름. 2003.

165. 밤나무 재배기술. 2000.

206. 흰개미의 생태와 방제. 2003.

166. 임업경제동향 2000년/여름. 2000.

207. 홍릉수목원의 버섯. 2003.

167.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2000.

208. 주요국의 산림계획제도. 2003.

168. 송이산 가꾸기 및 송이증수. 2000.

209. 임업경제동향 2003년/가을. 2003.

169. 한국과 일본의 산지관리 제도. 2000.

210. 북한 산림․임업동향. 2003.

170. 혼농림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0.

211.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기초 연구. 2003.

171. 원목규격과 해설. 2000.

212. 제초제 내성 관여 유전자와 효소, 제초제의 생화학

172. 폐탄광지의 환경복원녹화 기술개발 국제심포지엄. 2000.

및 대사, 형질전환 식물의 잔류물질. 2003.

173. 임업경제동향 2000년/가을. 2000.

213. GM 수종의 환경적 고찰. 2003.

174. 임업경제동향 2000년/겨울. 2001.

214. 포플러의 생물학. 2003.

175. 임업경제동향 2001년/봄. 2001.

215. 조선시대 국용임산물(전국지리지의 임산물 항목을

176. 일본의 산촌진흥시책. 2001.

중심으로). 2004.

177. 비무장지대 조사방안 토론회. 2001.

216. 2003 수요열린 세미나 자료집. 2004.

178. 임업경제동향 2001년/여름. 2001.

217. 임업경제동향 2003/겨울. 2004.

179. 숯과 목초액 이용. 2001.

218. 산림수자원 모니터링. 2004.

180. 온․한대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준

219. 채종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2004.

및 지표. 2001.

220.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연구. 2004.

181. 임업경제동향 2001년/가을. 2001.

221. 임업경제동향 2004년/봄. 2004.

182. 한국의 근․현대 산림소유권 변천사. 2001.

222.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원인과 대책. 2004.

183. Green GNP와 산림자원계정. 2001.

223. 휴양림 목조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2004.

184. Traditional Knowledge for Soil Erosion Control in

224. 알기 쉬운 소나무재선충. 2004.

the Republic of Korea. 2001.
185. 산림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 산림작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 2001.

225. 임업경제동향 2004년/여름. 2004.
226. 생태계접근법의 개념과 이행지침. 2004.
227. 임산물품질인증지침. 2004.

186. 주요국의 산림․임업정책. 2001.

228. 두릅나무 및 음나무 재배기술. 2004.

187. 주요국의 산림․임업법률. 2001.

229. 임업경제동향 2004년/가을. 2004.

188. 임업경제동향 2001년/겨울. 2002.

230. 표고와 송이의 최근 재배동향. 2004.

189. 임업경제동향 2002년/봄. 2002.

231. 기후변화 협약 관련 IPCC 우수실행지침. 2004.

190. 임업경제동향 2002년/여름. 2002.

232.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2004.

191. 도시림의 합리적 이용‧관리방안. 2002.

233. 2004 토요세미나 자료집. 2005.

192. 외국의 산불예방과 진화. 2002.

234. 임업경제동향 2004년/겨울. 2005.

193. 우리나라 귀화식물의 분포. 2002.

235. FSC 산림인증 심사용 Check list. 2005.

194. 중국임업 및 임산업투자환경. 2002.

236. 임업경제동향 2005년/봄. 2005.

195. 임업경제동향 2002년/가을. 2002.

237. 목재 유통구조 분석. 2005.

196. 산림수문 장기모니터링 자료집(산림유역의 물순환 조사).

238. 광릉시험림 천연소나무림 실태조사. 2005.

2002.

239. 일본의 임지개발허가제도. 2005.

240. 임업경제동향 2005년/여름. 2005.

282. 산림 항공사진 검색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2007.

241. 2005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5.

283. 임업경제동향 2007년/봄. 2007.

242. 임산물품질인증지침(개정판). 2005.

284. 2007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7.

243. 산지이용구분도 구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285. 핀란드 및 독일의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체제. 2007.

244. 실내공기환경과 목질제품. 2005.

286. 임업경제동향 2007/여름. 2007.

245. 임업경제동향 2005년/가을. 2005.

287. 대나무․대나무숯․죽초액. 2007.

246. 항공사진 입체표본철. 2005.

288. 산림유전자원 표본목록. 2007.

247. 이차대사산물 생산공장으로서의 식물세포배양. 2005.

289. 제주지역의 임목유전자원. 2007.

248. WTO/DDA 목재류 분야 협상의 최근 동향. 2005.

290. 일본의 산촌진흥대책 추진매뉴얼. 2007.

249. 수목유래 isoflavon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291. 개량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관리. 2007.

핵자기공명 및 질량 분석 자료. 2005.

292. FSC 산림경영인증 및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2007.

250. 독일가문비나무의 생물학. 2005.

293. 임산물품질시험 인증지침. 2007.

251. 잣나무의 엽록체 유전체. 2005.

294.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 2007.

252.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Ⅱ. 2005.

295. 꽃송이버섯. 2007.

253. 목침목의 할열 방지 및 폐침목의 재이용. 2005.

296. 수목유래 Isoflavon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254. WTO/DDA 농업협상의 논의쟁점과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응방향. 2005.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Ⅲ). 2007.
297. 목질탄화물의 흡착이용. 2007.

255. 세계의 산불위험예보시스템. 2005.

298. 임업경제동향 2007/가을. 2007.

256. 2005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6.

299. 산림항공사진 영상판독시스템과 수치임상도

257. 임업경제동향 2005년/겨울. 2006.

제작 사용자 매뉴얼. 2007.

258. 표고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06.

300. 한국의 도시숲. 2007.

259. 임업경제동향 2006년/봄. 2006.

301. 리기다소나무림 관리방안. 2007.

260.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2006.

302. FSC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2007.

261. 2006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6.

303. 산불관리 원칙과 전략적 활동 지침. 2007.

262. 임업경제동향 2006년/여름. 2006.

304. 백두대간의 지리적 범위 구명 방안. 2007.

263.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Ⅱ. 2006.

305. Post-2012 산림탄소 배출권 계정논의 동향. 2007.

264. 수목의 오존내성 매카니즘과 피해반응. 2006.

306.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2007.

265. 소나무재선충병의 국제 연구동향. 2006.

307. 2007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7.

266. 수목의 생리활성 탐색. 2006.

308. 지역개발과 산지법의 신경향. 2008.

267. 기내배양을 이용한 산림자원의 증식. 2006.

309. 일본의 산림기능구분과 산림관리. 2008.

268. 수목유래 Isoflavon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310. 임업경제동향 2007/겨울. 2008.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II). 2006.

311. 을수동 산림생태지도. 2008.

269.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방법. 2006.

312. 지속가능한 관광 및 생태관광 인증. 2008.

270. 액화목재의 제조기술 및 이용. 2006.

313. 임업경제동향 2008/봄. 2008.

271. 임업경제동향 2006년/가을. 2006.

314. 2008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8.

272. 제주시험림 생태관광타당성 조사. 2006.

315. 코린도 칼리만탄 조림지 임목자산 평가조사보고. 2008.

273.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2006.

316. 임업경제동향 2008/여름. 2008.

274. 소나무재선충병 바로알기. 2006.

317.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 현지조사 매뉴얼 -. 2008.

275. 북한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Ⅲ). 2006.

318. 수치임상도(1:25,000) 표준 제작체계. 2008.

276. 통계로 본 산림자원의 변화와 임산물 수급추이. 2006.

319. 산림작업용 장비. 2008.

277. EU․일본의 임업보조금. 2006.

320.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 L.) - 생장특성과

278. 2006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7.

관리기술 -. 2008.

279. 소나무의 유전변이와 유전자원보존. 2007.

321. 제주시험림 야생동물 생태도감. 2008.

280. 임업경제동향 2006년/겨울. 2007.

322. 모두베기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2008.

281. 독일 및 이탈리아의 농산촌관광 정책과 현황. 2007.

323. 남산숲의 식생과 토양 특성. 2008.

324.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Ⅱ). 2008.

364. 산림 벌채 부산물의 압축화 기술. 2009.

325. 지역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험림 조성 및 특산수종

365. 주요 조림수종의 양묘기술. 2009.

발굴. 2008.

366. 제주지역의 야생버섯. 2009.

326. 수치임상도 제작 운영･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2008.

367.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2009.

327. 영상탑재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08.

36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2009.

328.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Ⅴ). 2008.

369. 산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2009.

329.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 일본 -. 2008.

370. 숲과 물이 만나는 수변림. 2009.

330. 산림의 유전자원 보존. 2008.

371. 잔불 재확산 방지 관리 기술. 2009.

331. 임업경제동향 2008/가을. 2008.

372. 2008~2009 산림재해백서. 2009.

332. 외래 유전자 도입 포플러 데이터베이스. 2008.

373. 중국 대나무 도감. 2009.

333. 산림생태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 산지소생물권. 2008.

374. Feasibilit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334. 희귀 산림유전자원 보존 연구. 2008.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for

335. 유실수의 유용성분 분석. 2008.

improving watershed condition and poor

336. 국내외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2008.

household welfare in west Java, Indonesia.

337. 호두과피 탈피기 개발 및 이용. 2008.
338. 품질인증 방부처리목재 수종별 방부처리도와 자상처리
기준 추가 타당성 조사. 2008.
339.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기법 Ⅱ - 생태적 복원계획과
분석. 2008.

2009.
375.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정책과 추진사례. 2010.
376. 2009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10.
377. 1991~2009년 산불발생위치지도. 2010.
378. 임업경제동향 2009/겨울. 2010.

340. 산불피해지 생태변화 조사방법 매뉴얼. 2008.

379.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010.

341. 유럽 산촌지역의 현황 및 제도분석. 2009.

380. Cytokinin의 분자생리학. 2010.

342. 2008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9.

381. 임업경제동향 2010/봄. 2010.

343. 임업경제동향 2008/겨울. 2009.

382. 백합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0.

344. 산림유전자원 종자목록 - 난대산림연구소

383.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동정 매뉴얼. 2010.

보유편(2009). 2009.
345. 임업경제동향 2009/봄. 2009.
346. 항공영상 활용 현장조사 시스템(소프트웨어) 스탠드
얼론 버전(Stand Alone Version) 사용자 매뉴얼. 2009.

384. Forest Eco-Atlas of Korea. 2010.
385. 정사항공사진을 활용한 제5차 수치임상도(1:25,000)
제작 매뉴얼. 2010.
386.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10.

347. 산림입지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2009.

387. 유성번식을 통한 무병 천마의 기내생산방법. 2010.

348.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민유림 총괄편. 2009.

388. 임업경제동향 2010/여름. 2010.

349. 2009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9.

389. 지상부 바이오매스 공간분포 추정에 관한 주요국 연구

350. 홍릉수목원의 보물찾기-버섯 99선. 2009.

동향 분석. 2010.

351. 일본의 산촌지역 도농교류 우수사례. 2009.

390. 세계 산림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2010.

352. 임업경제동향 2009/여름. 2009.

391. 옥외시설 및 건축외장재의 유지관리 매뉴얼. 2010.

353. 일본의 보안림제도. 2009.

392. Ligneous Flora of Jeju Island. 2010.

354.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국유림 총괄편. 2009.

393. 지속가능한 난대림 산림경영 연구의 이론과 실제. 2010.

355. 미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지도제작 프로그램. 2009.

394. 일본의 산림 탄소상쇄 사업 지침. 2010.

356. 운문골 산림생태지도. 2009.

395. 백합나무 특성 및 관리. 2010.

357. 미국의 도시녹지 탄소계정. 2009.

396.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II). 2010.

358. 식물호르몬 분석 실무. 2009.

397. 인도네시아의 산림․임업. 2010.

359. 2009 한국의 산림경관 및 생태계 관리권역. 2009.

398.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유럽 및 미주-. 2010.

360. 일본의 포름알데히드방출 목질제품 관리제도. 2009.

399. 임산물품질인증 지침. 2010.

361. 산림종자유전자원 DB 구축 현황. 2009.

400.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2010.

362. 조경수 재배기술 관리. 2009.

401. 임업경제동향 2010/가을. 2010.

363. 임업경제동향 2009/가을. 2009.

402.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분포도. 2010.

403.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Ⅶ). 2010.

국가산림자원조사(2006-2010) 주요 결과. 2011.

404.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2010.

441. 호두나무 재배기술. 2011.

405.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가이드라인-시범사업용. 2011.

442. 일본의 보안림 정비지침 및 카나가와현 산림정비 사례. 2011.

406. 산림유전자원 현지외보존 현황. 2011.

443.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진단 지침서. 2011.

407. 2010 산림재해백서. 2011.

444.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I). 2011.

408. 임업경제동향 2010/겨울. 2011.

445.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사. 2011.

409. 산림청지정 희귀멸종위기 식물 제166호 산개나리. 2011.

446. 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산불. 2011.

410.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운영 지원 법률 및 제도. 2011.

447. 포르투갈, 헝가리 산림 현황 및 연구. 2012.

411. 임업경제동향 2011/봄. 2011.

448. 광릉 숲의 졸참나무와 서어나무 고사목에 서식하는

412. 홍릉 숲에 사는 개미. 2011.

딱정벌레. 2012.

413. 편백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1.

449. 임업경제동향 2011/겨울. 2012.

414. 산불감시카메라 가시권 분석을 통한 ‘산불탐지 가시권

450. 2011 산림재해백서. 2012.

지도’. 2011.
415.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현지조사지침서. 2011.

451. 인도네시아 주요 열대수종. 2012.
452. 산림병해충 기술교본. 2012.
453. 홍릉 숲에 사는 나비. 2012.

416. 산림입지토양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ver.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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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전과정평가를 통한 국산 원목의 수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13.
521. 목질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기술과 공정. 2013.
522. 우리나라 근대임업(양묘, 조림)에 대한 시험연구 자료. 2013.
523. 산림토양진단 방법과 활용. 2013.

풍부도의 변화예측. 2014.
555. 수목 유래 리그난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분석 자료(Ⅳ). 2014.
556. 가선집재 작업매뉴얼. 2014.
557. 천마의 생장과 기능성물질 생산. 2014.
558. 경골목조건축 표준일위대가. 2014.
559. 토종다래 재배기술. 2014.
560.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조정. 2014.
561.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2014.

562. 북미지역 산림치유 프로그램. 2014.

602. 기관운영전략 및 계획. 2015.

563. A List Dicotyledoneae herbaceous plants in Jeju

603. 녹지유형별 노린재의 분포와 다양성. 2015.

Island. 2014.
564.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목재의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과
수축률 측정. 2014.

604. 홍릉숲 방문자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현황 파악과
경제적 가치평가. 2015.
605. 간벌과 목표 산림형. 2015.

565. 선흘곶자왈의 역사문화자원. 2014.

606. 임업경제동향(여름호). 2015.

566. Standard and Specification of Wood Products.

607. 대추나무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표준수확량. 2015.

2014.
567. 한국의 재선충속(Bursaphelenchus) 선충. 2014.

608.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파리
풍부도의 변화 예측. 2015.

568.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산림식생 모니터링. 2014.

609. 주요 용재수종 채종원의 유전간벌. 2015.

569. 개화모니터링 매뉴얼. 2014.

610. 수목의 유전공학. 2015.

570. 새, 홍릉숲에 머물다. 2014.

611. 옻나무의 유용물질 분리 및 구조동정. 2015.

571.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물리성-. 2014.

612. 염화칼슘에 의한 주요 수종의 생장 및 생리반응 특성.

572.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화학성-. 2014.

2015.

573.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매뉴얼. 2014.

613.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시공 및 설계 가이드라인. 2015.

574. 남부지역 주요 수종별 자원특성 및 임분관리. 2014.

614. 폐광지 및 폐채석장 복원 사례집. 2015.

575. 균근성 버섯의 기초 배양 특성. 2014.

615. 잔디 표준재배관리기술. 2015.

576.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2014.

616. 관상산림자원(조경수, 잔디)표준 생산 및 관리 기술. 2015.

577.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2014.

617. 제6차 세계산불총회 발표 논문 분석 자료집. 2015.

578. 한국잔디유전자원. 2014.

618. 차량용 목조교량 사례 및 설계예제집. 2015.

579.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북미 편-. 2014.

619. 차량용 목조교량 요소기술 개발 및 구조성능 평가. 2015.

580. 산림의 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2014.

620. 다층 목조건축 사례 및 기술동향. 2015.

581. 나노셀룰로오스. 2014.

621. 신개념 목질계 바이오연료, 반탄화 목재연료. 2015.

582.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운영 체계.

622. 바이오매스 반탄화 산업화 전망. 2015.

2014.

623. 마을숲 미래가치를 찾아서. 2015.

583. 임업경제동향 2014/가을. 2014.

624. 주요 실내 사용 목재의 연소 특성. 2015.

584. 국민안전과 국토보전을 위한 산사태 바로알기. 2014.

625. 목재용 아미노계 수지 접착제. 2015.

585. 산지토사재해 표준행동지침(SOP). 2014.

626. 알기 쉬운 흰개미 방제 가이드북. 2015.

586. 산채 증식기술. 2014.

627. 가리왕산과 중왕산의 버섯. 2015.

587. 현지외보존 산림생명자원. 2014.

628. 최근 표고재배기술. 2015.

588. 나라꽃 무궁화 품종도감. 2014.

629. 밤 수확과 저장. 2015.

589. 세계 산림탄소 정책･시장 동향. 2015.

630. 헝가리의 아까시나무 육성. 2015.

590. 임업경제동향(겨울). 2015.

631. 글로벌 임목육종 현황과 미래 전략. 2015.

591. 2014 산림재해백서. 2015.

63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교본. 2015.

592. 물을 키우는 숲. 2015.

633. 일본의 산지토사재해 방지대책. 2015.

593.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임업기술(I). 2015.

634. 유럽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략. 2015.

59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대응방안. 2015.

635. 튀니지 코르크참나무 숲 복원을 위한 양묘 및 조림. 2015.

595. 산지은행제도 사업별 이용의향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2015.

636. 소나무･낙엽송의 천연갱신 메커니즘 및 기술동향. 2015.

596. 임상도의 임분고 정보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637. 목재생산을 위한 임도망 선정 기법. 2015.

입체위성영상 분석 매뉴얼. 2015.

638. 2014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5.

597. 한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체계 변천(1975~2010년). 2015.

639. 임업경제동향 2015년 가을호. 2015.

598. 일본 산림의 기능과 평가. 2015.

640. 임목수확시스템 및 안전작업. 2015.

599. 한국의 산림 분야 국별협력전략(CPSF)수립. 2015.

64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연구. 2015.

600. 코스타리카의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2015.

642. 전국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 2015.

601. 2015년 임업경제동향 봄호. 2015.

643. 우리나라 아고산 침엽수림(Ｉ)-계방산. 2015.

644. 산림입지토양조사 필드 가이드. 2015.

68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매뉴얼. 2016.

645.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2016.

682. 2015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6.

646.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Ⅱ). 2016.

683. 2015년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처방전 분석

647.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절지동물
풍부도와 다양성의 변화 예측. 2016.
648.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지구행동계획. 2016.
649. 임업경제동향 2015년 겨울호. 2016.

결과 보고서. 2016.
684. 미국 서부의 시설양묘 기술. 2016.
685. 산림용 시설양묘 매뉴얼(용기묘 식재). 2016.
686. 국산재를 이용한 기둥-보 목조주택의 전과정 환경영향
및 비용평가. 2016.

650. 골든시드 표고 재배 기술. 2016.

687. GM 포플러의 위해성평가 지표 개발. 2016.

651. 2015 산림재해백서. 2016.

688. 국가산악기상관측망 구축 현황(2012~2015). 2016.

652.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과학 연구 마스터플랜(2016~2020).

689. 우리나라 아고산 침엽수림(Ⅱ)-지리산. 2016.

2016.
653. 도서산림 특이성 분석에 따른 유형화와 생태정보 구축
방안 연구(2차년도). 2016.
654.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고정조사지. 2016.

690. 산림전통지식 현장 조사 매뉴얼. 2016.
691. 목재용 페놀 수지 접착제. 2016.
692. 구조용집성판(CLT)의 국외시장 동향 –대한무역투자
공사(KOTRA)맞춤형시장조사 보고서. 2016.

655. 비자나무 : 그린 오션의 희망, 6차 산업의 비전. 2016.

693. 산림유전자원의 현지외보존 현황. 2016.

656. 중남미 국가별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전략.

694. 광릉시험림의 산림자원 조사. 2016.

2016.

695. 포플러 단벌기 목재에너지림. 2016.

657. 일본의 산촌활성화 및 녹색․생태관광 정책과 사례. 2016.

696. 임도의 계획과 시공. 2016.

658. 미국의 숲속야영장 제도 및 운영실태. 2016.

697. 불량림 수종갱신 판정 핸드북. 2016.

659. 전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전망. 2016.

698. 제1차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 보고서. 2016.

660. 자유학기제 연계 산림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및 운영사례.

699. 임업경제동향 2016년 가을호. 2016.

2016.
661. 부후성 버섯의 배양 특성. 2016.
662.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곤충. 2016.

700. 임목육종 60년. 2016.
701.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미래 전망 기반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2017.

663. 임업경제동향 2016년 봄호. 2016.

702.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Ⅲ). 2017.

664. 수목 호르몬 분석 및 응용. 2016.

703.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665. 옻나무 추출물의 약리활성. 2016.
666. 유엔기후변화협약 산림부문 협상을 위한 가이드북.
2016.

협력 전략. 2017.
704. 2016 금남호남, 호남정맥 자원실태와 변화. 2017.
705. 2016 백두대간 설악산권역 자원실태와 변화. 2017.

667. 중국 내몽골 건조지/반건조지 주요 식물 목록. 2016.

706.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2017.

668. 2015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707. 산림수종 유전체 해독 동향. 2017.

제주시험림 FSC 산림경영 인증 심사보고서. 2016.

708. 임업경제동향 2017년 봄호. 2017.

669. 초록을 꿈꾸는 한라산 구상나무. 2016.

709. 국외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사례. 2017.

670. 일본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법률 현황. 2016.

710. 열대림의 임목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인도네시아).

671. 일본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2016.
672. 산림용 시설양묘 용기 개발 연구. 2016.
673. A Field Guide to The Birds of CATIE. 2016.

2017.
711. 교토의정서에서의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IPCC 2013 지침. 2017.

674. 시민참여형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례1. 2016.

712. 2016 산림재해백서. 2017.

675. 미국 바이오에탄올 산업동향 및 전략. 2016.

713. REDD+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Forest

676. 임업경제동향 2016년 여름호. 2016.

Managers: Trainers’ Manual. 2017.

677. 현실림 임분수확표. 2016.

714. 중국 임업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2017.

678.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운영 매뉴얼. 2016.

715. The Lungs of the City, Urban Forests. 2017.

679. 시도 및 시군구별 산불다발지역 지도. 2016.

716. 산림수종 분포도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 입체판독

680. EuroFire 역량 표준･산불 훈련 자료집. 2016.

매뉴얼. 2017.

717. 나노셀룰로오스 이용 첨단신소재 연구. 2017.

750. 열대 조림수종의 클론묘 생산. 2017.

718. 국내수종을 이용한 나노셀룰로오스 제조 및 특성.

751. 소나무와 구주소나무 식별을 위한 DNA 마커 개발.

2017.

2017.

719. 골든시드(Golden Seed)표고버섯 프로젝트(I). 2017.

752. 내건성 및 내염성 임목 개발 동향. 2017.

720. 광릉 숲 딱정벌레 1998,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에 사는

753. 주요 산림약용자원의 특성 및 분석공정. 2017.

딱정벌레는 다른가?. 2017.

754. 분자육종 기술 및 연구 동향. 2017.

721. 임업경제동향 2017 여름. 2017.

755. 주요 낙엽송의 특성 및 연구동향. 2017.

722. 도서산림 특이성 분석에 따른 유형화와 생태정보 구축

756. 목조주택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간이 전과정평가 도구

방안 연구III. 2017.

개발. 2017.

723. 산업재산권 등록자료집Ⅱ. 2017.

757. 중목구조 구조부재의 내화시험. 2017.

724. 산림용 시설양묘 매뉴얼(용기묘 수확, 저장, 운반). 2017.

758. 무궁화 국내육성 품종 현황 및 특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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