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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the temporal variation of the emission amount of 

biogenic volatile organic compounds(BVOCs) emanated from forests at Jeju Island.
The total emission amount of BVOCs calculated by using the CORINAIR Methodology is 3612 ton yr-1 at Jeju Island. 

More than half of BVOCs emissions is come from coniferous forest, and 45 per cent from broad leaved forest. The others is 
attributed to grassland. Of total emission of BVOCs, isoprene accounts for 28 per cent, monoterpene for 32 per cent, and other 
VOCs for about 40 percent, respectively. It can be shown that 3000~10000 kg yr-1 of BVOCs is emitted at the zone with dense 
forest from an altitude of 500 m to the top of Mt. Halla, and less than 1500 kg yr-1 at the zone an altitude of below 500 meters. 
The monoterpene emission is more than 1500 kg yr-1 due to the existence of a colony of Abies koreana at the place with more 
than 1500 meters and a community of Pinus thunbergii and Cryptomeria japonica at the elevation of 500~700 m. In the case 
of isoprene emission, there is 1500~3000 kg yr-1 at the zone of an elevation from 700 m to 1500 m due to dense broad leaved 
forest and very little of its emission at an elevation of more than 1500 meters because there is hardly broad leaved trees grown. 
In this study, emission of BVOCs according to the altitude above sea level is estimated under the situation of lack of the data 
for broad leaved tree. More detailed data and information for the distribution of broad leaved trees are needed in order to 
calculate more realistic BVOC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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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론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는 크게 인위적

인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인위기원 VOCs(anthropogenic 

VOCs, AVOCs)와 자연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자연기원 

VOCs(Natural VOCs, NVOCs)로 구분할 수 있다. 

NVOCs는 나무와 초지와 같은 식물로부터 모노테르펜

류, 이소프렌과 같은 화합물들로 주로 배출되는데, 이들

은 광화학 반응성이 아주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Dimitriades, 1981). NV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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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vegetation and grid system.

에서도 식물에서 배출되는 VOCs를 총칭하여 BVOCs 

(biogenic volatile organic compounds)라고 하며, 반응

성이 큰 탄소의 배출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Kesselmeier 등, 2000).

이러한 BVOCs는 삼림욕물질로써 인체에는 유익한 

작용을 하는 물질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대기화학적 측면

에서 보면 유기 에어로졸의 생성, 산성비 원인물질의 하

나인 유기산의 생성, 지구 온실 가스 (알데히드류, 케톤

류 등), 특히 오존의 전구물질로서 대기 중 광화학 반응에 

의한 오존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Kesselmeier, 

2000; Geron 등, 2002; Arey 등, 1995; Hristoffersen 

등, 1998; Altshuller, 1983; Chen과 Agriffin, 2005;  

Moukhtar 등, 2005; NRC, 1991). 특히 활엽수에서 주

로 배출되는 이소프렌은 광화학적 오존 생성 퍼텐샬이 

아주 큰 물질로 알려져 있다(Derwent 등, 2004).

제주도는 육지의 도시지역과는 달리 산림이 풍부하여 

BVOCs가 AVOCs 보다는 상대적으로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기 중 VOCs의 농도가 인위적인 배

출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육지의 도시 지역과는 달

리 제주의 대기환경에서는 BVOCs가 아주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대기화학에 있어서 BVOCs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의 배출속도 및 배출량을 산정한 

바 있는데(NIER, 2005; Ji 등, 2002; Cho 등, 2006; 

Kim 등, 2008), 이들 배출량 산정작업에서는 우리의 실

제적인 여건을 반영한 실측 배출계수들이 아닌 미국을 포

함하여 외국에서 적용하는 자료들을 이용하여 BVOCs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므로 우리의 현실에 관한 정확한 평

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BVOCs의 배

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분포하

고 있는 식생종류별로 배출속도 및 엽생체량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우점을 차지

하는 주요 수종을 대상으로 BVOCs의 주요 성분인 모노

테르펜과 이소프렌의 배출속도를 직접 측정하여 제주지

역에 대한 수종별 VOCs 배출특성을 파악한 바 있다

(Kim과 Lee, 2010, 2012).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지역여건이 반영된 배출계수를 산출하여 제주지역 

전체 산림에 의한 BVOCs 배출량을 산정한 바 있다(Lee 

등,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14)에 의해 산

정된 제주지역의 BVOCs 배출량의 지리적 분포 및 계절

별 변동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했다.

2. 연구 방법

2.1. 제주의 식생정보

제주지역의 임상 분포를 1 km×1 km 격자로 구분하

여 Fig. 1에 나타냈다. 제주도는 해발 1500 m 이상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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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산 정상부에서는 관목림과 구상나무가 주로 분포하며, 

해발 1200~1500 m 지역에는 구상나무, 곰솔 등 한대침

엽수림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전체면적의 32 

% 정도를 차지하는 중산간(해발 200~600 m 지역을 의

미) 지역은 면적의 45 % 정도는 초지로 그리고 약 27 %

는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는 

산림지역에는 침엽수와 활엽수가 비슷한 면적으로 분포

하고 있다. 그리고 해발 200 m 이하의 저지대에는 대부

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제주도를 전체적으

로 보면, 활엽수는 대부분이 해발 700~1200 m 지역에 

그리고 곰솔 등 대다수 침엽수는 해발 600 m 이내에 분

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고

도별, 지역별로 독특한 수종분포를 보이고 있다.

산림식생에 관한 자료는 산림기본통계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을 파악하는 것

이 목적이므로 제주와 같은 특정 지역의 주요 수종에 대

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

역에 대한 GIS에 구축된 침엽수에 관한 정보와 1994년 

발간된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제주도 기본계획구)에 제

시된 활엽수 자료를 활용하였다(Jeju-do, 2008; KFRI, 

1994). 제주도 GIS에 나타난 격자별 임상 정보에는 침엽

수에 대해서 주요 수종별로 잘 분류되어 있어 지리적으

로 해상도가 아주 높지만 활엽수에 대한 정보는 낙엽활

엽수림, 참나무림, 상수리나무림으로만 간략하게 구분되

어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의 활엽수에 대

한 상세한 정보는 오직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제주도 기

본계획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 보고서에 제시된 활엽수 69종에 대한 수종별, 

시군별, 표고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활엽수 분포에 관

한 자료는 구글어스의 위 경도 자료를 토대로 등고선 

및 시 군 경계의 위치를 결정하여 침엽수 격자체계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2. BVOCs 배출량 산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산림 특성에 맞는 수종들을 

대상으로 실측한 BVOCs 배출속도의 적용이 가능한 

CORINAIR 방식을 이용하여 BVOCs 배출량을 계산하

였다(EEA, 2002). CORINAIR는 Guenther 등(1994, 

1995)이 식생으로부터 배출되는 휘발성물질의 배출량

을 산정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CORINAIR 산정방식은 우리나라의 대기보전정책수

립지원시스템(CAPSS)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Isoprene, monoterpenes, OVOCs(other VOCs)의 월

별 배출량 산정은 다음 식들을 기반으로 하였다(EEA, 

2002; Cho 등, 2006).

ERi j 
n
Aj ∙FFj ∙EFij ∙FST    (1)

여기서 ERi: 화학종 i의 배출량, ・hr-1

Aj: 수종 j의 식생면적, m2

FFj: 수종 j의 folia density factor, g-leaf・m2

EFij: 화학종 i와 수종 j에 대한 배출계수, ・g-leaf-1 

・hr-1

F(S,T): 태양복사(S)와 잎온도(T)에 대한 환경보정

인자, -

식 (1)에서 보듯이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식생분

류에 따른 배출계수(EF), 잎생체량(FF) 그리고 환경보정

인자(F(S,T)) 등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별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조사대상지역에서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

여야 한다. 기상보정인자 F(S,T)는 자연식생에서 배출되

는 화학물질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하는데, isoprene은 태

양광량과 기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비해 monoterpenes

이나 OVOCs는 기온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Guenther 

등(1991, 1993)은 isoprene의 배출에 있어서 시간별 변

화는 광보정인자(CL)와 온도보정인자(CT)의 곱으로 설

명될 수 있다고 했다. 즉,

iso CL∙CT

그리고 monoterpenes 배출에 대한 환경보정인자(γmts)

는 다음으로 구한다.

mts  exp∙TTs
CL L 

CLL

CT exp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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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 PAR flux, μmol・m-2s-1

γ: a unit less environmental correction factor, -

CL: light correction factor

CT: temperature correction factor

α, β, cL1: empirical coefficients

cT1: 95,000 J・mol-1

cT2: 230,000 J・mol-1

Ts: standard temerature, 303 K

TM: empirical coefficient, 314 K

R: the ideal gas constant, 8.314 J・K-1mol-1

CORINAIR 배출량 산정기법(EEA, 2002)에 따르면 

다음의 가정을 기초하여 Guenther 등(1994)이 제안한 

방법을 수정하여 월별 배출량을 산정하게 된다. 첫째, 일

사량 보정계수(CL)는 단순히 낮 시간에는 1을 부여하고 

밤 시간에는 0을 부여한다. 여기서 낮은 일사강도가 200 

μmol・m-2s-1 이상인 시간을 말한다. 둘째, 온도보정인

자(CT)와 TM은 매시간 기온 대신 월평균 주간 기간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수관표면의 

일사량과 온도는 수관층 내와 합리적으로 근사된다. 수

정된 산정식에서 낮 시간의 길이(NL)는 매월 15일에 위도

와 일중 시각의 함수로서 계산되며, 해당 월의 모든 날짜

에 대해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CORINAIR 

산출방법에서는 수관층별 PAR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의 감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온보정계수는 

화학종별로 제시된 다음의 식 (2)~(4)를 이용하여 연간 

배출을 계산한다.

Emisi soprene  mmmm
mm A∙ D ∙isoTmm 

∙ ∙                         (2)

Emismonoterpene  mmmm
mm A∙ D

∙∙ ∙            (3)

EmisOVOC   mmmm
mm A∙ D ∙OVOC Tmm   

∙ ∙                                   (4)

여기서, mm1과 mm2: 특정 수종에 대한 성장시기의 

시작과 마지막 월을 의미

D: foliar biomass density, g-dw・m-2

Nd(mm): 해당 월(mm)의 일수

NL(mm): 해당 월(mm)dp 있어서 일일 당 일조시간

의 수

Tmm: 해당 월(mm)의 월평균기온

본 연구에서는 CORINAIR 방식의 배출량 산정에 있

어서 가장 근간인 주요 수종에 대한  BVOCs의 배출속

도(ε)는 일부 수종에 대해서 직접 측정하였는데, 그 구체

적인 내용은 선행 연구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Kim과 

Lee, 2010, 2012). 간략히 말하면, 제주도내에 자라는 

침엽수 중 가장 우점을 차지하는 곰솔, 삼나무, 소나무, 

구상나무, 편백나무 그리고 활엽수 중 가장 우위를 점하

고 있는 서어나무, 졸참나무, 물참나무, 때죽나무, 상수리

나무에 관해서는 실측한 배출속도를 이용하여 배출계수

를 계산하였고, 나머지 수종들은 우리나라의 대기보전정

책수립지원시스템상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수종

별 배출계수는 Lee 등(2014)에 나타냈다. 현장에서 배출

속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잎온도와 PAR도 함께 측정하

여 환경보정계수의 산출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월평균기

온(Tmm)과 일조시간(NL)은  제주기상청에서 운영 및 관

리되고 있는 AWS (Automatic Weather Sytstem)와 

ASOS (Automatic Surface Observation System)의 자

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잎 생체량(D) 자료는 국립

환경과학원의 생체량 정보를 사용하였다(NIER, 2005; 

Lee 등, 2014). 서어나무와 때죽나무에 대해서는 대표수

종인 졸참나무의 생체량 정보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국내 대표 수종인 소나무와 삼나무에 대한 생체

량 정보는 BEIS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였

고, 구상나무는 유사속인 전나무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BVOCs 배출량

제주지역의 침엽수와 활엽수의 BVOCs 배출량에 대

한 수종별 기여율과 식재면적을 Fig. 2와 Fig. 3에 각각 

나타냈다. Fig. 2에서 침엽수의 BVOCs 배출량을 보면, 

침엽수 중 식재면적이 가장 넓은 곰솔(Pinus thunbergii)

이 침엽수 배출량의 40.5%로써 최대 기여율을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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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ltivated area and BVOCs emission of coniferous 
forest.

Fig. 3. Cultivated area and BVOCs emission of broad 
leaved forest.

며, 다음으로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가 19.4%

를 나타냈다. 침엽수에서는 곰솔, 삼나무, 소나무(Pinus 

densiflora), 구상나무(Abies koreana), 리기다소나무

(Pinus rigida), 편백나무(Chamaecyparis obtusa)에서

의 BVOCs 배출량이 침엽수 BVOCs 배출량의 약 69%

에 해당되는 기여율을 보였다. 배출 규모였다. 이들 6수

종을 제외한 나머지 수종에서의 BVOCs 배출이 침엽수 

배출량의 31% 정도를 차지하였지만 수종분류가 되지 않

은 기타 침엽수(other conifers)를 제외하면 비자나무

(Torreya ucifera)와 잣나무(Pinus koraiensis)는 0.44%

로 극히 미미한 수준의 기여율을 보였다. 그리고 침엽수

에서는 BVOCs 배출량에 대한 수종별 기여율은 수종별 

식재면적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3에서 제주지역 활엽수의 BVOCs 배출량에 

대한 수종별 기여율을 보면, 활엽수에서 식재 면적이 2

번째인 졸참나무(Quercus serrata)가 40.7%의 기여

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식재면적이 6번째인 가시나무

(Quercus myrsinaefolia)가 16.9%, 이어서 식재면적이 

가장 넓은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가 12.9%를 차

지하였다. 그리고 물참나무(Quercus crispula), 때죽나

무(Styrax japonicus)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엽수와는 

달리 활엽수에서는 BVOCs 배출량에 대한 수종별 기여

율이 수종별 식재면적의 순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

주지역에서 조사된 활엽수 총 69종에서 17종만이 10 ton 

yr-1 이상을 배출하며 이 배출량이 활엽수 BVOCs 배출

량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대부분

의 수종들은 대체로 1 ton yr-1 이하로 아주 적은 배출량

을 나타냈다(Kim, 2013).

Fig. 4에는 제주지역에서 각종 식생으로부터 배출되

는 총 BVOCs 배출량을 성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보면, 제주지역에서는 식생으로부터 연간 총 

3,612.2 ton의 BVOCs를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는

데, 이 중에서 침엽수가 51.1%, 활엽수 45%, 그리고 초

지가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VOCs의 성분

별로 보면, isoprene은 총 1012 ton yr-1이 배출되는데 이 

중 94%가 활엽수에서 배출되며, monoterpene은 침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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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stimated emission of BVOCs according to forest type at 
Jeju Island.

Fig. 5. The ratio of the ingredients of BVOCs  
emitted from forest at Jeju Island.

에서 아주 많은 배출량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제

주지역에서 BVOCs 성분별 배출량을 보면(Fig. 5), 침엽

수, 활엽수, 초지를 포함한 식생 전체에서 알데히드류, 알

콜류, 에테류, 에스테르 등과 같은 많은 휘발성 성분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OVOCs가 40%, 다음으로 

monoterpene 32%, 그리고 isoprene이 28%를 차지하

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3.2. 제주지역 BVOCs 배출량의 지리적 분포

제주지역 BVOCs 배출량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1 ×1 의 격자별로 추정한 monoterpene 배출

량을 Fig. 6에 제시하였다. Monoterepne의 격자별 배출

량을 보면 해발 300 m 이하의 저지대에서는 700 kg yr-1 

이하로 비교적 적은 배출량을 보인 반면 해발 500 700 

m와 1,500 m 이상에서는 1,500 kg yr-1 이상으로 상대

적으로 높은 배출량을 보였다. 제주지역 식생분포도(Fig. 

1)에서 보면 해발 500 700 m에서는 곰솔이나 편백나

무 등 침엽수가 주로 분포하고 있고 1,500 m 이상에서는 

구상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Lee 

등(2014)에 의하면 구상나무의 monoterepne 배출계수

가 제주지역의 침엽수 중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

었다. 또한 해발 500 m 이하에서는 초지 군락이 많이 산

재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침엽수와 활엽수가 분포하고 

있지만 해발 500 m 이상 지역보다는 단위면적당 수목밀

도가 적기 때문에 monoterepene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에는 isoprene의 격자별 배출량을 나타냈다. 

Isoprene의 격자별 배출량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monoterpene의 경우와는 다르게 해발 700 1,500 m 

범위에서 1,500 3,000 kg yr-1으로 많은 배출량을 나타

냈고, 해발 1,500 m 이상에서는 isoprene 배출량이 상대

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이

유는 해발 700 1,500 m 범위에서는 활엽수가 많이 분

포하고 있어서 isoprene이 다량 방출되고 있지만, 해발 

1,500 m 이상에는 활엽수가 거의 없고 구상나무 군락과 

초지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발 

700 m 이하에서는 500 kg yr-1 이하로 적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이 지역에는 활엽수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

부분은 침엽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여기서 그림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OVOCs의 격자

별 배출량을 보면, monoterpene과 isoprene의 분포특성

을 모두 보이는데, 해발 500 m에서부터 정상까지는 

1,500 3,000 ton yr-1의 높은 배출량을 보인 반면 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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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onoterpene emission at Jeju Island.

Fig. 7.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isoprene emission at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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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BVOCs emission at Jeju Island.

500m 이하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500 kg 

yr- 1 이하의 적은 배출량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Fig. 8에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산정된 isoprene, 

monoterpene, OVOCs의 배출량을 격자별로 합하여 나

타낸 것이다. 제주지역의 총 BVOCs 배출량은 3,612 

ton yr-1이며, 해발 500 m에서부터 정상까지는 3,000

10,000 kg yr-1의 높은 배출량을 보인 반면에 해발 500 

m 이하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1,500 kg 

yr-1 이하의 배출량을 나타냈다. 결국 제주지역은 전체 산

림의 약 70%가 해발 500 m 이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BVOCs 배출량도 절대적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났다.

3.3. BVOCs 배출량의 월별 변화

본 연구에 제시된 BVOCs 배출량은 제주지역의 침엽

수와 활엽수에서 식재면적이 가장 넓은 5수종씩을 선정

하여 BVOCs의 배출속도를 실측한 결과를 근간으로 산

정된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10개 수종에서 배출된 

BVOCs 배출량이 제주지역 총 BVOCs 배출량의 65%

에 상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침

엽수와 활엽수 각 5종의 수종에 대한 월별 monoterpene 

배출량을 Fig. 9에 나타냈다. 침엽수와 활엽수에 대한 

monoterpene의 배출량을 월별로 보면, 대체로 1월과 2

월의 동절기에는 변동이 거의 없으나 3월부터 5월 사이

에는 서서히 증가하고 그 이후 8월까지는 비교적 큰 폭으

로 증가하여 정점을 보이고 가을철을 지나 겨울로 들면서 

급격히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다. 식물의 monoterpene 배

출속도는 잎온도와의 상관성이 커서 monoterpene의 배

출은 잎온도에 아주 의존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Guenther 등, 1994; NIER, 2005; Alex 등, 1993; 

Tarvainen 등, 2005). 잎온도는 노출된 대기의 온도에 

영향을 직접 받게 되므로 월별 기온 변동을 Fig. 10에 나

타냈는데 이 기온 자료는 제주시의 유수암 자동기상측정

소(해발 423 m)에서 측정되었다. 침엽수와 활엽수에 대

해서 monoterpene 배출량의 월별 변화 패턴은 월별 기

온 변화 패턴과 아주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onoterpene의 배출은 기온에 아주 의존적으로 

증감함을 알 수 있다. 침엽수에서 monoterpene 배출량은 

삼나무와 곰솔이 다른 수종들보다 월별 변동폭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엽수에서는 서어나무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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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nthly variations of monoterpene emissions from  coniferous trees(a) and broad leaved trees(b).

Fig. 10. Monthly variations of air temperature and solar radiation measured at Jeju city.

으로 변동폭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에서 

보면, 침엽수에 비해 활엽수의 monoterpene 배출량은 

아주 작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11에는 침엽수와 활엽수 각 5 수종에 대한 월별 

isoprene 배출량을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면, isoprene 

배출량은 침엽수에 비해 활엽수가 월등히 큰 값을 보임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isoprene 배출량

은 7, 8월에 정점을 보이고 가을철로 들면서 급격히 감소

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활엽수에서는 잎이 모두 

떨어지는 늦가을과 겨울철에는 isoprene의 배출이 없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isoprene의 

배출이 빛과 기온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므로 광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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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nthly variations of isoprene emissions in coniferous trees(a) and broad leaved trees(b). 

Fig. 12. BVOCs emissions from each species of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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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배출속도가 크게 나타나

기 때문이다(Guenther 등, 1994; NIER, 2005; Kim 등, 

2004; Harrison 등, 2001; Rinne 등, 2000, 2002). 그림

에서 6월의 BVOCs 배출량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6월에는 장마 

날씨 등으로 인한 제주지역 일사량의 급격한 감소와 습

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침엽수

의 isoprene 배출량은 아주 적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곰솔과 삼나무는 비교적 큰 월별 변동 폭을 나타냈고, 활

엽수에서는 졸참나무에서의 월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

났고, 다른 수종에서는 월별 변동 폭이 서로 비슷하였다. 

이는 BVOCs 성분별 배출량을 수종별로 나타낸 Fig. 12

를 보면, isoprene의 배출은 침엽수에서는 아주 적거나 

거의 배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활엽수에

서는 졸참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수종에서는 배출량의 차

이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isoprene은 

광합성이 활발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출되므로 이러한 

수종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산정된 BVOCs 배출량에 대해 

BVOCs 배출량의 지역내 지리적 분포 및 계절 변동특성

을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ORINAIR 배출량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제주지역 

BVOCs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제주지역의 총 BVOCs 

배출량은 연간 3,612 톤으로 산정되었고, 이 중 침엽수가 

51 %, 활엽수가 45 %, 그리고 초지가 4.0 %를 배출하였

다. BVOCs 중에서는 isoprene이 28%, monoterpene이 

32%, 그리고 OVOCs가 40%를 차지하였으며, isoprne

의 94%는 활엽수에서, monoterpene은 침엽수로부터 주

로 배출되었다.

제주지역 내 지리적 분포를 보면, 산림이 풍부한 해발 

500 m부터 정상까지는 연간 3,000 10,000 kg으로 높

은 배출량을 보인 반면에 500 m 이하에서는 연간 1,500 

kg 이하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monoterpene이 해발 

1,500 m 이상에 분포하는 구상나무 군락과 500 700 m

에 분포하는 곰솔과 삼나무로 인해 연간 1,500 kg 이상

의 높은 배출량을 보인 반면 isoprene은 활엽수가 풍부

한 해발 700 1,500 m에서 연간 1,500 3,000 kg의 배

출량을 보였으며, 해발 1,500 m 이상에서는 활엽수가 거

의 없어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제

주지역 산림의 70 %가 분포하는 해발 500 m 이상 지역

에서 BVOCs 배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활엽수와 관련한 수종 및 그 분포에 관한 정보가 크

게 미흡하여 해상도 높은 배출량 분포를 산출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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