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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nutraceutical substances in

the National Recreational Forests of Jeonbuk.

We analyzed the concentrations of geosmin, Ca, K, Mg and the contents of water and organics,

temperatures and pH in the soil and also temp. and humidity in the air, and the conc. of Ca, K, Mg,

V, Ge, Se in the groundwater of the area.

We found the correlationships between the contents of geosmin and organics in the soil. The

concentrations of geosmin and the temperature is inversely correlated, and conc. of geosmin is highly

detected inside of the forests and the coniferous soil in Winter.

Coming to the contents of minerals in the ground water of the Recreational Forests, the selenium

was detected in the Heungbugol, and vanadium was detected in all forests sites of ground water.

Key words : National Recreation Forest, Soil, Ground water, Geo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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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조사는 전라북도 자연휴양림 토양과 지하수에서 건강기능성물질의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

다. 건강기능성물질 조사항목은 토양 중 지오스민,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을 분석하였고, 지하수에 대해

서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바나듐, 게르마늄, 셀레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토양 중의 수분함량, 유기물

함량, 토양온도, pH 및 대기의 온도·습도 등도 분석하여 지오스민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토양 중 지

오스민 농도는 유기물함량과 상관성이 있으며, 토양 온도 및 대기 온도와는 역상관성을 보였다. 겨울철에

숲 안쪽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침엽수림이 자라는 토양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다. 지하수 중의 건강

기능성물질은 남원 흥부골자연휴양림 지하수에서 셀레늄이 검출되었으며 바나듐은 전 조사지점에서 검출

되었다.

주제어: 자연휴양림, 토양, 지하수, 지오스민

1. 서 론

숲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인 햇빛, 경관, 피톤치드, 음이온,

습도, 소리, 먹거리 등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유 효

과가1) 있으며 이러한 산림치유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숲을 의료와 휴양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숲을 치료에 활용

하는 병원 수는 약 300곳이 넘고,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치료를 위해 숲이 “그린닥터”로 이용

되고 있다.2)

우리나라는 자연휴양림이 전국에 151개소(‘16.7)가 운영 중이며, 전북지역은 국립자연휴양림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3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운영 중이다.3) 또한 전북 진안군에 지덕권산림치

유단지와 새만금지역인 군산 신시도에 자연휴양림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고 전라북도에서 토

탈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북 1000리 길에서도 55% 정도가 산들길로 조성되

어 있는 등 숲과 산림을 찾아 휴양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숲에서 생성되는 건강기능성물질로는 피톤치드 등이 잘 알려져 

있으나, 숲과 산림의 토양과 그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산림치유 인자에 

대한 조사·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조사는 전북지역 자연휴양림 토양 중 지오스민과 미네랄성분 등 건강기능성물질을 

조사하여 전라북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 도민의 건

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2. 이론적배경

토양은 지구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의 기본적인 지지체 역할을 하며 건강기능성물질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토양 중 지오스민과 미네랄성분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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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오스민(Geosmin)

지오스민(C12H22O)은 탄소, 수소, 산소로 조성되어 있으며 흙냄새를 내는 원인이 되는 무색

의 천연물질로 토양 중에 존재하는 방선균에 의해 주로 만들어진다.4)

방선균(Actinomycetes)은 토양에 균사체 또는 포자체로 존재하며 사상균(균류 중에서 진균류

에 속하는 미생물)과 세균의 중간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세균과 사상균 양쪽으로 생각되어왔으

나 지금은 세포벽의 화학구조가 세균과 유사하므로 원핵생물(procaryote)로 인식되고 있다. 자

연계에 널리 분포하나 주로 토양과 물에 서식한다. 토양에서 존재하는 방선균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선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5)

토양 중 방선균은 봄에는 적고, 가을 특히 낙엽이 쌓이는 토지나 산림토양에 많다. 토양 표

면에는 적고 표토 밑에 가장 많으며 깊어짐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6),7)

지오스민은 독성이 없는 심미적 영향물질로 천연 항암제와 항생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아토피를 유발하는 진균을 사멸시키고,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완화시켜 우울증 치료 등에도 효

과가 있는 물질로, 산림 토양 중 지오스민은 나뭇잎이나 작은 가지 등이 미생물에 의해 부패,

분해되어 생기는 부엽토에서 방선균에 의해 방출된다.8),9)

2.2. 미네랄성분

미네랄이란 신체의 성장과 유지, 체내의 여러 생리 기능을 조절·유지하는 물질로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이상 되어야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생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고 부족하면 신체 전체 균형이 깨질 수 있

다. 본 조사에서는 미네랄성분 중 칼슘, 칼륨, 마그네슘, 게르마늄, 바나듐, 셀레늄을 조사하였

으며 특징과 효능은 다음과 같다.10)

칼슘(Calcium)은 회색의 무른 알칼리토금속 원소로, 생물에게 필수적인 원소로 생물 내에 가

장 많이 존재한다. 동물체에는 주로 엽산과 결합하여 뼈·이 등에 함유되어 있고 생리작용에도 

관여하며 사람은 하루 0.8g 정도 섭취하면 충분하다.

칼륨(Potassium)은 주기율표 1족에 속하는 알칼리금속 원소의 하나로 무른 은백색 금속으로 

인체에서 주요 전해질 이온으로 존재하며, 나트륨이온이나 염소이온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혈

액과 산 염기의 평형을 이루고, 특히 혈장 중의 칼륨은 근육 및 신경의 기능 조절에 필요하며 

너무 저하되면 근육마비를 일으킨다.

마그네슘(Magnesium)은 주기율표 2족에 속하는 알칼리토금속 원소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산소>규소>알루미늄>철>칼슘>나트륨>칼륨>마그네슘) 중의 하나로, 지각 중 2.1%, 토양에 

0.03 ∼ 0.84%, 지표수에 약 4 mg/L, 지하수에 5 mg/L 이상 존재한다.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무기물질로 인체 내에서 칼슘, 인과 함께 뼈의 대사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아미노산의 활성화,

ATP 합성, 단백질의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게르마늄(Germanium)은 회백색의 무른 결정의 반금속으로 반도체의 성질을 나타낸다. 게르

마늄의 의학적인 효능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30년에 게르마늄 함량이 매우 높은 프랑스 루르

드(Lourdes) 지방의 샘물이 여러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터이다.11),12)

바나듐(Vanadium)은 단단하고 연성과 전성이 뛰어난 전이 금속이다. 당뇨병 치료와 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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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3)

셀레늄(Selenium)은 지구상에 소량 존재하는 미량원소로 노화 방지와 항암효과가 있으며 항

산화 작용의 필수구성요소로 밝혀지면서 197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셀레늄을 필수 영양소

로 인정하고 50～200 ㎍을 하루 권장량으로 정했다.

3. 조사방법

3.1. 조사지점

조사지점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 4개소, 도·시·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7

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2개소 및 선운산도립공원과 전주 인근에 있어 시민들이 자

주 이용하는 편백나무 숲 2개소를 선정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전주 시내 중상보도시근린공원을 

선정하였고 조사지점과 위치는 표 1과 그림 1로 나타내었다.

노령산맥을 경계로 서부 평야 지대와 동부 산악 지대로 나누어진 전라북도의 지형적 특징에 

따라 자연휴양림은 대부분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표 1. 자연휴양림 건강기능성물질 분포조사 지점

구   분 대  상 개장년도 면적(㏊) 위     치

합 계 17 개소

국립자연휴양림

덕유산 1993 744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회문산 1993 289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운장산 2000 1,958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변  산 2015 37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공립자연휴양림

와  룡 1996 104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세  심 1998 101 임실군 삼계면 죽계리

고  산 1998 672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남원흥부골 2002 100 남원시 동  면 인월리

방화동 2003 101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무주반딧불 2009 31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데미샘 2012 200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사립자연휴양림
남  원 1994 34 남원시 갈치동

성수산 1996 425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기타
선운산 1979 53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로 

건지산 1978 357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대조지역
상  관 1976 86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중상보근린공원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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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연휴양림 건강기능성물질 분포조사 지점 위치

토양 채취지점 현황은 표 2에 나타냈으며 주로 생태숲, 정자 주변, 산림욕장 등 사람들이 자

주 이용하는 장소로 선정하였다. 수종과 수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암석은 한국지질자

원연구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수원에 대한 건강기능성물질 조사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표 2. 토양 채취지점 현황

No 대  상 채취지점 수  종 암  석 수  원

1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 독일가문비나

무
화강편마암 계곡수

2
독일가문비나무 숲 

주변

3

회문산

야영장 참나무

응회암 지하수4 전나무 숲 전나무

5 편백나무 숲 편백나무

6
운장산

숲 안
활엽수 화산암 지하수

7 숲 주변

8 변  산 숲길쉼터 해송, 육송 응회암 상수도

9 와  룡 산림욕장 참나무류 화강편마암 계곡수

10 세  심 휴양관 정자 리기다소나무 화강암 지하수

11 고  산 웰빙정자 주변 활엽수 화강암 상수도

12
남원흥부골

숲 안
소나무 흑운모편마암 지하수

13 숲 주변

14 방화동 생태숲 소나무 역사이토 계곡수

15 무주반딧불 통나무집 주변 활엽수 흑운모편마암 상수도

16 데미샘 명상의 숲 상수리나무 화강편마암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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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료채취

토양 시료채취는 상부 낙엽 등 이물질을 걷어 낸 후 부엽토 층에서 봄(5월), 여름(8월), 가을

(9월), 겨울(11월)로 구분하여 지오스민 분석용 토양과 중금속 분석용 토양을 동일지점에서 4회 

채취하였다.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시험용 토양 시료는 폴리에틸렌 봉투에, 유기물함량 및 수분

측정 시험용 토양 시료는 입구가 넓은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였다. 지오스민 분석용 토양 채취

는 미리 준비한 메탄올 10 mL가 들어 있는 40 mL 유리병에 토양 약 5 g을 채취하여 냉장 보

관 운반하였고, 토양 온도 및 대기 온도·습도는 현장에서 토양 채취 시 측정하였다.

지하수 채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130.b에 따라 폴리에틸렌 채수병에 채수하여 

냉장 보관 운반하였다.

3.3 분석방법

 3.3.1.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pH

토양 중 유기물함량 분석은 토양 10 g을 취해서 질산암모늄 용액(25%)을 넣고 가열하여 600

± 25 ℃의 전기로 안에서 3시간 강열하고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후 무게를 달아 증발접시의 무

게 차이로부터 유기물함량(%)을 구하였으며, 수분함량 분석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ES

07301.1a에 따라 토양을 105～110 ℃에서 4 시간 이상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후 항량

으로 하고 무게를 정확히 달아 수분함량(%)을 구하여 건강기능성물질 분석결과 수분함량 보정

으로도 사용하였다. pH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ES 07302.1a 수소이온농도-유리전극법에 따라 

토양 시료의 무게에 5배의 정제수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pH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3.2. 미네랄성분

토양 중 미네랄성분 전처리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ES 07400.1b 7.0을 따랐으며, 칼슘, 칼

륨, 마그네슘은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Agilent Technologies 5100 ICP-OES)으로 분

석하였고, 게르마늄, 바나듐, 셀레늄은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Agilent Technologies 7900

ICP-M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3.3. 지오스민

토양 중 지오스민 분석은 HS-SPME/GC-MS(Headspace-Solid Phase Micro Extraction/ Gas

17
남  원

숲 안
소나무 흑운모화강암 지하수

18 숲 주변

19 성수산 편백나무 숲 편백나무 응회암 지하수

20
선운산 

생태숲 소나무
응회암 상수도

21 동백나무 조림지 동백나무

22 건지산 정자주변 편백나무 편상화강암 지하수

23 상  관 오솔길 편백나무 응회암 상수도

24 대조지역 중상보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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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tograph-Mass Spectrometry)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조건은 표 3과 표 4에 나타내

었다.

표 3. HS SPME 분석 조건

Item HS-SPME

Model MPS(Mutil Purpose Sampler, GERSTEL)

Incubation Temp 70 ℃

Incubation Time 5 min

Agitator on Time 5 min

Agitator off Time 2 min

Extraction Time 30 min

Desorption Time 3 min

Fiber 2 cm stableflex 50/30 um DVB/CAR/PDMS

표 4. GC-MS 분석 조건

Item GC/MS
Model Agilent Technolgies 7890B, 5977A

Column DB-5MS (30 m × 0.25 mm × 0.25㎛)
Carrier gas He (1.0 ㎖/min)

Injector Temp 270 ℃

Ratio splitless

Oven
40℃(5 min)→ 15℃/min→ 65℃(5 min)→ 15℃/min→

215℃→ 30℃/min→ 300℃)

Ionization potential EI 70 eV

4. 분석결과

4.1. 대기 온도, 습도 및 토양 온도, pH

대기 온도·습도 측정결과는 표 5에, 토양 온도와 pH 측정결과는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5. 대기 온도·습도 측정결과

　채취지점
대기 온도(℃) 대기 습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

21.3 30.9 25.6 18.1 32.6 48.0 59.1 47.3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주변

19.7 28.7 24.8 20.9 35.4 52.8 60.6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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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토양 온도, pH 측정결과                             

회문산 야영장 22.8 27.3 24.9 13.5 23.3 68.5 57.8 56.1

회문산 전나무 21.4 26.9 24.2 13.7 30.9 61.4 64.3 62.0

회문산 편백나무 19.5 27.0 24.5 13.8 25.4 60.9 60.0 57.5

운장산 25.0 26.9 27.0 22.0 60.3 71.9 59.5 38.9

변   산  26.8 25.2 27.0 24.0 35.3 84.6 38.0 49.4

와   룡 23.4 25.8 29.2 22.5 41.6 64.0 43.5 24.4

세   심 24.0 28.9 28.8 16.8 43.1 65.3 53.0 51.8

고   산 23.8 30.2 31.5 17.8 42.5 69.8 40.9 54.7

남원흥부골 16.8 28.6 22.6 12.2 43.5 76.7 53.6 37.8

방화동 26.0 29.4 26.1 16.8 38.7 72.0 49.9 35.7

무주반딧불 27.2 39.5 24.1 20.4 26.9 39.2 70.4 48.2

데미샘 19.9 27.1 32.2 19.8 66.7 65.4 35.4 29.0

남   원 18.7 28.4 20.7 11.0 39.7 78.1 65.1 50.5

성수산 24.4 31.6 33.2 20.3 39.3 59.8 34.4 18.1

선운산 생태숲 26.6 36.2 26.9 23.2 33.5 57.9 49.8 55.3

선운산 동백나무 조림지 25.3 38.0 26.1 22.9 40.2 51.3 56.1 61.0

건지산 24.4 32.1 28.3 18.6 36.4 67.8 41.2 58.5

상   관 28.8 35.9 25.1 21.3 30.5 59.3 58.4 51.1

대조지역 23.5 37.8 27.0 18.5 52.9 50.2 41.6 59.6

채취지점
온도(℃) pH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

12.7 21.0 18.9 12.2 4.4 4.8 4.4 5.6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주변

12.2 21.5 18.9 13.0 4.5 5.8 5.1 5.7

회문산 야영장 13.8 25.9 20.7 10.0 5.0 6.0 5.9 5.6

회문산 전나무 15.1 23.6 19.7 10.7 4.2 5.1 4.8 5.8

회문산 편백나무 12.5 24.0 18.9 10.7 5.2 5.0 4.6 5.6

운장산 17.9 25.9 21.4 17.7 5.2 3.5 4.5 5.9

변   산  20.6 25.1 23.2 20.9 5.5 6.1 5.3 5.7

와   룡 16.7 23.1 18.6 11.9 5.2 6.0 4.7 6.2

세   심 18.4 30.2 25.1 12.7 4.5 6.4 5.2 5.7

고   산 15.4 26.0 22.2 13.1 3.9 4.9 5.1 6.0

남원흥부골 9.9 24.4 19.1 10.7 4.2 5.8 5.1 5.9

방화동 16.3 25.2 18.9 11.5 5.0 5.3 4.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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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토양의 pH는 전국 산림 평균 pH 5.0과14)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산림토양의 산성화

는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 산성비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보이며, 이러한 산림 산성화는 산림 생

태환경의 변화와 수목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4.2. 토양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토양 중 유기물함량 및 수분함량 분석결과는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 토양 중 유기물함량 및 수분함량 분석결과                                          

무주반딧불 16.3 28.4 20.8 14.6 5.7 5.5 5.5 5.9

데미샘 15.5 21.9 23.8 13.7 4.4 5.3 4.3 6.1

남   원 13.2 26.1 17.6 9.1 4.3 5.2 5.6 5.6

성수산 15.1 27.1 23.2 13.2 5.1 4.7 3.6 6.0

선운산 생태숲 24.0 27.2 22.3 17.9 5.6 5.4 6.0 6.0

선운산 동백나무 조림지 18.9 30.5 25.7 19.4 5.8 6.1 6.1 5.9

건지산 17.6 25.9 20.4 15.4 4.9 4.0 3.6 4.9

상   관 18.0 27.7 19.1 16.8 3.5 4.2 3.9 4.6

대조지역 24.1 31.0 28.0 17.2 5.8 5.9 6.1 4.8

채취지점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

25.2 17.7 20.8 18.3 42.9 28.8 30.8 25.0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주변

16.7 16.6 16.3 9.6 34.4 28.4 25.7 14.2

회문산 야영장 14.3 8.8 24.8 28.5 32.4 26.9 29.3 31.5

회문산 전나무 20.6 17.0 16.9 17.8 37.6 35.2 32.1 36.7

회문산 편백나무 14.8 17.0 14.2 16.7 35.2 37.6 25.7 30.2

운장산 21.1 25.3 16.3 12.5 32.3 64.1 23.1 26.1

변   산  11.0 15.3 13.0 14.9 18.1 52.3 32.0 8.4

와   룡 4.3 5.7 13.4 7.1 13.9 15.2 23.9 17.5

세   심 6.7 42.6 2.5 5.3 22.1 48.8 1.7 2.1

고   산 13.6 13.7 11.7 9.5 23.3 25.3 24.2 15.1

남원흥부골 5.8 11.7 8.0 8.8 9.5 15.9 17.0 14.6

방화동 11.6 4.2 5.7 5.3 22.5 15.4 15.5 15.3

무주반딧불 6.8 11.3 10.2 11.9 20.6 27.6 30.8 25.1

데미샘 16.7 18.9 12.1 14.6 42.7 35.6 14.8 30.7

남   원 6.4 6.1 5.4 12.2 10.7 14.5 10.8 23.0

성수산 17.3 15.3 15.5 20.8 28.5 27.2 17.2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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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토양 유기물함량과 수분함량 상관성

조사대상 토양 중 유기물함량과 수분함량은 8월에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그림 2에서

와 같이 토양 중 유기물함량과 수분함량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3. 지오스민

4.3.1. 지오스민 분석결과

자연휴양림 토양에서 지오스민 분석결과는 표 8과 그림 3과 같다.

표 8. 지오스민 분석결과                                             

채취지점
지오스민(㎍/Kg)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 22.8 24.5 37.4 74.7 39.85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주변 15.7 14.4 9.8 13.0 13.23

회문산 야영장 5.3 0.8 10.5 45.3 15.48

선운산 생태숲 8.1 13.6 10.2 7.5 6.9 30.1 20.7 9.1

선운산 동백나무 조림지 9.1 8.1 10.3 9.5 11.8 24.9 17.9 12.7

건지산 7.5 11.4 29.2 16.6 14.1 26.4 27.6 17.6

상   관 9.8 16.9 10.5 15.1 18.6 31.6 26.6 19.6

평   균 12.4 14.9 13.4 13.1 23.9 30.6 22.4 19.8

대조지역 2.6 3.0 3.2 5.1 8.0 9.2 5.6 8.2

y = 1.1865x + 8.244
R² = 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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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점별 지오스민의 평균 농도

회문산 전나무 9.1 10.4 10.9 35.0 16.35

회문산 편백나무 4.9 7.6 9.3 6.0 6.95

운장산 숲 안 20.3 23.0 4.9 12.1 15.08

운장산 숲 주변 20.1 11.2 5.3 7.5 11.03

변   산 4.0 12.2 10.0 52.8 19.75

와   룡 2.4 17.0 13.7 13.3 11.60

세   심 11.5 25.5 22.7 29.0 22.18

고   산 10.2 24.4 22.0 38.5 23.78

남원흥부골 숲 안 13.8 25.4 12.9 27.9 20.00

남원흥부골 숲 주변 8.0 21.1 12.5 26.1 16.93

방화동 0.6 0.2 2.1 9.8 3.18

무주반딧불 3.8 6.7 3.4 10.3 6.05

데미샘 9.4 12.8 3.0 8.1 8.33

남원 숲 안 12.0 8.8 7.0 36.6 16.10

남원 숲 주변 3.0 1.1 3.1 27.2 8.60

성수산 4.6 8.2 6.7 39.6 14.78

선운산 생태숲 4.9 0.7 2.7 17.8 6.53

선운산 동백나무 조림지 13.8 0.2 2.5 11.1 6.90

건지산 2.8 10.0 6.5 11.8 7.78

상  관 2.8 2.7 5.1 7.4 4.00

평  균 9.17 11.78 10.48 25.44 14.20

대조 지역 0.6 0.0 0.7 0.5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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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과 그림 3과 같이 자연휴양림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는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나

무 숲 안쪽에서 평균 39.85 ㎍/Kg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고산휴양림, 세심휴양림, 남원

흥부골휴양림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도시 근교에 위치한 건지산과 상관 편백나무 숲에서 지

오스민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은 농도를 보임에 따라 도시 숲속 토양에서도 지오스민이 검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계절적으로는 겨울철에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전남 유명 흙길의 지오스민 성분 연구에서15) 겨울철이 높게 조사된 결과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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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절별 지오스민 농도 분포

4.3.2. 토양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온도, pH 및 대기 온도·습도와 지오스민 상관성 

자연휴양림 토양 중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온도, pH 및 대기 온도·습도와 지오스민 농도의 

상관성 분석 결과는 표 9에 나타내었다. 또한, 유기물함량과 지오스민 농도의 상관성은 그림 5

에, 토양온도와 지오스민 농도의 상관성은 그림 6에, 대기 온도와 지오스민 농도의 상관성은 

그림 7에 나타내었다.

표 9. 지오스민 농도와 각 인자간의 Pearson 상관성 분석 결과

구 분 지오스민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토양온도 토양pH 대기온도 대기습도

지
오
스
민

Pearson
상관계수 1 0.301(**) 0.015 -0.317(**) 0.202 -0.404(**) 0.056

유의확률(양쪽) 　 0.007 0.898 0.004 0.073 0.000 0.623

N 80 80 80 80 80 80 80

유
기
물
함
량

Pearson
상관계수 0.301(**) 1 0.717(**) 0.053 -0.145 0.000 0.102

유의확률(양쪽) 0.007 　 0.000 0.640 0.200 0.997 0.367

N 80 80 80 80 80 80 80

수 Pearson 0.015 0.717(**) 1 0.145 -0.177 0.085 0.234(*)



전북지역 자연휴양림 건강기능성물질 분포조사

- 165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그림 5. 유기물함량과 지오스민 농도 상관성

분
함
량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0.898 0.000 　 0.198 0.117 0.454 0.037

N 80 80 80 80 80 80 80

토
양
온
도

Pearson
상관계수 -0.317(**) 0.053 0.145 1 -0.036 0.876(**) 0.473(**)

유의확률(양쪽) 0.004 0.640 0.198 　 0.754 0.000 0.000

N 80 80 80 80 80 80 80

토
양
pH

Pearson
상관계수 0.202 -0.145 -0.177 -0.036 1 -0.211 0.068

유의확률(양쪽) 0.073 0.200 0.117 0.754 　 0.060 0.552

N 80 80 80 80 80 80 80

대
기
온
도

Pearson
상관계수 -0.404(**) 0.000 0.085 0.876(**) -0.211 1 0.154

유의확률(양쪽) 0.000 0.997 0.454 0.000 0.060 　 0.171

N 80 80 80 80 80 80 80

대
기
습
도

Pearson
상관계수 0.056 0.102 0.234(*) 0.473(**) 0.068 0.154 1

유의확률(양쪽) 0.623 0.367 0.037 0.000 0.552 0.171 　

N 80 80 80 80 80 80 80

y = 0.151x + 11.324
R² = 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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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토양온도와 지오스민 농도 상관성

그림 7. 대기온도와 지오스민 농도 상관성

표 9와 그림 5에서와 같이 토양 유기물함량과 지오스민의 농도의 Pearson 상관계수는 0.301

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표 9와 그림 6, 7에서와 같이 토양 및 대기 온도와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는 역상관성을 나타낸다. 이는 휘발성이 강한 지오스민이 토양온도와 대

기 온도가 높을 때는 빠르게 휘발하고 온도가 낮을 때에는 휘발하는 양은 적고 토양에 존재하

는 양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지오스민은 토양 중에서 8월과 9월 

중에 가장 많이 생성되고 대기 중으로 휘발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y = -0.13x + 20.865
R² = 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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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수종별 지오스민 농도

조사대상 자연휴양림의 대표 수종에 따른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를 침엽수, 활엽수, 편백나

무로 구분하여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수종에 따른 지오스민 농도는 침엽수가 자라는 토양에서 

가장 높으며 활엽수, 편백나무 순으로 조사되었다. 편백나무 숲 토양이 높게 조사된15) 결과와

는 상이하였는데 이는 토양의 성질, 식생, 기후 등과 연관되어 다르게 조사 된 것으로 보이며,

침엽수와 침엽수림 토양에서 유기탄소 함량이 활엽수와 활엽수림 토양 보다 높게 조사된16) 결

과로 추측건대 침엽수의 잎이 부피 대비 무겁고 촘촘히 쌓여 토양 중 유기물함량이 높고 방선

균이 잘 서식하는 환경이 되어 지오스민 농도가 높게 조사된 것으로 생각된다.

Conifer CypressTree BroadLeaf
0

20

40

60

80

Ge
os

m
in(

μg
/K

g)

그림 8. 수종별 지오스민 농도 분포

Conifer: 침엽수, Cypress tree: 편백나무, Broad Leaf tree: 활엽수

피톤치드가 많이 생성되는 편백나무 숲17)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는 건지산과 상관 편백나무 

숲 토양에서는 대조지역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8월 말에 폐장한 성수산 자연휴양림은 9월에는 

다른 편백나무 숲과 비슷하였지만 11월에 39.6 ㎍/Kg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건지산

과 상관 편백나무 숲에는 많은 길이 있으며 그 길을 산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부엽토 생성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의 왕래가 끊긴 성수산은 영향을 받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유기물함량이 풍부하고 지오스민의 방출량이 높은 산림토양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차원에서 숲

에 데크로드 등 일정한 산책로를 만들고 그 산책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4.3.4 위치별 지오스민 농도

숲 안과 숲 주변 토양의 지오스민 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덕유산, 운장산, 남원흥부골, 남

원 자연휴양림의 숲 안과 숲 주변의 토양 중 지오스민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9와 같으며 숲 

안 토양에서 지오스민 농도가 높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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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숲 안과 숲 주변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 분포

4.4. 미네랄성분 

토양 중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평균 분석결과는 표 10과 그림 10에, 지하수 중 칼슘, 칼

륨, 마그네슘, 게르마늄, 바나듐, 셀레늄 등의 평균 분석결과는 표 11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표 10. 토양 중 칼슘, 칼륨, 마그네슘 분석결과

채취지점　 칼슘(mg/Kg) 칼륨(mg/Kg) 마그네슘(mg/Kg)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

3,865 2,388 2,976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주변

3,373 2,862 4,588

회문산 야영장 2,488 1,631 3,347

회문산 전나무 1,013 1,575 3,508

회문산 편백나무 8,68 1,518 2,966

운장산 1,001 1,118 1,855

변   산  4,583 899 1,527

와   룡 924 1,404 2,487

세   심 2,172 2,313 2,849

고   산 1,026 1,110 2,002

남원흥부골 2,498 2,972 3,942

방화동 1,731 1,508 2,980

무주반딧불 1,445 2,120 4,060

데미샘 1,317 2,346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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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점별 토양 중 Ca, K, Mg 농도(mg/Kg)

표 10 및 그림 10과 같이 토양 중 칼슘은 변산자연휴양림에서 4,583 ㎎/Kg 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칼륨은 남원흥부골 자연휴양림에서 2,972 ㎎/Kg, 마그네슘은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 숲 주변 토양에서 4,588 ㎎/Kg 으로 가장 높았다.

표 11. 지하수 미네랄성분 분석결과

남   원 1,932 1,524 1,783

성수산 2,088 2,238 3,071

선운산 생태숲 1,483 2,238 2,459

선운산 동백나무 조림지 1,443 1,130 1,695

건지산 204 925 1,742

상   관 246 888 1,829

대조지역 2,006 2,818 3,604

채취지점 Ca(mg/L) K(mg/L) Mg(mg/L) V(㎍/L) Ge(㎍/L) Se(㎍/L)

회문산 7.959 0.618 0.967 0.808 0.000 0.000

운장산 4.183 0.941 0.670 0.092 0.000 0.000

세  심 47.187 1.078 3.311 0.251 0.000 0.000

남원흥부골 24.641 2.062 4.734 0.106 0.000 0.382

데미샘 5.559 0.674 1.114 0.057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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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점별 지하수의 Ca, K, Mg, V(×10-3), Se(×10-3) (mg/L) 농도

자연휴양림 지하수 중 미네랄성분은 표 11및 그림 11과같이 칼슘성분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

으며, 바나듐은 건지산에서 0.934 ㎍/L 로 가장 높았고 조사한 전 지점에서 모두 검출되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영양소로 인정한 셀레늄은 남원 흥부골 자연휴양림에서 

0.382 ㎍/L 가 검출되었다.

5. 결론

숲속 토양은 생육하는 식생과 일체가 되어 산림 치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건강기능성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전북지역 자연휴양림에서 건강기능성물질 분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양림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는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쪽에서 평

균 39.85 ㎍/Kg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고산휴양림, 세심휴양림, 남원흥부골휴양림 순으

로 높게 조사되었다.

남  원 20.870 1.445 2.898 0.328 0.000 0.000

성수산 8.344 1.228 1.609 0.057 0.000 0.000

건지산 35.266 2.800 7.791 0.934 0.000 0.000

상수도(임실) 16.835 3.954 3.695 0.274 0.000 0.000

상수도(전주) 12.817 2.923 2.731 0.085 0.000 0.000

먹는샘물(S) 20.447 1.061 5.103 0.386 0.000 0.543

먹는샘물(G) 25.795 2.018 6.751 0.362 0.000 0.000

증류수 3.731 0.285 0.609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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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 유기물함량과 지오스민의 농도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토양 및 대기 

온도가 높을 때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는 낮게 검출되는 역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토양과 

대기의 온도가 높을 때는 토양 중 지오스민이 빠르게 휘발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

측된다.

3) 수종에 따른 지오스민 농도는 침엽수가 자라는 토양에서 가장 높으며 활엽수, 편백나무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편백나무 숲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는 건지산과 상관 편백나무 숲에서는 

대조지역보다 높았고, 성수산 자연휴양림에서 39.6 ㎍/Kg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4) 자연휴양림 숲 안과 숲 주변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를 비교한 결과 숲 안 토양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5) 지하수 중 미네랄성분은 칼슘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바나듐은 건지산에서 0.934 ㎍/L

가장 높게 검출되었고 셀레늄은 남원 흥부골 자연휴양림에서 0.382 ㎍/L 가 검출되었다.

전라북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자연휴양림 중 건강기능성물질 분포조사 결과 토양 중 지오스민은 침

엽수림이 우거진 숲 안 토양에서 높게 조사되었으며, 토양 온도 및 대기 온도와의 역상관성으

로 추측컨대 기온이 높은 계절에 숲 안 공기 중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정책제안

1. 숲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에 데크로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숲과 길의 경계를 만들  필

요가 있다.

2.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와 숲속 공기 중 지오스민 농도의 상관성 연구도 차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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