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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자재로서 나무 결함중의 하나는 그의 가연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자란 리기다 소나무와 밤나

무의 연소성질을 시험하는 것과 건자재로서의 사용에 대한 바람직한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다. 콘칼로리미터(ISO 5660-

1)는 열방출율과 CO, CO
2
 발생과 연기차폐와 같은 연기지수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어 졌다. 50 kW/m2의 열속하에서

밤나무의 평균열방출율은 소나무의 평균열방출율 150.77 kW/m2 과 비교하여 160.7 kW/m2 을 나타내었다. 밤나무는

소나무에 비해 숯생성으로 인한 증대된 난연성을 보였다. 밤나무는 소나무에 비하여 높은 CO 수율과 높은 CO/CO
2

수율을 나타내었다.

Abstract: One of the limitation of wood as building material is its flamma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mbustion properties of the pinus rigida and castanea savita which are grown in Korea and

meet the desirable characteristics for use of construction materials. The cone calorimeter (ISO 5660-1) was used

to determine the heat release rate (HRR) and fire smoke index, as well as CO and CO2 production and smoke

obscuration. The HRRmean of the castanea savita at 50 kW/m2 was 160.7 kW/m2 in comparison with 150.7 kW/

m2 for the pinus rigida. Castanea savita showed an increase of retardant properties attributed to char formation

compared with that of pinus rigida. The castanea savita has high COpeak yield and high CO/CO2 yield compared

with that of pinus rigida.

Key words : Heat release rate, combustion characteristics, fire smoke index, char formation 

서 론

요즈음 나무는 친환경적,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건자재로서 나무의 결점은 그

의 가연성이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주요 성분은 셀룰로오스: 활엽수(40-

44%), 침엽수(40-44%), 헤미셀룰로오스: 활엽수(23-40%),

침엽수(20-32%), 리그닌: 활엽수(15-25%), 침엽수(25-35%)

등의 비율로 이루어진다(Shafizadeh and DeGroot, 1976).

이들은 아주 다른 열분해 특성이 있으며, 이 것은 구성 물

질들이 다른 온도 범위에 따라 휘발성 물질들을 방출하며

분해한다(Drysdale, 1996): 셀룰로오스 240-350oC, 헤미셀

룰로오스 200-260oC, 리그닌 280-500oC. 나무의 열분해 특

성은 리그닌 성분이 증가됨에 따라 더 높은 온도로 변한

다. 그의 방향족 화학구조는 900oC에서 35-38%에 달하는

높은 숯(char)을 만들 어 낼수 있다(Chirico et al., 2002).

이는 리그닌 함량이 다른 물질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한

목재의 탄화속도는 목재의 열분해와 열발생의 상호작용

에 영향을 받으며, 이들은 목재의 종류, 밀도, 습기함량,

열 침투성, 열적특성과 같은 많은 변수들의 함수이다

(Dehaan, 2002; Micael, 1999; Yang, 2003).

숯은 산소가 쉽게 연소 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폴리머 물질의 연소 속도를 감소시킨다(Pearce

et al., 1981). 나무는 연소될 때 타르와 검뎅이의 침착에 의

하여 동반된 연기를 방출한다(Carle and Brown, 1976;

Kubler, 1980). 나무의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면 대부분

의 경우에 carbon monoxide, nitrous oxides, sulphur

oxide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PAH) 그리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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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방출된다(Tissari et al., 2007; Glasius, 2006).

나무의 열분해 및 연소의 거동에 대하여 착화는 중간 열

속(heat flux)에서 백열을 거쳐서 염열로 진행하며 그 다음

증대된 열속으로부터 직접 염열로 발전된다(Bilbao et al.,

2001). 이 연구는 발연 착화에 대하여 최소 열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이론적인 착화 모델로 표면의 숯연

소를 포함한 나무의 열분해에 대하여 콘칼로리미터를 이

용하여 나무결 방향 또는 그의 수직방향으로 하여 방사

열속에 노출될 때 수직방향으로 나무의 백열 및 불꽃 착

화를 연구했다(Boonmee and Quintiere, 2002;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콘칼로리미터를 이용하여 소나무와

밤나무의 열방출율 및 연기발생을 비교 하고자 한다.

재료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험목은 한국에서 자란 나무 종으

로서 경기도 용인 소재 지역 농부로부터 직접 얻었다. 그

리고 선택된 종은 전형적인 수종이다. ISO 3130, 1975에

의하여 측정된 학명과 수분 함량을 포함하는 시험에서 사

용된 나무 종이 Table 1에 나타내었다. 나무를 베어서 각

나무를 연소하는 기간은 약 2년이 경과되었다. 시편의 bulk

밀도는 그의 무게와 시험하기 전의 부피로부터 계산되어

졌다.

콘칼로리미터(ISO 5660-1, 2002)는 다음 주 성질을 결

정하는데 사용되어졌다: 열방출율(HRR), CO와 CO
2
 생산

과 연기차폐와 같은 화재연기지수(EN 13823, 2002;

Chung, 2007).

dual cone calorimeter(Fire Testing Technology)에 의한

열방출율 측정은 대부분의 유기재료가 연소중에 산소 1 kg

이 소비되면 약 13.1 MJ의 열이 방출되는 산소소비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Hirschler. 2001). 설정한 복사열에 노출

된 시편이 착화되어 연소될 때의 열방출율은 연소 생성물

흐름속의 산소 농도와 유속으로부터 유도된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재료의 연소로 인한 열방출량과 단

위면적당 열방출율은 식 (1)과 (2)에 의하여 계산된다.

(1)

 (2)

이때 q
A
(t) :단위면적당 열방출율(kW/m2), q(t) :열방출

율(kW), A
s 
: 실험체의 표면적(m2), Δh

c 
: 순수연소열(kJ/

kJ), r
o 

: 화학양론적 산소대 연료 질량비, C : 산소소비량

보정상수(m1/2kg1/2K1/2), P : 오리피스의 압력차(Pa), T
e
 : 오

리피스에서의 기체의 절대온도(K), XO
2 

: O
2
의 몰분율에

대한 산소분기 눈금 판독값, XoO
2 
: 산소분석기 눈금의 초

기값이다.

콘칼로리미터 시험은 현재 실제화제 조건을 가장 잘 모

사한 시험방법으로서 일정량의 공기를 공급하면서 재료

의 연소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동적방법(dynamic

method)이다. 실험방법은 ISO 5660-1에 따라 실시하였고,

10 mm 시편을 100 mm×100 mm( 2 mm) 정사각형으로

절단하고 온도 23±2oC, 상대습도 50±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유지한 다음 알루미늄 호일로 비노출면을 감싼다.

시험에 앞서 콘히터의 열량이 설정값±2% 이내, 산소분석

기의 산소농도가 20.95±0.01%가 되도록 교정하고 배출유

량을 0.024±0.002 m3/s로 설정하였다. 시험편은 고밀도 세

라믹 섬유보드 위의 저밀도 섬유 blanket에 놓여졌다. 모

서리 프레임은 모서리 프레임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

용되어졌다. 시험은 ISO 5660-1 표준으로 1분당 평균질량

손실율이 150 g/m2미만으로 떨어질 때 종료되어졌다. 모

든 연소시험은 그 들의 재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3번씩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시료는 콘칼로리미터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외부 점화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50 kW/m2 복사

열에 수분 동안 노출시켜 착화되는 시간과 착화된 시료로

부터 열방출율 및 연소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열방출율 

물질의 성질은 그 것이 연소할 때 열이 물질로부터 방

출되어지는 속도, 연기생성, 가스 독성을 결정한다. 시험

하는 동안에 결정되는 주 연소특성은 열방출율(heat release

rate, HRR)이다. 그 것은 연소모델링을 위하여 중요한 측

정이다(Babrauskas, 1984; Babrauskas and Grayson, 1992).

물질에 관련된 연소의 이해를 돕는 다른 중요한 성질은

착화시간(time to ignition, TTI)과 질량손실율(mass loss

rate, MLR)이다.

외부 열원 50 kW/m2에서 시험된 천연나무 종의

HRR
mean
는 소나무(150.7 kW/m2)가 밤나무(160.7 kW/m2)

q t( ) h
c

Δ r
o

⁄( ) 1.10( )C P T
c

⁄Δ
X

o
O

2
XO

2
–

1.105 1.5XO
2

–
------------------------------------=

q
A

t( ) q t( ) A
s

⁄=

 –
o

Table 1. Properties of wood species used in tests.

Samples Class
Height

(m)
Age

(years)
Density
(kg/m3)

Moisture content 
(%)

Pinus rigida Softwood 12.5 24 419 10

Castanea sativa Hardwood 10.5 27 65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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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여 매우 빈약한 거동을 나타내었다(Table 2). 이

것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밤나무의 밀도(654 kg/

m3)에 비하여 소나무의 밀도(419 kg/m3)가 작은 결과로 설

명된다(Tran and Wite, 1992). 또한 같은 이유로 소나무와

밤나무는 HRRpeak에 도달된 시간이 각각 270 s, 290 s로

나타났다. Figure 2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밤나무는 강한

난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RR커브는 소나무와

밤나무가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의 끝에서 2가지 물질의 잔여물

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밤나무

의 연소 후 잔여물은 소나무의 잔여물과 비교하여 오직

검은색으로 나타났다. 소나무 종은 부드러운 힌색의 재였

다. 이 것은 일반적으로 각 수종중에서 추출된 리그닌 함

량을 가지고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겠으나,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원하는 동일한 수종을 택하여 실시된 비교실험

결과 자료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잘알려진

(Shafizadeh and DeGroot, 1976) 침엽수 영역에 속하는 소

나무의 리그닌 함량(25-35%)과 활엽수 영역에 속하는 밤

나무 리그닌 함량(18-25%)에 의해 숯생성(Chirico et al.,

2002)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숯생성은 기타 많은 변수들과의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Dehaan, 2002; Micael,

1999; Yang, 2003). 소나무의 연소시에는 다른 수종에 비

하여 일반적으로 잘알려진 테르핀류의 휘발성 물질을 많

이 함유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지배적인 연소반응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소의 착화시간(TTI)은 각 종에 대하여 Table 2에 나타

내었다. TTI는 밤나무가 37 s로 소나무(17 s)에 비하여 늦

어진다. Figure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밤나무는 숯생성

을 나타내었다. 이로 인하여 밤나무는 숯의 단열효과(Pearce

et al., 1981)로 강한 난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단된다.

질량손실율(MLR)은 화재거동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

를 준다(Delichatsios et al., 2002). Figure 3에서 보여준

50 kW/m2 에서 소나무의 평균 MLR은 0.109 g/s, 밤나무

는 0.112 g/s였다. 그러나 연소하는 동안 초기의 질량손실

율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나무는 질량손실율이 소멸되나 밤나무는 끝가지 유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것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나무종의 연소의 착화(TTI)와 같은 맥락으로 밀도 차이와

숯생성으로 인한 숯의 단열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Pearce

et al., 1981).

Table 2. Combustion properties of native wood species. 

Samples
aTTI 
(s)

bMLR
mean

(g/s)

cHRR
mean

(kW/m2)

dTSR
whole

(m2/m2)

eSEA
mean

(m2/kg)
CO

mean

(kg/kg)
CO

2mean

(kg/kg)
CO/CO

2

Pinus  rigida 17 0.109 150.7 200.4 51.55 0.0083 1.14 0.0072

Castanea  sativa 37 0.112 160.7 213.6 31.67 0.0148 1.21 0.0122

aTime to ignition; bMass loss rate; cHeat release rate; dTotal smoke release; eSpecific extinction area

Figure 1. HRR curves of native wood species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PN: Pinus rigida, CN: Castanea sativa.

Figure 2. The residues of native wood after combustion.

Figure. 3. MLR curves of native wood species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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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기와 탄소 산화물 방출

물질에 관련된 연소의 이해를 돕는 또 다른 중요한 파

라미터는 연기와 CO가스의 방출이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연소가스 생성물의 독성은 CO2를 동반하는 CO의 방출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주어진다.

총연기방출율(total smoke release, TSRwhole) 은 소나무와

밤나무가 각각 200.4 m2/m2, 213 m2/m2였다(Figure 4). 이

들 값의 미미한 차이로는 어떠한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부

족하다. 연기 차폐는 비소화면적(specific extinction area,

SEAmeann)으로 설명되어 진다. 비소화면적은 연기방출율

(smoke production rate, SPR)을 질량감소율로 나눈 것으

로 연기관련 지수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소나무의 비소

화면적(51.55 m2/kg)은 밤나무(31.67 m2/kg)보다 대단히 높

게 나타났다(Figure 5). 그 것은 소나무가 연소의 초기 단

계에서 쉽게 빠른 속도로 연소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한 밤나무의 비소화면적이 소나무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밤나무가 난연효과의 존재와 더불어 저발연성 종임

을 알 수 있었다.

CO와 CO2의 수율은 물질 연소에 의존한다(Hull and

Paul Keith, 2007). Figure 6은 콘칼로리미터에서 방출된

시간에 따른 COmean 생산을 나타낸다. 밤나무에 의해 방출

된 CO의 양은 소나무의 그것보다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진

다. 소나무로부터 CO의 생산은 시간에 따라 감소되어진

다. 밤나무로부터 CO 생산은 소나무의 것보다 비교적 높

다(소나무: 0.0083 kg/kg, 밤나무: 0.0148 kg/kg).

Figure 7은 콘칼로리미터에서 방출된 시간에 따른 CO2

생산을 나타내었다. 소나무는 320 s에서 CO2peak : 2544 kg/

kg로 밤나무(CO2peak : 8.68 kg/kg at 355 s)의 그것에 비교

하여 매우 높은 수율의 CO2를 방출했다. 이것은 순간적으

로 완전한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CO/CO2

비가 낮은 것은 노출 독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 론

한국에서 자란 소나무와 밤나무 종의 열방출율과 연기

발생을 측정하였다.

1. 소나무의 HRRmean(150.7 kW/m2)는 밤나무(160.7

Figure 4. TSR curves of native wood species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Figure 5. SEA curves of native wood species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Figure 6. CO production rate curves of native wood species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Figure 7. CO
2
 production rate curves of native species wood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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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2)와 비교하여 낮은 열방출을 나타내었다. 이 것은

밤나무의 밀도(654 kg/m3)에 비하여 소나무의 밀도(419

kg/m3)가 작은 결과로 설명된다. 또한 같은 이유로 밤나무

는 소나무의 TTI(17 s)에 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의 TTI

가 소요되었다(37 s). 

2. 밤나무는 소나무에 비하여 높은CO
mean

 수율(0.0148

kg/kg)과 높은 CO/CO
2
 수율(0.0122)을 방출하였다. 그러

나 밤나무는 낮은 SEA
mean

(31.67 m2/m2)을 나타내었다. 그

것은 밤나무가 저발연성 수종이며, 연소공정 중에 소나무

에 비하여 많은 양의 숯을 생성하여 불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밤나무는 비교적 높은 CO
mean 
수율(0.0148 kg/kg) 때

문에 연소시 소나무와 비교해서 인체에 더욱 위험한 나무

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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