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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analyzed carbon emissions of leaves of a Pinus densiflora which is vulnerable to a forest 
fire using the cone calorimeter in order to analyz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forest fires depending on region 
and altitude. Fuels were collected from 9 regions[Hongcheon(Gangwon-do), Chungsong(Gyeongbuk-do), Yanhpyeong 
(Gyeonggi-do), Jecheon(Chungchongbuk-do), Gongju(Chungcheongnam-do), Wuju(Jeollabuk-do), Youngam(Jeollanam- 
do), Busan and Jeju-do)] and 9 altitudes(80 m, 450 m, 900 m, 1000 m, 1100 m, 1200 m, 1300 m, 1400 m and 1500 m) 
and then, carbon dioxide and carbon monoxide emissions contained in a weight of 50 g of fuel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differences in carbon emissions by regional groups, as the average carbon 
dioxide and carbon monoxide emissions in 9 regions were nearly 43.5929 g to 52.8868 g, and 0.8842 g to 3.6422 g, 
respectively. Busan and Jecheon had relatively higher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especially, Busan had 1.23 times 
higher carbon dioxide emissions than Jeju-do. Also, Gongju, Chungcheongnamo Province and Busan had relatively 
higher carbon monoxide emissions and especially, Gongju and Pusan had relatively higher carbon monoxide emis-
sions and especially, Gongju had 4.12 higher carbon monoxide emissions than Hongcheon. In addi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carbon emissions too depending on altitude, since carbon dioxide and carbon monoxide emissions in 
9 altitudes were respectively, 40.7015 g to 68.9297 g and 1.3923 g to 12.2918 g. At the altitude of 80m, carbon 
dioxide and carbon monoxide emissions were respectively, 68.9297 g and 12.2918 g, and at the altitude of 450m, 
carbon dioxide and carbon monoxide emissions were respectively, 65.5115 g and 11.2497 g. These results show that 
pine trees at the lower altitude discharge relatively more carbon. It is considered that this analysis on carbon emis-
sions depending on region and altitude can be effectively used for predic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stab-
lishing statistical data from forest fires in each region and altitude.
Key Words : greenhouse gas, carbon dioxide, carbon monoxide, region, altitude, pinus densiflora.

1. 서 론*

교토의정서에서 규제하는 6대 온실가스로 CO2, 
CH4, N2O, HFCs, PFCs, SF6를 규정하고 있으며, 18
세기 중엽부터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1970
년부터 2004년 사이에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70%나 증가하였다1).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

가스로는 CO2가 가장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의 연료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crelab@kangwon.ac.kr

연소에 의한 CO2배출량은 세계 10위로 기후변화 진

행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온
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지난 5년간(‘00~’05년) OECD 
국가(멕시코 제외)와 비교 시 세계 4위 수준이며, 
’0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CO2 배출순위(에너지 부

문)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5.9억CO2톤(전 세계 배

출량의 1.7%)으로 ’90년 대비 98.7% 증가하였다2). 
1900년 이후, 우리나라 6개 도시(서울, 부산, 인천, 

강릉, 대구, 목포)의 평균 기온은 1.5oC 상승하였으며, 
지구평균 기온상승률(0.74oC)보다 2배가 넘는다. 최
근 10년(1996년~2005년)의 6개 도시를 포함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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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강릉,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목포, 울릉, 추풍

령, 포항, 전주, 울산, 광주, 여수, 제주, 서귀포)의 평

균기온은 14.1oC로 평년(’71~’00년)보다 0.6oC 상승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산림생태

계를 이루는 다양한 부문 및 구성 요인들에게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크다. 열파․가뭄․홍수 등의 극한 기

상현상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극 빙하면적의 감

소 등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산불 등의 재해 증

가와 산림 생태계 교란 등 지구 물리․생태계 전반

에 걸쳐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2).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대응 방안으로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국가차원의 적응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

으며,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은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따른 인위적 배출 방지와 흡

수원에 따른 제거를 통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1). 또한, 교토 협약에 따르면 
그리스는 1990년대에 비해 25% 늘어난 수준의 이

산화탄소를 배출할 권한이 있지만 산불 등 자연재

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 계

산에서 제외되어 보고되었다.
산림은 연소되기 전까지는 바이오매스의 이용으

로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산림에 의해 재 흡수되고 대

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지 않는 탄소 중립적

인 연료임과 동시에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의 연소

는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의 배

출원이 된다3-5). 따라서, 산림부문에서는 산불발생 

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자료의 구축 정립이 필요

하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기 전

에 산림의 탄소배출 및 흡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한 시점에서 온실가스를

Table 1. The climate of various regions7)

도별/
지역별

한
온
북부

온
부

온
남부

온
남동부

온
남서부

온
해안

난

경기도 - ○ ○ - - - ○ -

강원도 - ○ - - - - ○ -

충청
북도

- - ○ ○ - - - -

충청
남도

- - ○ ○ - - ○ -

라
북도

- - ○ ○ - - ○ -

라
남도

- - - - - ○ - ○

경상
북도

- - ○ - ○ - ○ -

경상
남도

- - ○ - ○ - - ○

제주도 - - - - - - - ○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통계 DB 구축이 선행되

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동쪽과 북쪽으로 산지의 고도가 높아

지는 반면, 서쪽과 남쪽으로 낮아지며 극히 완만한 

구릉성 지형이 펼쳐져 고도별 식생의 분포와 구조는 
기후의 영향과 관계가 깊다. 모든 수목은 개체별 특

성에 맞는 환경조건에서 완전한 생장과 번식이 이루

어지며, 기후변화에 따라 수종과 임상의 차이는 현저

하게 다르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불에 가장 취약한 소나

무 생엽을 대상으로 산불발생 시 발생하는 취약특성

으로 지역 및 고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료선정 및 대상지역

연료의 선정은 산불에 가장 취약한 소나무를 대상

으로 생엽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지역별 탄소배

출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는 Table 1에 제

시한 기후에 따른 지역구분으로 온대북부(tempe-
rate climate regions:north district), 온대중부(tempe-
rate climate regions:central district), 온대남부(tempe-
rate climate regions:south district), 온대남동부(climate 
regions:south-east district), 온대남서부(temperate climate 
regions:south-west district), 온대해안(temperate climate 
regions: coast district), 난대(warm temperate zone)로 

구분하여 지역의 지형적 특징과 식생자원을 고려하

여 9개 지역(강원도 홍천/팔봉산, 경북 청송/응봉산, 
경기도 양평/용문산, 충북 제천/월악산, 충남 공주/
계룡산, 전북 무주/덕유산, 전남 영암/월출산, 부산/금
정산, 제주도/한라산)에서 연료를 채취하였다. 

연료채취는 등산로가 시작되는 시점 인근에서 채

취하였다. 연료의 형태는 실제 산불발생 시 연료의 형

태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원형 상태로 

사용하였다. 
채취시기는 2010년 9월 중 맑은날이 5일 이상 지

속되는 다음날을 기준으로 채취하였으며, 연료채취 
당일 기온은 팔봉산 21.2oC, 응봉산 21.5oC, 용문산 
20.8, 월악산 21.521.5oC, 계룡산 21.221.5oC, 덕유산 

21.221.5oC, 월출산 20.9oC, 금정산 22.7oC, 한라산 

14.7oC로 채취 후 실험 시 까지 함수율 변화를 최소

화 하기 위하여 밀봉상태를 유지하여 24시간 내에 

실험을 완료하였다.
고도별 연료 채취는 80 m 지점부터 1500 m 지점

까지 등산로를 따라 9곳(80 m, 450 m, 900 m, 10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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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m, 1200 m, 1300 m, 1400 m, 1500 m)에서 생

엽을 채취하였다 연료의 형태는 실제 산불발생 시 

연료의 형태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였다. 

채취시기는 2010년 10월 중 맑은날이 5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날을 기준으로 채취하였으며, 채취 후 

실험 시 까지 함수율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밀

봉상태를 유지하여 24시간 내에 실험을 완료하였다. 

고도별 대상지는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해안 지역의 지형적 특징과 식생자원을 고려하여 

강원도 태백산(고도 1,567 m)을 대상지로 선정하였

다. 연료채취는 등산로를 따라 80 m인 지점부터 고

도 1,500 m 지점까지 등산로를 따라 100 m 간격으로 

9곳에서 채취하였다. 연료의 형태는 실제 산불발생 

시 연료의 형태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원형 상태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앞서 함수율을 측정하여 Table 2와 Table 3

에 제시하였다.

2.2. 온실가스배출량 분석

온실가스배출량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국 FTT

사의 Dual Cone Calorimeter 시험기8)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Table 2. Percentages of moisture contents for Pinus densi-
flora in nine regions

Nine regions M.C [%]

Gangwon-do Hongcheon 152.27 

Gyeongsangbuk-do Cheongsong 168.07 

Gyeonggi-do Yangpyeong 145.37 

Chungchongbuk-do Jecheon 147.86 

Chungcheongnam-do Kongju 131.58 

Jeollabuk-do Wu`s 140.48 

Jeollanam-do Yeongam 173.10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Metropolitan City 128.67 

Jeju-do Jeju-do 142.00 

Table 3. Percentages of moisture contents for Pinus densi-
flora in nine altitudes 

Altitude [m] M.C [%]

80 182.21 
450 167.10 
900 152.01 
1000 161.20 
1100 176.80 
1200 164.38 
1300 169.62 
1400 147.54 
1500 154.83 

Table 4. Experimental conditions of cone calorimeter

Items Contents

Size(mm) 100×100

Weight(g) 50

Heat flux(kW/m2) 50 

Test time(s) time until there was no more weight decrease

Material condition Raw

탄소배출량은 50 g 중량의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

소와 일산화탄소 배출량 분석으로부터 고도별 및 

지역별 상대적인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결과값은 3
회 실험하여 측정된 값의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사용

하였다. 실험조건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대상으로 
9개 지역 및 9개 고도별 탄소배출량을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1. 지역별 탄소배출량 특성

3.1.1. Carbon dioxid(CO2) 배출량 분석

Fig. 1에는 9개 지역(강원도 홍천, 경북 청송, 경
기도 양평, 충북 제천, 충남 공주, 전북 무주, 전남 영

암, 부산, 제주도)에서 채취한 소나무 생엽의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었다. 50 g 중량에 
대한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3.5929 g~52.8868 
g 정도인 것으로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강원도 홍천

47.0835 g, 경상북도 청송 49.2321 g, 경기도 양평 

Fig. 1. Total emissions amount of carbon dioxide(CO2) for 
Pinus densiflora in nin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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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64 g, 충청북도 제천 52.8868 g, 충청남도 공주 
47.8920 g, 전라북도 무주 47.8823 g, 전라남도 영암 
47.2778 g, 부산 53.4365 g, 제주도 43.5929 g 정도 배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

으로 많은 지역으로는 부산(53.4365 g)과 충북 제천

(52.8868 g)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은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제주도지역보

다 1.23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탄소배출량 특성은 Fig. 2에 제시한 지역

별 분포하는 소나무의 수관형태에 따른 탄소함량 

차이와 연소시 완전연소가 크게 작용하여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소나무의 수관형태는 Fig. 

2에 나타나듯이 지역별 기후에 따라 동북형, 금강

형, 중남부평지형, 위봉형, 안간형으로 분포한다7). 
지역별 분포하는 수관형태는 Fig. 3에 나타내었으

며, 지형에 따른 특성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함경남도, 강원도 일부지역에 분포하면서 줄기

가 곧게 올라가며, 수관은 계란모양으로 지하고가 

낮은 동북형, 금강산, 태백산을 중심으로 줄기가

Fig. 2. Crown shape of Pinus densiflora.

Fig. 3. Distribution of Pinus densiflora.

Table 5.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errain of Pinus 
densiflora.7)

형 수형 기후

동북형

기가 굵고 곧으며, 
수 이 달걀모양이며, 
지하고가 짧고 
산송형이라고도 함

기온이 낮고 강우량이 
으며, 건조한 편이고 

날씨가 맑고 온이 히 
옴

강형
기가 곧고 가지가 

가늘고 수 이 좋음
강수량이 높고 건조한 편

남부
평지형

기가 얇고 으로 
퍼진다. 지 고가 길음

산기온이 높고 건조한 편

형

50년생 가지는 마 의 
모양을 닮음. 수 이 좁고 
뒤에 가서는 수 이 

으로 퍼지고 기의 
신장생장이 늦어짐

연 강수량이 1300mm 
이상이고 가장 비가 많은 
곳임. 특히 6월의 강수량이 
많음

안간형

기가 매우 굽는다. 
수 은 가 평평하고 
사람, 기후, 토질이 이와 
같은 수형을 만듬

여름철의 강우량이 가장 
고 6월과 7월의 

평균온도차가 크고 
7~8월간의 차이는 작음

나부
고지형

강형과 남부 평지형의 간형은 표고, 방 , 
기후에 따라 강형 는 남부평지형에 가까움

곧고 수관은 가늘고 좁으며 지하고가 높은 금강형, 
서해안 일대에 분포하며 줄기가 굽으며 수관이 넓

고 지하고가 높은 중남부평지형, 수관이 좁고 위에 

가서는 수관이 옆으로 퍼지고 줄기의 신장생장이 

늦어지는 위봉형, 울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줄기

가 매우 굽으며 수관은 위가 평평하며 수고가 낮

고 난쟁이형을 이루는 안강형, 금강형과 중남부지

형의 중간형으로 지형, 표고, 방위, 기후에 따라 금

강형과 중남부평지형에 가까운 수관형태를 보이는 

중남부고지형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금강형 또는 중남부평지형에 가까운 중

남부고지형과 중남부평지형의 수관형태는 상대적

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사료된다. 

3.1.2. Carbon monoxid(CO) 배출량 특성

Fig. 4에는 9개 지역(강원도 홍천, 경북 청송, 경
기도 양평, 충북 제천, 충남 공주, 전북 무주, 전남 

영암, 부산, 제주도)에서 채취한 소나무 생엽의 연소

에 따른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었다. 50g 중
량에 대한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8842 g~ 
3.6422 g 정도인 것으로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강원도 홍

천 0.8842 g, 경북 청송 3.1561 g, 경기도 양평 2.6619 
g, 충북 제천 2.9498 g, 충남 공주 3.6422 g, 전북 무

주 2.5945 g, 전남 영암 2.6855 g, 부산 3.3476 g, 제주

도 3.3779 g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 공주, 부산, 제주, 경북 청송지역은 일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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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tal emissions amount of carbon monoxide(CO) for 
Pinus densiflora in nine region.

Table 6. Total emissions amount of carbon dioxide(CO2) and 
carbon oxide(CO) for Pinus densiflora in nine regions

Nine regions Total emissions 
amount of CO [g]

Total emissions 
amount of CO2 [g] 

온 해안
강원도[홍천] 0.8842 47.0835

경상북도[청송] 3.1561 49.2321

온 북부 경기도[양평] 2.6619 47.2664

온 부 충청북도[제천] 2.9498 52.8868

온 남부
충청남도[공주] 3.6422 47.892

라북도[무주] 2.5945 47.8823

온 남서부 라남도[ 암] 2.6855 47.2778

난
부산 3.3476 53.4365

제주도 3.3779 43.5929

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구분되었

다. 특히, 충남 공주지역의 소나무는 일산화탄소 배출

량이 가장 작은 강원도 홍천지역의 소나무 보다 4.12
배 많은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산화탄소의 배출은 연소 시 불완전연

소의 진행에 따른 생성물로 연료상태 즉 연료의 

함수량이나 성분의 함량차이 등에 의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영향을 받는다. 함수율은 열을 올리기

까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요인으로 열을 

올리기 까지의 시간에서 불완전연소의 과정이 진

행되며, 일단 발염착화 후 성분의 함량 등의 차이

로 2차적인 탄소가 배출된다. 하지만, 함수량이 상

대적으로 낮은 충남 공주지역의 소나무 형태는 줄

기가 얇고 옆으로 퍼지는 중남부평지형으로 지역

에 따른 소나무의 성분함량비 차이에 기인한 것으

로 사료된다. 

소나무의 주요 성분은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 과 추출성분(유지, 수지, 정유, 무기물, 단백

질)등의 부성분, 회분, 다수의 수분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50%는 Cellulose로 구성되어 있고, 활엽

수와 침엽수에 따라서 Hemicellulose, Lignin의 함

량에 다소 차이를 보이며, 10% 정도의 추출성분과 

1% 미만의 회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9),10)

되었다. 

3.2. 고도별 탄소배출량

3.2.1. Carbon dioxid(CO2) 배출량 특성

Fig. 5에는 고도별 소나무 생엽의 이산화탄소 배

출량 곡선을 나타내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7015 
g~68.9297 g 정도로 고도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80 
m 68.9297g, 450 m 65.5115 g, 900 m 46.0151 g, 1000 
m 46.4126 g, 1100 m 48.154 g, 1200 m 40.7015 g, 
1300 m 44.4071g, 1400 m 44.4365 g, 1500 m 46.0385 
g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낮은 고도

의 소나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Carbon monoxid(CO) 배출량 특성

Fig. 6에는 고도별 소나무 생엽의 일산화탄소 배출

량 곡선을 나타내었다.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1.3923~ 
12.2918 g 정도로 고도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0 m 12.2918 g, 

450 m 11.2497 g, 900 m 2.6541 g, 1000 m 2.4157 
g, 1100 m 3.2484 g, 1200 m 1.3923 g, 1300 m 
2.3791 g, 1400 m 2.6869 g, 1500 m 3.2801 g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Fig. 5. Total emissions amount of carbon dioxide(CO2) for 
Pinus densiflora in nine al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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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tal emissions amount of carbon monoxide(CO) for 
Pinus densiflora in nine altitudes.

Table 7. Analysis of carbon dioxide(CO2) and carbon mono-
xide(CO) emission for living leaf of Pinus densiflora 
in nine altitudes

Altitude [m] Total emission amount of 
CO2 [g]

Total emission amount of 
CO [g]

80 68.9297 12.2918

450 65.5115 11.2497

900 46.0151 2.6541

1000 46.4126 2.4157

1100 48.154 3.2484

1200 40.7015 1.3923

1300 44.4071 2.3791

1400 44.4365 2.6869

1500 46.0385 3.2801

낮은 고도의 소나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산화탄

소를 배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대하여 Table 7에 제시하였다.

불완전 연소할 때는 열분해에 의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생성되며 높은 온도에서는 공기 속의 

질소가 산화되어 질소산화물이 생성된다. 또한, 대부

분 검은색 연기가 나게 되는데 이는 연소되는 물질 
중에 탄소 분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탄소가 

타지 않고 공기 중으로 기화(매우 작은 탄소 입자) 되
기 때문이다. 즉, 포화탄화수소화합물의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완전연소하기 어렵다11). 
또한, 일산화탄소(CO)는 거의 모든 화재에서 일정 

수준 발생되며, 탄소 함유 가연물은 불완전 연소할 

경우 일산화탄소를 생성시킨다. 유기연료를 연소시

키는 동안 일산화탄소는 초기에 생성된 후 산화되

어 이산화탄소(CO2)가 된다. 산불과 같이 개방된 연

소에서는 생성된 일산화탄소의 양은 몇 백 ppm 
(0.2%)으로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거나 훈소 또는 플래시오버 후(post-

flashover) 화재에서는 1~10% 정도(10,000~100,000 
ppm)의 일산화탄소가 발생된다1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불발생에 따른 온실배출량을 예

측하고자 지역별 및 고도별 산불에 따른 이산화탄소

와 일산화탄소 배출량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

론들을 얻을 수 있었다. 

1) 9개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3.5929 g~ 

52.8868 g 정도,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0.8842 g~3.6422 

g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지역별 탄소배출량은 차이

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

으로 많은 지역으로는 부산(53.4365 g)과 충북 제천

(52.8868 g)지역임을 알 수 있었으며, 부산지역은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제주도지

역보다 1.23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

은 지역은 충남 공주(3.6422 g)와 부산(3.3476 g)지역

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충남 공주지역은 일산화탄

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강원도 홍천지역

보다 4.12배 많은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금강형 또는 중남부평지형에 가

까운 중남부고지형과 중남부평지형의 수관형태는 상

대적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사료된다. 

2) 9개 고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7015~ 

68.9297 g 정도,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1.3923~12.2918 

g 정도로 고도별 탄소배출량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고도 80 m의 이산화탄소는 68.9297 g, 일산

화탄소는 12.2918 g 정도 배출하였으며, 고도 450 

m는 이산화탄소 65.5115 g, 일산화탄소 11.2497 g 정

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고도의 소나무가 상

대적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지역별 및 고도별 탄소배출량 분석은 산림부

분에서의 지역별 및 부문별 산불로 부터 온실가스예

측 통계 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연소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조성의 차

이와 수분 함유량은 산림기상 및 수목의 형태에 영

향을 받으나, 산불로 부터 온실가스예측 통계 수립

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목의 

특성 및 성분 분석 등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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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과제번호 2011-00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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