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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the emissions analysis of CO and non-CO2 for the age-classes of various pine trees(Pinus 
koraiensis, Pinus densiflora, Pinus rigida Mill., Pinus thunbergii Parl.) to estimate of emission factors of the crown layer and surface layer in the 
forest fire. We used the thermal characteristic analyzer cone heater and NDIR analyzer in order to measure amount of emission. As a 
result, the major emissions of Pinus koraiensis were CO2 and CH4 and that of Pinus thunbergii Parl. was only CO. The major 
emissions of the most of pine trees were NO and N2O. The CO2 emission of Pinus thunbergii Parl. was the highest about as 
7.26×10-2~1.63×10-1 g and next came Pinus densiflora, Pinus koraiensis, Pinus rigida Mill.. And the CO emission of Pinus thunbergii 
Parl. was about 5.14×10-3~6.58×10-3 g and followed by Pinus densiflora, Pinus koraiensis, Pinus rigida Mill.. The emissions of CH4, 
NO, and N2O showed small differences between species and the emission of CH4 was 8.37×10-5~2.55×10-4 g, and NO was 
6.65×10-5~2.0×10-4 g and N2O was 1.42×10-4~2.09×10-3 g in all species. Particularly, the emission of Pinus thunbergii Parl. was the 
highest in all pine trees except 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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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림은 연소되기 전까지 바이오매스의 이용으로 발

생된 CO2는 산림에 의해 재흡수 되고 대기 중의 온실

가스 농도를 높이지 않는 탄소 중립적인 연료이다. 하
지만 산림은 산불발생에 따라 많은 연소생성가스를 배

출함으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원이 될 수 있다1~3). 
온실가스 종류별로는 N2O가 총 배출량의 60%, CH4

는 50%, CO2는 1% 미만이 농업부분에서 배출되지만4)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서 제외되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국
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제

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LULUCF 부문의 활동자료 즉, 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의한 구속적 의무감축 방식보다 기술개

발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산림면적을 국토의 20%로 확대하여 5천만 톤의 CO2를

흡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

우는 2050년까지 현재 수준 대비 50% 감축목표를 제

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전향적 감축노력 의지를 표명하

여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를 발표하고 주요 

산업 업종별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89백만 톤의 

CO2 감축 잠재량을 제시하였다5). 
이를 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계수를 개

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탄소배출계수는 

임목 축적(부피)을 탄소량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

한 인자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에 맞는 계수를 

개발 중에 있다6).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정방법과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의 수준을 향상시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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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계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국들은 고사목, 낙
엽층 및 토양에서의 탄소 흡수 및 배출량을 Tier 3 수
준에서 산정하기 위해 자국에 맞는 토양탄소모델을 개

발하고 활용하고 있다. 핀란드는 Yasso, 미국은 Century
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Century를 자국

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Century-jfos로 재개발하여 이

용하고 있다7~9).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통계체계로 탄소 흡수 및 배출 

면적과 활동에 따른 단위면적당 탄소측정량 변화 측정

과 바이오매스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비이산

화탄소의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

을 제시하였다10). 또한, 탄소전환계수 도출을 위하여 

12개 수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계수를 개발 중에 있

으나 현행 이용되는 탄소전환계수는 단순히 침엽수 활

엽수로만 구분하여 제한된 조사에 근거하여 불확실성

이 크다. 따라서, 산불발생시 통계자료의 검증이 필요

하며, 수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초 data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새로운 흡수/배출 계수와 국가산림자

원조사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바, 이를 토대로 기존에 

흡수/배출 계수와 임목축적통계 자료에 의해 작성된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의 재계산이 필요하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부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탄소개정 개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고유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소나무류 영급에 대한 지표층 및 수관층

을 대상으로 CO2 및 non-CO2의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료 선정 및 시료채취

산불발생 시 CO2 및 non-CO2 배출량을 분석하기 위

해서 수관화 위험성이 높은 소나무류를 대상으로 영급

별로 시험연료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소나무류는 잣나무, 적송, 리기다, 해송 등 4

Table 1. Fuels for Experiments in this Study

Sampling places Species Layer of 
forest fire Age-class

Gangwon-do
[Hongcheon] Pinus koraiensis

Crown layer 2, 4, 6

Surface layer 2, 4, 6

Gyeongsangbuk-do
[Andong] Pinus densiflora

Crown layer 2, 4, 6

Surface layer 2, 4, 6

Jeolabuk-do
[Wuju] Pinus rigida Mill.

Crown layer 2, 4, 5

Surface layer 2, 4, 5

Gangwon-do
[Samcheok]

Pinus thunbergii 
Parl.

Crown layer 2, 4, 6

Surface layer 2, 4, 6

 

Table 2. Sampling Procedure for Crown Layer and Surface 
Layer 

Surface Layer

Fallen leaves

Fallen twigs

Grass

Crown layer

Live leaves

Less than 1 cm twigs

가지 수종을 선정하고, 산불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 산

불의 위험성이 높은 강원(홍천), 경북(안동), 경북(무
주), 강원(삼척)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table 1
에 제시하였다. 

시료는 봄철 건조기(2~5월) 중에 채취하였으며, 산불 

미피해 지역의 임분 생장특성을 고려하여 3영급 이하, 
3∼4영급, 5영급 이상의 임상으로 2, 4, 6영급을 준비하

였으며, 리기다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6영급 

제한으로 5영급을 채취하였다. 
수관화 피해지역의 경우 가지부는 연소가 거의 되지 

않으며, 1 cm 이하의 잔가지는 60~70%가 연소되고, 생
엽부는 대부분 연소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근거로 수

관층 시료들은 1 cm 이하의 잔가지와 생엽만을 대상으

로 채취하였다. 지표층 시료 채취 방법은 10 cm×10 
cm×5 cm 크기의 방형구 쇠틀을 이용하여 낙엽, 낙지, 
초본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Table 2에 제시

하였다. 

2.2 CO2 및 non-CO2 배출량 분석 실험

소나무류 수관층과 지표층의 CO2 및 non-CO2 배출

량 분석을 위하여 각각 Fig. 1에 제시한 열특성분석 장

치와 NDIR 분석기를 이용하였으며, 열특성장치로부터 

배출되는 가스를 NDIR 분석기로 바로 연결하여 배출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가스 분석은 5가지 가스(CO2, CH4, CO, NO, N2O)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NDIR의 Gas density value의 조

건은 CO2 : 1.98, CO : 1.25, CH4 : 0.72, NO : 1.34, N2O 
: 1.84로 설정하여 Table 7의 조건에서 측정하였으며, 
각 가스별 유도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가스부피 농도×가스부피유량×구간시간
가스총량 총시간가스부피×가스밀도

(1)

여기서, 농도는 ppm, 가스부피유량은ℓ/h, 구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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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quipments used in this study(Thermal characteristic 
analyzer cone heater (ISO 5660-1/KS F ISO 5660-1) and NDIR 

analyzer).

Table 3. Operational conditions for NDIR analyzer 

Parameters Indication range Detection limit

CO - carbon monoxide
NO - nitric oxide
N2O - nitrous oxide

Min : 0~2000 ppm 1 ppm

Max : 0~100% 0.1%

CO2 - carbon dioxide
CH4 - methane

Min : 0~5% 0.01%

Max : 0~100% 0.1%

은 2s 단위를 사용하였다.

2.3 함수율 측정

CO2 및 non-CO2 배출량 분석 실험에 앞서 ASTM 
D2016(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6)에 의

해 함수율을 산출하였다. 함수율 측정방법으로는 재료 

200 g을 취하여 103±2 ℃의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도

록 설정된 열풍건조기 내에서 48시간 이상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후 중량을 측정하여 함수율을 산출하

였다. 함수율은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으

며, 각각의 결과들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항량 측정

기준은 4시간 간격으로 중량을 측정하였을 때 0.1%의 

중량 변화가 없을 때까지로 하여 식 (2)에 의하여 산출

하였다. 여기서, MC(moisture content)는 함수율[%], W0

은 건조 전 시료중량(생중량)[g], W는 건조 후 시료중

량(건중량)[g]을 나타낸다.

 


× (2)

수관층과 지표층의 실험 전 초기중량의 차이는 수관

층의 경우 가지와 생엽이 포함된 중량으로 초기중량

Table 4. Percentages of moisture contents

Pinus koraiensis

Crown layer Surface layer

Age-
class

Raw 
Sample

[g]

Dried 
Sample 

[g]

M. C.
[%]

Raw 
Sample

[g]

Dried 
Sample 

[g]

M. C.
[%]

2 50 23.67 52.67 28.90 12.47 56.86

4 50 22.63 54.73 43.76 21.90 49.95

6 50 23.20 53.60 48.57 25.53 47.42

Pinus densiflora

Crown layer Surface layer

Age-
class

Raw 
Sample

[g]

Dried 
Sample 

[g]

M. C.
[%]

Raw 
Sample

[g]

Dried 
Sample 

[g]

M. C.
[%]

2 50 20.80 58.40 21.10 10.91 48.29

4 50 22.63 54.73 33.07 16.70 49.50

6 50 21.03 57.93 60.87 31.07 48.96

Pinus rigida Mill.

Crown layer Surface layer

Age-
class

Raw 
Sample

[g]

Dried 
Sample 

[g]

M. C.
[%]

Raw 
Sample

[g]

Dried 
Sample 

[g]

M. C.
[%]

2 50 20.13 59.73 16.23 8.23 49.28

4 50 20.33 59.33 38.00 14.37 62.19

6 50 18.77 62.47 30.73 14.87 51.63

Pinus thunbergii Parl.

Crown layer Surface layer

Age-
class

Raw 
Sample

[g]

Dried 
Sample 

[g]

M. C.
[%]

Raw 
Sample

[g]

Dried 
Sample 

[g]

M. C.
[%]

2 50 21.90 56.20 45.00 31.47 30.07

4 50 24.23 51.53 71.10 38.33 46.09

6 50 22.67 54.67 53.33 32.63 38.81

50 g을 기준으로 하였고, 지표층의 경우 정방형 쇠틀로 

해당 영급의 지표층을 수거하여 흙과 돌은 제거하고 

낙엽, 낙지, 초본만 있는 상태이므로 각 시료 당 중량

이 다르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관층의 CO2 및 non-CO2 배출량 특성

Table 5에는 4가지 수종의 소나무류 수관층에 대한

CO2 및 non-CO2의 총배출량 특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잣나무에 대한 각 가스별 총배출량 특성을 살펴보면, 
영급별 특성으로는 2영급에서는 CO2(0.1669653 g), 
CO(0.0059990 g), N2O(0.0003312 g)가 최대값을 보였으

며, 6영급에서는 CH4(0.0003944 g)와 NO(0.0001904 g)
가 최대값을 보였다. 또한, 4영급에서는 2영급과 6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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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각 가스별 최대값은 나타나지 않아 영급별 배

출량은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가스별 총배출량 평균값을 살펴보면, CO2

가 0.0608823 g으로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는 CO 0.0052310 g, N2O는 0.0002893 g, 
CH4는 0.0002857 g, NO는 0.0001832 g 순서로 나타남

으로써 CO2와 CO가 대체로 배출량이 많았으며, NO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부위별 조성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나무류의 일반적인 

주성분은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과 추출성분(유
지, 수지, 정유, 무기물, 단백질) 등의 부성분, 회분, 다
수의 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ellulose는 50% 정
도로서 활엽수와 침엽수에 따라 hemicellulose, lignin의 

함량에 다소 차이를 보이며, 10% 정도의 추출성분과 

1% 미만의 회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2-13)고 보고되었

다. 또한,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CO2 배출량 

차이는 같은 수종 내에서도 개체와 채취부위에 따라서 

그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부위별 조성에 따른 차이는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Total emissions of CO2 and non-CO2 for crown layer

Pinus koraiensis

Age class CO2[g] CH4[g] CO[g] NO[g] N2O[g]

2 0.1669653 0.0003369 0.0059990 0.0001796 0.0003312

4 0.1580517 0.0001257 0.0046321 0.0001797 0.0002534

6 0.1576300 0.0003944 0.0050620 0.0001904 0.0002834

Mean 0.1608823 0.0002857 0.0052310 0.0001832 0.0002893 

Pinus densiflora

Age class CO2[g] CH4[g] CO[g] NO[g] N2O[g]

2 0.1460947 0.0002285 0.0054397 0.0002019 0.0002812 

4 0.1494277 0.0002385 0.0056808 0.0002433 0.0003736  

6 0.1684833 0.0003052 0.0058398 0.0003509 0.0003075  

Mean 0.1546686 0.0002574 0.0056534 0.0002654 0.0003208 

Pinus rigida Mill.

Age class CO2[g] CH4[g] CO[g] NO[g] N2O[g]

2 0.1505350 0.0001680 0.0048020 0.0002374 0.0002799 

4 0.1667527 0.0002037 0.0057390 0.0002422 0.0003086 

5 0.1523390 0.0001082 0.0048891 0.0002693 0.0002726 

Mean 0.1565422 0.0001600 0.0051434 0.0002496 0.0002870 

Pinus thunbergii Parl.

Age class CO2[g] CH4[g] CO[g] NO[g] N2O[g]

2 0.1174140 0.0001822 0.0050206 0.0002153 0.0013693  

4 0.1532355 0.0002184 0.0069395 0.0002440 0.0016283 

6 0.1508613 0.0003451 0.0077843 0.0002535 0.0017300 

Mean 0.1405000 0.0002500 0.0065800 0.0002400 0.0015800

적송 수관층의 각 가스별 총배출량 특성을 살펴보

면, N2O(0.0003736 g)를 제외한 CO2, CH4, CO, NO는 6
영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는데, 각각의 배출

량은 CO2 0.1684833 g, CH4 0.0003052 g, CO 0.0058398 
g, NO 0.0003509 g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2, CH4, CO, NO, N2O의 총배출량 평균값을 

살펴보면, CO2가 0.1608823 g으로서 상대적으로 배출

량이 많았으며, NO는 0.0001832 g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연소에 의한 이러한 가스 배출량 차이는 적송이 구

성하고 있는 성분비 차이에 의한 결과로 주성분인 

cellulose의 완전연소로부터 CO2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송의 약 50% 가량 이상은 cellulose가 차지하고 있

으며, 이 cellulose의 화학식은 C6H10O5이다. Cellulose의 

몰분자량 162에는 탄소 72, 수소 10, 산소 80으로 구성

되어 있다. 즉, 절반가량이 cellulose로 이루어져 있고, 
질량으로 보았을 때 이 cellulose의 절반가량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C, H는 그 자체만으로도 연소가 잘 이

루어지는 물질이며, cellulose의 열분해 시 발생하는 O
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16%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C와 H의 연소를 도와 계속해서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산소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활발한 연소는 진행

되지 못하지만 불꽃 없는 화학반응이 계속된다14).
리기다 수관층의 각 가스별 총배출량 특성을 살펴보

면, NO(0.0002693 g)를 제외한 CO2, CH4, CO, N2O는 4
영급에서 최대값을 보였으며, 각각 배출량은 CO2는  

0.1667527 g, CH4는 0.0002037 g, CO는 0.0057390 g, 
N2O는 0.0003086 g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기다 또한 영급에 대한 배출량의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2, CH4, CO, NO, N2O 가스에 대한 총배출

량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CO2가 0.1565422 g으로 상대

적으로 배출량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CO 0.0051434 
g, N2O 0.0002870 g, NO 0.0002496 g CH4 0.0001600 g,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리기다 또한 CO2와 CO가 대체로 

배출량이 많았으며, CH4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송 수관층의 각 가스별 총배출량 특성을 살펴보

면, CO2(0.1532355 g)를 제외한 CH4, CO, NO, N2O는 6
영급에서 최대값을 보였으며, 각각 배출량은 CH4는 

0.0003451 g, CO는 0.0077843 g, NO는 0.0002400 g, 
N2O는 0.0015800 g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해송 또한 

영급에 대한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2, CH4, CO, NO, N2O에 대한 총배출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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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missions of CO2 and non-CO2 for crown layer of pine 

trees.

균값을 살펴보면, CO2가 0.1405000 g으로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CO 0.0065800 g, N2O
는 0.0015800 g, CH4는 0.0002500 g, NO는 0.0002400 g 
순서로 나타나 해송 또한 CO2와 CO가 대체로 배출량

이 많았으며, NO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에는 CO2, CH4, CO, NO, N2O 배출량에 대하여 

수종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4가지 수종(잣나무, 적
송, 리기다, 해송)의 총배출량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2에 나타나듯이 50g 중량에 대하여 4가지 모든 수종에

서 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CO2 총배

출량은 0.1505350~0.1667527 g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잣나무는 리기다, 적송, 해송 보다 CO2(0.1667527 g)와 

CH4(0.0002857 g)가 많이 배출되는 수종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스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CO가 CO2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0.0051434~ 0.0065800 
g 범위에서 해송은 0.0065800 g으로 가장 CO의 배출량이 

많은 수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적송, 잣나무, 
리기다 순서로 배출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O의 배출량은 0.0001832~0.0002654 g 정도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N2O 배출량은 0.0001580~ 0.0003208 g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인 NO와 N2O 배
출량이 많은 수종으로는 적송 수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관층의 4가지 수종 모두에서 CO2와 CO의 배출량

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나무류

의 주성분인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과 부성분인 

추출성분(유지, 수지, 정유, 무기물, 단백질) 등에 의한 

구성성분 차이로 연소 시 완전연소와 불완전연소에 의

한 결과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불완전 연소할 때는 열분해에 의해 COㆍ탄화수소가 

생성되며, 높은 온도에서는 공기 속의 질소가 산화되

어 질소산화물이 생성된다. 또한, 대부분 검은색 연기

가 발생하는데 이는 연소되는 물질 중에 탄소 분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탄소가 타지 않고 공기 중으로 

기화되기 때문이다. 즉, 포화탄화수소화합물의 탄소수

가 많아질수록 완전연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된 바

가 있다15). 
또한, CO는 거의 모든 화재에서 일정 수준 발생되

며, 탄소함유 가연물은 불완전연소 할 경우 CO를 생성

한다. 유기연료를 연소시키는 동안 CO는 초기에 생성

된 후 산화되어 CO2가 된다. 산불과 같이 개방된 연소

에서는 생성된 CO의 양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

만 O2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훈소 또는 플래시오

버 후 화재에서는 1~10% 정도(10,000~100,000 ppm)의 

CO가 발생된다16).

3.2 지표층의 CO2 및 non-CO2 배출량 특성

Table 6에는 4가지 수종의 소나무류 지표층에 대한

CO2 및 non-CO2의 총배출량 특성을 제시하였다. 잣나

무의 각 가스별 총배출량 특성을 살펴보면, 4영급에서

는 CO2(0.0963490 g), CH4(0.0002812 g), N2O(0.0002812 
g)가 최대값을 보였으며, 6영급에서는 CO(0.0060971 g)
와 NO(0.0000869 g)가 최대값을 보였다. 

또한, 각 가스별 총배출량 평균값을 살펴보면, CO2

가 0.0963368 g으로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는 CO 0.0052166 g, N2O는 0.0002552 g, 
CH4는 0.0002552 g, NO는 0.0001832 g 순서로 나타나 

CO2와 CO가 대체로 배출량이 많았으며, NO는 상대적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층과 수관층의 배출량 특성을 살펴보면, 

CO2 배출량은 지표층에서, CO2를 제외한 나머지 CH4, 
CO, NO, N2O 4가지 가스는 수관층에서 총배출량이 상

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차범위 내에서 

배출량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송 지표층의 각 가스별 총배출량 특성을 살펴보

면, 영급별 특성으로는 6영급에서 CO2, CH4, CO, NO, 
N2O 배출가스 모두 최대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2영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 6영급에 가까울수록 CO2 및 non-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출량 차

이는 오차범위 내에서 극히 미세하다고 볼 수 있는 값

의 차이로 영급별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가스별 총배출량 평균값을 살펴보면,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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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tal Emissions of CO2 and non-CO2 for surface layer

Pinus koraiensis

Age class CO2[g] CH4[g] CO[g] NO[g] N2O[g]

2 0.0777737 0.0002312 0.0034974 0.0000534 0.0002312

4 0.0963490 0.0002812 0.0060553 0.0000592 0.0002812

6 0.1148877 0.0002533 0.0060971 0.0000869 0.0002533

Mean 0.0963368 0.0002552 0.0052166 0.0000665 0.0002552 

Pinus densiflora

Age class CO2[g] CH4[g] CO[g] NO[g] N2O[g]

2 0.0920223 0.0001285 0.0046439 0.0001111 0.0002231 

4 0.1102200 0.0001451 0.0053580 0.0001510 0.0002670 

6 0.1539377 0.0004056 0.0083775 0.0001540 0.0004757 

Mean 0.1187267 0.0002264 0.0061265 0.0001387 0.0003219 

Pinus rigida Mill.

Age class CO2[g] CH4[g] CO[g] NO[g] N2O[g]

2 0.0622967 0.0000595 0.0029581 0.05000972 0.0001390 

4 0.0760430 0.0001031 0.0033067 0.0000511 0.0001155 

6 0.0794530 0.0000884 0.0040296 0.0000934 0.0001723 

Mean 0.0725976 0.0000837 0.0034315 0.0000806 0.0001423 

Pinus thunbergii Parl.

Age class CO2[g] CH4[g] CO[g] NO[g] N2O[g]

2 0.1670387 0.0002151 0.0072625 0.0001997 0.0018911 

4 0.1714735 0.0001914 0.0086303 0.0002411 0.0023398 

6 0.1495927 0.0001631 0.0081276 0.0001475 0.0020280 

Mean 0.1627000 0.0001900 0.0080100 0.0002000 0.0020900

가 0.1539377 g으로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는 CO 0.0061265 g, N2O는 0.0003219 g, 
CH4는 0.0002264 g, NO는 0.0001540 g 순서로 나타나 

CO2와 CO가 대체로 배출량이 많았으며, NO는 상대적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층과 수관층의 배출량 특

성을 살펴보면, CO와 N2O는 지표층에서, CO2, CH4, 
NO는 수관층에서 총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오차범위 내에서 배출량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기다 지표층의 각 가스별 총배출량 특성을 살펴보

면, 영급별 특성으로는 6영급에서 CO2 0.0794530 g, 
CO 0.0040296 g, N2O 0.0001723 g 정도의 최대값을 보

였으며, 4영급에서 CH4 0.00010317 g, 2영급에서 NO  
0.05000972 g 정도의 최대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각 가스별 총배출량 평균값을 살펴보면, CO2

가 0.0725976 g으로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는 CO 0.0034315 g, N2O는 0.001423 g, 
CH4는 0.0000837 g, NO는 0.0000806 g 순서로 나타나 

CO2와 CO가 대체로 배출량이 많았으며, NO는 상대적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층과 수관층의 배출량 특성을 살펴보면, 

CO, N2O, CO2, CH4, NO 모두 수관층에서 총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CO2 및 

non-CO2 배출량 차이의 결과 또한, 주성분인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과 부성분인 유지, 수지, 정유, 무기

물, 단백질 등의 구성성분 차이에 따라 연소 시 탄소화

합물의 완전연소와 일부 불완전연소에 의해 다량의 탄

소산화물이 배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Cellulose를 300~500 ℃에서 열분해 시키면 저온에서

는 levogluconic acidㆍfurfuralㆍfuraneㆍ2-methlfurane 등
이 생성되고, 고온에서는 환상구조가 아닌 acetaldehyde
ㆍpropionaldehydeㆍacroleinㆍacetone 등이 증가한다. 또
한, lignin을 열분해시키면 phenolㆍvanillinㆍp-cresolㆍ
몰식자산 타닌 따위를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는 무색의 

결정ㆍsyringa aldehyde 등의 방향족 화합물이 생성되

며, cellulose에 비하여 열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목탄 생성량이 많다. Hemicellulose는 열분해에 의하여 

C OㆍC O 2ㆍ메탄ㆍ에탄ㆍ아세틸렌ㆍ에틸렌ㆍ

formaldehydeㆍacetaldehydeㆍ수소 등이 생성되고 그 밖

에 furfuralㆍmethylfurfural 등이 생성된다17).
해송 지표층의 각 가스별 총배출량 특성을 살펴보

면, 영급별 특성으로는 4영급에서는 CH4를 제외한 나

머지 CO2, CO, NO, N2O 4가지 가스에서 최대값을 보

였으며, 각각 총배출량은 CO2 0.1714735 g, CO는 

0.0086308 g, NO는 0.0002411 g, N2O는 0.0023398 g정
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4는 0.0002151 g 정도

로 2영급에서 최대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영급별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각 가

스별 총배출량 평균값을 살펴보면, CO2가 0.1627000 g
으로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CH4는 

0.0001900 g, NO는 0.0002411 g정도로 대체로 낮은 값

을 보였다. 또한, 지표층과 수관층의 배출량 특성을 살

펴보면, CO2와 CO 배출량은 지표층에서, CH4, NO, 
N2O는 수관층에서 상대적으로 총배출량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오차범위 내에서 배출량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에는 CO2, CH4, CO, NO, N2O 배출량에 대하여 

수종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4가지 수종(잣나무, 적
송, 리기다, 해송)의 총배출량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3에 나타나듯이 건조 전 각각의 중량에 대하여 

4가지 모든 수종에서 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CO2 총배출량은 0.0725976~0.1627000 g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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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missions of CO2 and non-CO2 for surface layer of 

pine trees.

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송, 적송, 잣나무, 리기다 순

서로 나타났다. 또한, CH4는 0.0000837~ 0.0002552 g, CO
는 0.0034315~0.0080100 g, NO는 0.0000665~ 0.00020000 
g, N2O는 0.0001423~0.0020900 g 정도에서 수종별 미미

한 배출량의 차이를 보였다. 
수종별 CO 배출량을 살펴보면 CO2 다음으로 배출

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0.0051434~ 0.0065800g 
범위에서 해송은 0.0080100 g으로 가장 CO의 배출량

이 많은 수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송, 잣나무, 리기

다 순서로 수관층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해송은 CH4를 제외한 나머지 CO2(0.1627000 

g), CO(0.000100 g) NO(0.0002000 g), N2O(0.0020900 g)
의 배출량이 잣나무, 적송, 리기다 보다 상대적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나 산불발생 시 CO2와 non-CO2 배출량

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불발생 시 CO2와 non-CO2 배출량 차이는 Table 7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소물질의 조성비에 따라 연소생

성기체의 종류와 배출량이 달라진다. 즉, 탄소배출량의 

차이는 열분해 시 열에 대한 반응성 차이에 따라 다르

다고 밝히고 있다. Cellulose는 결정영역과 비결정영역

에서의 열에 대한 반응성이 다르다. 즉, 결정 cellulose의

Table 7. Principal combustible gases and materials17) 

Combustible Gases Combustible Material

CO carbon-containing material

CO2 carbon-containing material

CH4 organic-containing and decomposing material

N2O combustible and decomposing material of nitro 
cellulose

NO Nitrogen-containing material and oxides

열분해에서는 acetaldehyde·acetone 등이 생성되고, 열분

해 초기에는 furfural의 양이 많지만,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서 acetaldehyde·acetone 등의 양이 증가된다. 그러나 

비결정 cellulose의 열분해에서는 결정 cellulose에 비해 

초기에 furfural과 furane의 생성이 증가된다. Lignin은 

cellulose와는 열적 성질이 서로 다르고, 넓은 온도범위

에서 완만하게 열분해 된다. Hemicellulose를 열분해시

킬 경우에는 타르보다도 가스가 많이 생성되며, 
cellulose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수용성 건유물이 생성되

지만, cellulose는 levogluconic acid를 생성하지 않는 점

이 다르다18).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류(잣나무, 적송, 리기다. 해송)
의 수관층과 지표층의 영급별 연소에 따른 CO2 및 

non-CO2 배출량의 정량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수종별 수관층의 CO2 및 non-CO2 배출량 특성결

과로는 모든 소나무류(잣나무, 적송, 리기다. 해송)에서 

CO2와 CO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생중량 50 
g에 대하여 CO2의 총배출량은 0.1505350~ 0.1667527 g, 
CO 배출량은 CO2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아 0.0051434~ 
0.0065800 g 범위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잣나무에서는 CO2와 CH4 배출량이 많았으며, CO
를 많이 배출하는 수종은 해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NO 총배출량은 0.0001832~0.0002654 g, N2O
는 0.0001580~0.0003208 g 정도였으며, 질소산화물인 

NO와 N2O 배출량이 많은 수종으로는 적송 수종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수종별 지표층의 CO2 및 non-CO2 배출량 특성결

과로는 수관층과 마찬가지로 모든 소나무류에서 CO2

와 CO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생중량 50 g에 대하여 CO2의 총배출량은 

0.0725976~0.1627000 g 정도에서 해송이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적송, 
잣나무, 리기다 순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 배
출량은 CO2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아 0.0051434~ 
0.0065800 g 정도에서 수관층처럼 해송은 CO의 배출

량이 많은 수종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적송, 잣나무, 
리기다 순서로 수관층과 결과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CH4은 0.0000837~0.0002552 g, NO 
0.0000665~0.00020000 g, N2O 0.0001423~0.0020900 g 
정도에서 수종별 미미한 배출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해송은 잣나무, 적송, 리기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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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다 CO2, CO, NO, N2O,의 배출량이 많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산불발생 시 해송 군락지에서

는 다른 수종에 비해 CO2와 non-CO2 배출량이 상대적

으로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영급별 CO2 및 non-CO2 총배출량 특성 결과로는 

모든 수종의 지표층과 수관층에서 6영급에 가까울수록 

총배출량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

한 차이는 매우 미미한 차이로 특별한 경향성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소나무류의 연소에 따른 CO2 및 non-CO2 배출량

은 수종별 조성비에 따라 배출량 차이가 미미한 정도

로 수종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CO2, CO, CH4의 배

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산림연료의 연소에 따른 연소생성가스의 정량분석

은 산림부분에서의 탄소배출계수 정립에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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