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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관화에 취약하다고 밝혀진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수관층의 연료특성을 잎과

가지 굵기 별로 구분하여 수분함량, 연료밀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 팔공산에서 소나무 10그루를 벌

채하여 각 부위별로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수관층 살아 있는 부위의 평균 수분함량은 53%, 죽은 부위는

15.3%였으며, 생엽의 수분함수율은 평균 56%이었다. 수관화 확산시 실제적으로 연소되는 잎과 직경 1 cm 이하의 가

지를 합한 연료량은 전체 바이오매스에서는 16.2%, 수관층 바이오매스에서는 55%를 차지하였다. 수관 연료밀도는

평균 0.24 kg/m3이었으며, 잎과 1 cm 굵기 이하의 가지를 합한 유효 수관연료밀도는 0.1325 kg/m3이었다. 

Abstract: Crown fuel characteristics such as crown bulk density, crown base height, and fuel moisture content

of Japanese red pine were analyzed. Ten trees in Mt. Palgong at Daegu, were destructively sampled and their

crown fuels were weighed separately for each fuel category. Fuel content of live and dead crown component

were 53%, and 15.3%, respectively. Foliar moisture content was 56%. Needles and twigs with diameter less than

1cm diameter accounted for 16.2%, 55% of total and crown fuel load. Average crown bulk density of Japanese

red pine was 0.24 kg/m3, effective crown fuel bulk density was 0.1325 kg/m3.

Key words : crown bulk density, crown fuel,  moisture contents, forest fire, Pinus densiflora

서 론

수관화는 지표화에 비해 산불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

여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즉 산불확산 속도

가 작게는 3~4배에서 크게는 20여배까지 증가(Call and

Albini, 1997)하며, 수관층의 잎과 잔가지가 연소되면서 높

은 화염이 생성되고 상승기류로 인해 비화 물질이 발생하

기도 한다. 대형산불 피해지의 주요 확산기작은 수관화와

이로 인한 비화이며, 수관화는 빠르고, 강하며, 진화하기

어렵고, 주민 및 진화대원의 안전에 위협(Scott and

Reinhardt, 2001)이 된다. 또한 진화방식도 이전의 인력 진

화보다는 공중 진화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렇듯 수관화로의 확산, 즉 지표화에서 수관화로의 전

이는 산불 자체의 특성과 더불어 진화전략도 결정짓는 중

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인자와 기작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인자 중 수관층의 연료는 수관

화의 발달과 확산과정에 연소물질로 작용한다는 측면에

서 중요하다. Scott and Reinhardt(2001)는 잠재 수관화 위

험성(crown fire potential)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관화 연료 특성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요구된다고 하였

다. Reinhardt et al.(2000)은 산림형태와 임분밀도에 따라

수관층의 연료특성을 수관층의 연료밀도(crown bulk

density), 지표층에서 수관층까지의 거리(crown base height),

수분함량(fuel moisture content) 3가지로 제시하였다. 수관

연료밀도는 단위 수관 체적당 이용가능한 수관층 연료의

양을 의미(Sando and Wick, 1972)하며, 지표층에서 수관

층거리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별로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수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수관연료밀도가 있는 곳

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충분한 수관연료밀도에 대한 기

준으로 수관화시 연소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가지와 잎

을 합쳐 Sando and Wick(1972)은 0.037 kg/m3을 Beukema

et al.(1978)은 0.011 kg/m3을 제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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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함량은 수관층에 존재하는 가지와 잎의 수분율을 의

미하는데 건조하기 전 무게에서 건조 후 무게를 뺀 다음

이를 다시 건조 후 무게로 나누어 백분율로 제시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수분함량의 영향에 대해 Van Wagner

(1993)는 지표화 전이시 지표층에서 수관층 거리 인자보

다는 영향을 덜 미친다고 하였으나, Scott(1998)은 수관화

확산속도에 기여하는 바는 오히려 강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수관층 연료특성과 그 기작에 대한 연구는 다양

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Mitsopoulos and Dimitrakopoulos

(2007)은 그리스의 Aleppo pine를 대상으로 잎, 굵기별 가

지 4개, 살아있는 수관층 연료량, 전체 수관층 연료량을

추정할 수 있는 상대성장식을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물질생산, 혹은 현존량 관점에서

수간과 잎, 가지로 구분하여 상대성장식을 추정한 연구

(박인협과 김준선, 1989; 박인협과 이석면, 1990; 이경학

등, 2002)외에 산불 관점에서 수관층의 연료특성을 분석

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의 수관화가 발생하는 소나무림을 대상

으로 수관층 연료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수관화 발전 예

측 모델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자료 수집

대구광역시 팔공산 남향 단일사면에서 흉고직경과 수

고를 고려하여 2008년 4월에 소나무 10그루를 선정하여

기계톱을 이용하여 최대한 지표면에 가깝게 잘랐다. 수고

와 흉고직경을 측정한 다음, 수관층 연료량의 수직적 분

포를 추정하고자 각 소나무를 1 m 간격으로 절동하고, 수

간, 잎, 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 다음 각각의 무게를 측정

하였다. 이 때 수관이 차지하고 있는 체적을 산출하기 위

해 1 m 단위별로 수관폭을 장축과 단축으로 구분하여 측

정하였다. 장축은 수관폭이 가장 긴 곳을 의미하며, 단축

은 장축의 수직방향으로 측정하였다. 수분함량 및 건중량

을 측정하기 위해 각 소나무별 부위별로 20% 이상의 샘

플을 채취하였다. 

2. 분석 방법

1) 수관층 연료 구분

수관화가 강하게 연소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

로 굵은 가지는 연소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Brown and

Bradshaw(1994)는 직경 6 mm이하의 가지가 일반적으로

연소되며, Call and Albini(1997)은 100%의 수분함량에서

직경 6 mm이하 가지의 65% 정도가 연소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Mitsopoulos and Dimitrakopoulos(2007)

는 잎, 살아있는 가지 0.63 cm 이하, 0.64-2.5 cm, 2.51-7.5

cm, 7.5 cm 이상, 죽은 가지 2.5 cm 이하로 구분하여 수관

층 연료량을 분석한 바 있다. Hough(1973)는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 잎, 1/4인치 이하, 1/4-1인치 가지로 총 6

개의 부위로 구분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비슷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잎과 가지, 솔방울로 크게 구분하고, 각 부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구분한 다음, 가지는 다시 0.5 cm 이하, 05-1

cm, 1-2 cm, 2-4 cm, 4 cm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 수분함량

현장에서 각 부위별로 20% 이상을 샘플링한 시료는 실

험실로 가져와 건조시켰다. 105oC로 설정된 건조기에서

무게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시킨 다음 그 무게를 측

정하였다(이경학 등, 2002). 수분함량은 아래 식을 통해 산

출되었다. 

3) 수직적 연료량과 밀도 분포

각 부위별 연료량은 지표면에서 수고까지 1 m 단위로

표시하였으며, 연료밀도는 신만용 등(1999)의 수관형태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1 m 단위로 측정된 수관폭의 장축

과 단축 자료를 이용하여 1 m 단위로 수관층 체적을 산출

한 다음 건조된 연료량을 이 수치로 나누어서 kg/m3 단위

로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표본으로 선택된 소나무 10개체에 대한 기술 통계값은

Table 1과 같다. 평균 흉고직경은 19.2 cm 이었으며, 최소

흉고직경은 5 cm, 최대 흉고직경은 34.5 cm이었다. 가장

높은 수고는 13.8 m, 평균 10.8 m이었으며, 살아있는 가지

까지의 지하고는 5.1 m, 죽어있는 가지까지의 거리는 3.5

m이었다.

1. 수분함량

살아 있는 부위의 평균 수분함량은 53%, 죽은 부위는

수분함량(%)=
생중량−건중량

×100
생중량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Japanese red pine sampled

trees.

Diameter at 
breast height 

(cm)

Height
(m)

Clear length to 
dead branch 

(m)

Clear length 
to live branch 

(m)

No. of 
trees/ha

19.2
(5.0-34.5)

10.8
(7.1-13.8)

3.5 5.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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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였다(Table 2). 생엽의 수분함수율은 평균 56%로 미

국 Picea mariana의 33%(Chrosciewicz, 1986; Springer

and Van Wagner, 1984)와 Pinus clausa(Hough, 1973)와

Abies balsamea(Kozlowski and Clausen, 1965; Little, 1970)

의 75%의 중간 수준이었다. 

2. 부위별 연료량 비율 및 수직적 분포

대구 팔공산 지역 소나무의 부위별 건중량 비율은 Figure

1에서와 같이 수간 69.5%, 가지 22.7%, 잎 7.8%이었다.

이는 김준호와 윤성모(1972)의 소나무 부위별 비율 연구

결과의 수간 69.2%, 가지 20%, 잎 10.8%와 비슷한 수치

이나, 잎이 차지하는 비율이 3% 감소한 수치이었다.

수관화 연소시 수관층 연료 중 잎과 0.63 cm(1/4인치)

이하의 가지가 주로 연소되며, 1 cm 이상의 가지는 거의

연소되지 않는다(Call and Albini, 1997)는 연구결과와 관

련되어, 잎과 직경 1 cm 이하의 가지를 합한 연료량은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에서 16.2%, 수관층 연

료량에서는 55%를 차지하였다. 즉, 수관층 바이오매스 중

55%에 해당되는 양이 수관화 확산시 연소될 수 있는 이

용 가능한 연료량(available fuel load)이었다. 1-2 cm 굵기

의 가지 연료량의 비율은 4.9%이었으며, 2 cm 이상 굵기

가지 연료량 비율은 약 9.4%였다. 

흉고직경 23 cm의 소나무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가지까

지의 지하고는 흉고직경과 수고에 상관없이 4~6 m 수준

에서 변이가 크지 않았다. 수고는 흉고직경에 따라 일정

하게 증가하다 흉고직경이 23 cm를 넘어서자 14 m 전후

에서 변곡점을 형성하였다. 

3. 수관연료밀도

각 소나무의 수관층 연료량을 각 개체의 수관이 차지하

는 공간으로 나눈 수관 연료밀도는 평균 0.24 kg/m3으로

Table 2. Fuel moisture content (%) of Japanese red pine in Mt. Palgong, Daegu.

Category Needles
Branch (cm)

Mean
Under 0.5 0.5-1 1-2 2-4 Over 4

Live 56.4 53.9 56.1 57.0 52.1 46.0 53.1 

Dead 　 16.5 15.6 14.5 16.1 13.8 15.3 

Figure 1. Destruction method and crown fuel category. 

Figure 2. Tree load distribution by fuel component (%) of Japanese red pine in Palgong-mountai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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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흉고직경이 커짐에 따라 수관연료밀도는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

소적으로는 흉고직경 15 cm까지는 정체 혹은 약간 증가

의 경향을 보이다가 15 cm 이상 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선형관계로 분석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잎과 1 cm 이하의 가지 연료량을 수관

화 확산시 이용 가능한 연료량으로 보았을 때 조사 대상지

의 1 m3당 연료밀도는 0.1325 kg이었다. 이는 Sando and

Wick(1972)와 Beukema et al.(1978)이 제시한 지표화에서

수관화 전이 가능 최소 기준보다 각각 3.6배, 12배 많은 수

치여서 지표화에서 수관화 전이기준을 넘기 때문에 조건

형성시 수관화로의 확산이 가능한 임상상태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관화에 취약하다고 밝

Figure 3. Crown load distribution by fuel component (%) of Japanese red pine in Mt. Palgong, Daegu.

Figure 4. Vertical profile of crown fuel load (kg) by fuel component of Japanese red pine in Mt. Palgong, Daegu.

Figure 5. Scattergram between total crown fuel load and

diameter at breast height of Japanese red pine in Mt.
Palgong,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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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진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수관층의 연료특성을 잎과 가

지 굵기 별로 수분함량, 연료밀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수관화 확산시 실제적으로 연소되는 잎과 직경 1 cm 이하

의 가지를 합한 연료량은 전체 바이오매스에서는 16.2%,

수관층 바이오매스에서는 55%를 차지하였다. 수관 연료

밀도는 평균 0.24 kg/m3이었으며, 잎과 1 cm 이하의 가지

연료량의 수관 연료밀도는 1 m3당 0.1325 kg/m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팔공산 지역의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한

정하였지만, 향후 지역별 혹은 다른 침엽수 수종으로 연

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관화 잠재위험성을 쉽

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흉고직경과 수고 등 쉽게 측정이

가능한 인자를 바탕으로 수관층 각 부위별 연료량을 추정

할 수 있는 상대성장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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