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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산불이란 산림 내에서 낙엽, 낙지, 초류, 임목 등이 연소되는 화재로서 사람
에 의한 실화, 방화와 낙뢰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씨가 산림 내의 가연
물질을 연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기후변화로 인해 강
수량이 적어지고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산불영향인자를 파악하
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사가 험준하고 굴곡이 많은 우리나라의 산림
지형에 있어서 경사는 매우 중요한 영향인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
했을 때 대부분은 하나의 사면에서 360°의 모든 방향으로 산불이 진행되기 때문
에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불영향인자 중 경사조건을 적용하여 잣나무 낙엽을
대상으로 지표화 연소 확산실험을 통해 경사가 산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지표화 연소실험을 통한 연소 확산속도 측정결과 상향사면에서는 경사도 20°
부터 경사가 증가할수록 연소 확산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향
사면에서는 경사가 증가할수록 연소 확산속도가 점차 감소하다가 경사도 25°에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때 경사도 20°를 기준으로 상향사면
의 연소 확산속도는 하향사면에 비해 약 1.31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에 따른 산불강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상향사면에서는 경사가 증가할
수록 산불의 강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하향사면에서는 경사도 10°에서
산불의 강도가 평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후 경사가 증가할수록 산불의
강도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때 상향사면의 산불강도는 하향사면
에 비해 최대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에 따른 시료의 중량감소특성을 측정한 결과 상향사면에서는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중량감소율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하향사면에서는 경
사도 10°부터 서서히 시료의 중량감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산불확산
속도와 중량감소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상향사면에서는 연소확산속도가 증가할
수록 시료의 중량감소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하향사면에서는 연소확산
속도가 감소할수록 중량감소는 작아졌다가 경사도 25°에서 연소 확산속도가 다시
증가할 때 시료의 중량감소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사에 따른 최대화염높이는 상향사면과 하향사면에서 모두 경사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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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최대화염높이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염길이는 상향사면과 하향
사면 모두 일정한 경사도 이상부터 화염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화염각은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화 확산실험이 진행될 때 온도분포범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상향사면
에서는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시료가 착화된 후 최대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
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향사면에서는 경사가 증가할수록 최대온도를 보이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상향사면이 하향사면에 비해 산불위험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산불확산위험의 예측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주요어 : 산불, 경사, 지표화, 산불확산속도, 산불확산예측
학

번 : 2017-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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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산불이란 산림 내에서 낙엽, 낙지, 초류, 임목 등이 연소되는 화재로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 불씨가 산림 내의 가연물질을 연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한승길, 2012). 산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료(Fuel), 산소(Oxygen),
열(Heat)의 3요소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산불의 종류에는 지표에 있는
낙엽과 초본 등의 지피물과 지상관목, 어린나무 등이 불에 타는 지표화, 나무의
줄기가 타는 형태인 수간화, 지표화 또는 수간화로부터 수관부에 불이 닿아
불길이 세어지는 수관화, 불꽃 없이 이탄이나 낙엽 등 유기물질이 타는 지중화로
구분할 수 있다(산림청, 2010).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강수량이 적어지고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과거 봄철에 동해안 지역에서만 주로 발생하였던 산불이 건조한 봄, 가을철뿐만
아니라 습한 여름철에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등 해가 거듭될수록 산불발생빈도
가 증가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등의 현상들로 인해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산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림청에 따른 과거 우리나라의 주요 대형 산불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대부
터 점차 산불발생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1996년 4월에 발생하여 우리나라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고
성산불(3,762ha)과 2000년 동해안산불(23,794ha), 2002년 충남 청양⦁예산의 대형
산불(3,095ha)을 들 수 있다. 이후에도 2013년 포항⦁울주 산불, 2017년 강릉⦁삼
척 산불 등으로 산림피해를 입었으며 2018년에 또 다시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오늘날의 산불은 점차 대형화되고 피해의 범위도 확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하는 방
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 논·밭의 소각
등의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산불발생을 막
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산불발생 시 효율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파악하여 산불의 확산방향과 확산속도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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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박영주 등, 2009).
산불확산영향인자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는 약 50여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
며 초기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델링방법을 통해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규명하였다. 이후 국내에서도 모델링연구를 통해 규명된 산불영향인자들을 적용
한 실험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실험적 연구에는 산불확산영향인자 중 연료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사에 관한 연구는 2008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강용석(2008)은 산불확산예측을 위한 경사분석 알고리즘 개발연구를 통하여
산불확산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써 경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
였다. 또한 홍석민(2011)이 뒷불 재발화로 전이되는 산불확산의 위험성을 수종, 함수율,
경사도 등의 산불영향인자를 통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연소 확산패턴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경사가 상향사면으로 확산되는 산불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왔다. 하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산불이 발생한다고 할
지라도 대부분의 산불은 하나의 사면에서 360°의 모든 방향으로 산불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향사면의 산불확산행동만을 적용하여 산불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경사
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향사면 뿐만아니라 하향사면의 산불행동도 비교분
석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경사와 바람이 산불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분야이면서
동시에 그 효과가 다른 인자들에 비해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
사도와 경사방향(상향, 하향)이 산불의 확산속도, 최대화염온도, 산불강도, 질량감
소율, 화염특성(화염높이, 화염길이, 화염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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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사

제 1 절 산불의 정의
산불은 임목 및 지피물이 불에 의하여 소실되는 것으로서 산림화재라고도
한다. 또한 산불의 3요소는 연료, 공기, 열로써 산림 내에서 낙엽(落葉) · 낙지(落
枝) · 고사목(故死木) · 임목(林木) · 지피물(地柀物) 등과 같은 열에너지원이 적
용됨과 동시에 공기와 적절하게 혼합되면서 연소되는 화재이며, 산림내의 가연물
질을 연소시키는 것을 뜻한다(이용섭. 2010).
산불발생의 주된 매개체는 임상에 퇴적된 낙엽과 초본류로, 대부분의 산불은
일반적으로 지표화의 형태로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산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
표화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지표화가 바람이나 경사가 심해질 때 수간화 또는
수관화로 번져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산불발생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산불발생 시 대부분의 산림 내 가연물들은
높은 에너지를 갖는 열원에 노출되어 착화된다. 착화 후 발생한 화염은 주위의
연료에 열을 전달하게 되고 연료의 표면온도가 점화온도보다 높아지면 급격한
열분해가 일어남으로써 연료가스가 발생하여 많은 열량을 방출하는 화염의 전파
로 화재가 성장하게 된다(박영주, 2009). 이처럼 연소특성은 연료의 종류 및 형태
에 따라 착화성, 발연성, 발열속도, 화염길이, 발열량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에 산불피해의 영향범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에 따른 지표화재의
연소특성 분석이 반드시 요구된다.
일단 불이 나면 상승기류로 인해 비화(飛火)되며 진행속도는 험준한 경사지
가 완만한 곳보다 8배 가량 빠르고, 강우량, 풍속, 온도, 상대습도 등과 같은 기
상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산림청의 10년간(2002~2011) 산불통계를
살펴보면 약 59%가 건조한 봄철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의 원인은 사람 등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낙뢰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산불발생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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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산불의 형태
산불의 생태학적 영향은 산불의 종류, 계절, 식생의 종류, 연료의 양과 상태,
바람 등의 기상조건, 경사도·방위 등의 지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이경준.
2007).
그림 2-1은 바람과 사면의 경사에 따른 산불의 확산유형을 보여주며 (a)는 경
사면에서 산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람이 하향경사면으로 부는 경우이고 (b)는
경사면에서 바람이 상향경사면으로 부는 경우를 나타낸 그림이다.
(a)와 같은 경우에는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불의 강도가 작고 진행속도가 느려지
는 경향을 보인다.
(c)와 (d)는 지표화가 발생하였을 때 경사에 따른 산불확산유형을 보여주는 그림으
로써 경사가 완만한 경우에는 산불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수관화로 번지지 않고
지표화의 형태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d)와 같이 경사가 급한 사면에서 지표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불
이 진행되면서 대류와 복사 현상에 의해 강도와 화세가 급격하게 커짐으로써 지표
화가 수관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과학기술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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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1 풍속과 경사에 따른 산불확산유형 (과학기술부, 2003)

1. 지표화 및 수간화
지표화는 임상에 있는 낙엽이나 마른 풀, 나뭇가지 등 쉽게 점화가 되고 빠
르게 확산되는 경연료(Light fuel)가 타는 산불을 의미한다. 지표화는 산불의 초
기형태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태이며, 불길의 강도가 낮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전되기 때문에 수목에 주는 피해가 적고 진화하기도 쉬운
편이다. 하지만 산불의 강도는 약하나 바람의 속도와 방향, 지형, 연료상태에 따
라 변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숲 바닥에 낙엽이나 가지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경우 지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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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수간화나 수관화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관리가 철저한 외국에
서는 숲 바닥에 가연물이 일정범위 이상으로 축적되면 인위적으로 불을 놓아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도 하며 이러한 행위를 처방화입(Prescribed burning)이라
고 한다.
지표화는 나이가 어린 숲에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수피가 두텁게 발달한 큰
나무들이 있는 숲에서는 비교적 큰 피해를 미치지 않기도 한다.
수간화는 대부분 지표화로부터 연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무줄기가 타는 산
불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고사목이나 고목의 줄기에 구멍이 생겨 불이 붙음으로
써 목질부가 타들어가는 산불의 형태를 말한다. 수간화는 고사목이나 고목이 많
은 숲에서 발생하기 쉬운 산불의 형태이기 때문에 80% 이상의 산림이 20~30년생
미만의 어린 숲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산림에서는 흔히 발생하지 않는다.

2. 수관화
수관화는 지표화에서 강한 불꽃이 발생할 때 시작되며 활엽수림보다 수지
(resin)가 많은 소나무나 해송과 같은 침엽수림에서 많이 발생한다. 수관화란 불
길이 수관으로 올라붙어 옆 나무의 수관으로 연속해서 전파되는 산불을 말하며,
일단 수관화가 발생하면 불길이 강하게 발생하는데 이때 화염으로 인한 온도가
1,100℃이상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목에 큰 피해를 주고 진
화하기도 힘든 편이다.
따라서 아무리 두꺼운 수피를 가진 나무라고 할지라도 수관화가 발생하면 형
성층의 관다발 조직이 쉽게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관화는 임상의 낙엽과 함께 수관층을 구성하는 교목을 완전히 연소시
키기 때문에 토양의 온도가 현저히 증가하며 산화지의 교목이나 관목이 모두 불
에 타고 토양의 온도도 지표화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
수관화는 지표화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1시간에 약 4km의 연소진행 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강풍이 동반될 경우에는 1시간에 15km 이상을 연
소시킬 수도 있어 산불의 종류 중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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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중화
지중화는 두꺼운 유기물 층을 가진 산림의 땅 속에서 산소공급이 부족한 상
태에서 유기물이 서서히 불꽃 없이 타는 산불을 말한다. 이탄(peat)층이 발달한
습한 지역의 산림이나 낙엽층이 두꺼운 냉온대림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지하에서
불꽃 없이 타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서서히 확산되는 경우도 있으며 진화하기가
어렵다. 지중화는 지하에 있는 뿌리층을 죽이기 때문에 산림에 큰 피해를 주며,
땅 속에 묻힌 종자까지 피해를 입어 갱신이 지연되기도 한다.
그림 2-2는 산불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2-2 산불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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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산불영향인자에 관한 연구
2015년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우리나
라의 산림면적은 약 6,335천 ha로 집계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산림면적 6,369
천 ha와 비교하였을 때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남한 국토면적의
63.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산림청, 2015).
우리나라 산림면적을 임상별로 살펴보면 침엽수가 약 234만 ha, 활엽수는
203만 ha로 활엽수림에 비해 침엽수림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산불의 형태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수관화의 경우에는 활엽수림보다 침
엽수림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는 침엽수의 잎에
가연성물질인 수지(resin)와 정유(essential oil)의 함량이 높고 일반적으로 잎의
수분함량이 활엽수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이 치산녹화사업을 시작하기 전 민둥산의 형태였을 때는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가연연료가 적어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비교적 쉽게 진화
되었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치산녹화사업 시행을 통
해 우리나라는 현재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낙엽층 등 지표
가연물이 퇴적되면서 산림 내 연료량이 급증함에 따라 산불위험성은 점차 증가
하였다(이시영, 2009).

그림 2-3 최근 10년 평균 대비 산불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의 변화
(산림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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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자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이며, 다양한 연구를 통
해 얻어온 자료들은 산불이 적어도 350만 년 동안 자연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구
성요소가 되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Kemp, 1981; Cope and Chaloner,
1985).

그림 2-4 산불영향인자의 통합체계 (Chuvieco et al. 2004)
산불확산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로는 임상과 경사, 사면의 장, 해발고 등의
지형상태와 풍향 , 풍속, 상대습도 등의 기상상태 그리고 임내 연료의 수종, 밀도
깊이, 함수율, 생연료와 마른 연료의 양 등으로, 이들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연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산불의 강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산불의 확
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현신규 등. 1997; Van Wanger C. E. 1968).
산불행동 영향요인에 관련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년이 넘게 이루어
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로 얻게 된 이론적인 배경과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은 현
재에도 새로운 방법론적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근거로써 활용되고 있다(김동현,
이명보. 2009).
산불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물리모델(Physical model), 준물리모델
(Semi-physical model), 경험모델(Empirical model) 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Weber(1991)은 물리모델을 산불확산을 조절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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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물리모델은 산불이 확산될 때 근본이 되는 물리
적·화학적 과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모델링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물리모델은 실제 경험데이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지만 동시에 잘 알려진 관계식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 더 정확한 산불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에 많은 초기 연구자들이 물리모델을 이용하여 산불연구를 진행해
왔다. 물리모델의 대표적인 연구자에는 Albini(1967), Fonz(1946), Grishin(1984),
Weber(1989)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물리모델은 불꽃의 높이, 다량의 가스 점
도 등 주요 입력변수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측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점과 실제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열 이동의 과정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링 방법들
이 제시되었다.
물리모델의 한계점 때문에 물리적인 해석과 경험적인 기술이나 데이터가 결
합된 새로운 모델들이 생성되었으며 이러한 모델들은 준물리모델 혹은 준경험모
델(Semi-empirical model) 이라는 용어로 정의되었다(Chandler et al., 1983;
Catchpole and de Mestre, 1986).
준물리모델은 요구되는 발화열이나 열역학을 열 흡수 메커니즘 없이 묘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준물리모델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Rothermel(1972), Burgan(1984)이 있다. Rothermel(1972)는 경사· 풍속과 같은 환
경적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연료의 함수율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2m 길이로 산불이 지표연료(초본, 가지, 낙엽 및 목재 부설물 등)를
통해 확산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하지만 Rothermel model은 동일한 연료구조 특성을 가진 연료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이 모델이 연료의 깊이 등 연료구조특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실험
적으로 배열된 혼합연료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실제 산
림과 같이 강한 풍속이나 높은 구조적 복합성을 가진 복잡한 연료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경험모델은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링 방법으로써 기존의 모델들과는 달
리 넓은 생태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는 모델링 방법이다. 하지만 완전한 통계적 방법을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조건이 한정적이라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즉, 경험모델은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환경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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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산불행동의 결정요인 및 화재 모델링에 관한 연구
(Barbour et al. 1987)

1. 연료
이렇듯 산불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델링방법을 통해 산불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규명하였고, 이렇게 규명된 산불영향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산불영향인자로서 산림 내 가연물인 지표연료에 관해 시행되어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산불에 관한 연구가 1950년대 이전부터 실시
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Fonz(1946)는 산림 내 낙엽, 낙지, 지피물 등의 가연물에 의한 산불확산행동
의 특성을 물리적 실험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화염으로부터 연료로 열이 전달
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Blackmarr(1972)는 낙엽의 함수율에 따른 산불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동남부에 서식하는 소나무의 일종인 slash pine (Pinus elliottii var. elliottii)의 낙
엽을 대상으로 발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발화 실험은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
의 slash pine litter를 36x36인치의 연료베드로 배열한 후, 25개의 성냥을 fuel
beds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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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발화원은 (1) miniature match, (2) standard kitchen match, (3) three
standard kitchen matches bound together의 3 가지 조건을 주었고, 연료의 함수율
조절은 건구온도 80⁰를 기준으로 한 chamber에 24시간 침수한 후 천천히 건조시
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1) miniature match 의 조건에서는 연료의 함수율이 16~25%일 때
발화가 일어났으며, (2) standard kitchen match 의 조건에서는 연료의 함수율이
18~30%일 때 발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3) three standard kitchen matches
bound together 조건에서는 발화가 일어난 연료의 함수율 범위가 24~40%로 나타
나면서 실험에 제시된 3가지의 발화원 조건 중에서 가장 넓은 발화범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Blackmarr(1972)는 비록 50%이상의 연료 함수율 조건에서는
발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연료의 함수율이 50% 이하인 조건에서는 발화원의 크
기와 연료의 함수율이 일정부분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Rothermel(1972)은 연료모델은 건조한 환경일 때 산불의 강도와 확산가능성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Burgan(1979)은 산불의 강도와 확산속도를 예
측하기 위하여 연료의 종류, 연료층의 깊이, 연료입자의 체적대 표면적 비율
(surface/volume rate)과 연료입자의 밀도, 경사, 함수율, 풍속 등에 대한 모든 자
료들의 유기적인 분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Chandler et al.(1983)은 실제적으로 산불의 확산행동은 지피물 층의 밀집
비율(packing rate)에 영향을 받을 것으며 초본류(grass)와 같이 느슨하게 밀집된 연
료는(loosely packed fuel) 밀하게 밀집된 지피물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
다.
Chuvieco et al.(2004)은 연료의 함수율이 산불의 발화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연료 함수율의 추정은 산불위험성평가에 매우 중요하다
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료의 함수율만으로는 종합적인 산불위험성
평가를 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요소 등의 발화요인과 바람, 경사
지형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행된 연구에서 발화와 산불확
산에서의 연료 함수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Alexander et al.(2004)는 International Crown Fire Modeling Experiment
(ICFME)에서 가문비나무와 방크스소나무 수종을 대상으로 연료를 특성화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Northwest 지역의 Fort주로부터 북동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방크스 소나무-가문비나무 임분의 토양과 지표면, 사다리층 형태의
연료 해석, 그리고 수관층 연료의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실제 연구에서 활용
된 다양한 샘플링 방법과 기술을 자세하게 제시하였으며 1997~2000년 6~7월 동
안 총 4번에 걸친 수관화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수직적 연료의 개요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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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 미세연료의 지상까지의 높이가 분배되고 시각화되었
다.
Dimitrakopoulos et al.(2010)은 지중해 초본연료(grass fuel)에 속하면서 그리스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1년생 식물로, 귀리의 일종인 Slender Oat (Avena barbata
Pott. ex Link)를 대상으로 하여 연료 내 수분 제거에 따른 발화가능성을 평가하였
다. 발화 실험은 산불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시기(fire seasons)동안에 대상지에
일정 크기를 정한 후 반복하여 같은 자리에 불에 달군 토치를 떨어뜨려 발화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식물 내 함수율과 기상학적 변수를 기반으로 발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Dimitrakopoulos et al.(2010)은 수행된 실험의 약 93.6%에서 발화가 발생하였고, 그
중 50%는 연료의 함수율이 38.5%의 조건이었을 때 발생하였으며 바람에 대한 조건
은 연료의 수분함유량이 30% 이상일 때만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연료를 산불영향인자로 설정하여 진행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1999년 김동현 등이
고성 산불지역에서의 화재조사를 통해 굴참나무와 소나무 수종의 열량 및 열 중량 손실
비율, 열 분해율, 발열특성 등을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써 수목의 내화력과 수목분포도에
따른 화재하중을 규명하였다.
채희문(2003)은 산림 내 미세연료(지피물)에 의한 산불의 초기 확산 형태를 알아보고
자 실험 실내에서 임지 내 산불의 확산속도를 예측함으로써 산불의 진행방향, 산불의
확산속도, 산불의 강도 등을 파악하여 산불확산모델 개발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였
다. 이 연구에서 채희문(2003)은 총 27종의 수종을 대상으로 연료의 수분함량에 따른 시
간별 건조 시간을 통해 각 수종들의 수분 확산율을 조사하여 수종별 건조시간에 따른
수분반응 등급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발생 시 수종들의 초기 확산 형태를 추정
하였고 산림 미세연료의 연소시간대와 발화시간대를 분석하여 초기산불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박영주(2009)는 산불발생 시 산불위험성을 고찰하고자 산림 내 연료에 대한 착화특성
과 화재전파특성, 피난특성 등을 분석하여 산불이 발생했을 때 연료의 일반적인 연소특
성을 고찰하여 수목분포에 따른 위험성을 예측하였다. 박영주(2009)는 이 연구에서 7가
지의 교목류 수종의 낙엽과 생엽에 대하여 착화원 없이 자연발화 할 때의 최저온도로
무염착화의 발화온도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낙엽은 생엽과 비교했을 때 함수율
이 낮기 때문에 발화시간이 빠르고 화염유지시간이 길어지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고, 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 발화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 발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형수(2010)는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동해안 지역 중 강릉시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림과 굴참나무림을 선정하여 두 숲의 산불에 대한 취약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산
불의 초기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원의 연소특성과 계절별 연료원의 동태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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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의 확산가능성을 비교하였다. 실험에서는 담뱃불로 인해 낙엽층이 발화되었을 때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낙엽의 수분함량이 증가할수록 착화와 발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지연되었으
며, 소나무와 굴참나무의 착화시간 비교 결과 소나무가 굴참나무보다 빠르게 착화가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연소온도는 수분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연료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낙엽의 연소시간은 수분함량과 연료량이 증가할수록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엽의 수분함량과 연료량에 따른 낙엽의 연소온도
와 시간을 측정했을 때, 초기 산불의 발화온도는 연료량보다는 연료의 수분함량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연소시간은 연료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박영주와 이해평(2010)은 지표연료를 낙엽에만 한정하지 않고 생엽, 가지 수피 등 수
종의 부위별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참나무 6가지의 수종을 대상으로 산불발생에 따른 탄
소배출량 분석으로부터 연소생성물의 취약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불발생 시 화재강도에 따른 산림연료의 연소특성을 고찰하고자 소나무 생엽을
대상으로 복사열 증가에 따른 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착화특성, 발열특성, 발연특
성, 연소생성물 특성, 중량감소 특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화염의 크기에 따른 산림 내 연
료의 열적특성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복사열(25, 50, 70 KW/m2)을 변수로 하여 연소특성 실험을 수행하였으
며 연구 결과 산불 발생 시 주위 복사열이 높을수록 무염착화, 즉 발화원이 없이 점화
가 발생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착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로
는 열의 축적, 열전도율, 발열량, 습도(수분), 표면적 등이 선정되었고, 복사열이 낮을수록
많은 양의 연기가 방출되며 복사열이 증가할수록 연료의 열분해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박진모(2011)는 주요 침엽수종(소나무, 리기다)과 활엽수종(굴참, 신갈)을 대상으로 수
분함량, 원소분석, 열량분석과 TGA를 사용하여 연소 및 열분해 특성연구를 수행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의 발화온도는 각각 215℃와 210℃로 나타났으며
굴참나무와 신갈나무는 각각 230℃와 250℃에서 발화가 시작됨으로써 활엽수가 침엽수
에 비해 발화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침엽수림이 활엽수림보다 발화
점이 낮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발생한 산불이라도 더 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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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화원(Firebrands)
산불확산요인을 발화원(Firebrands)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Taylor(2004)은 실험을 통해 수관화의 확산과 불꽃의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Ganteaume et al.(2009)은 비화에 관한 연구로서, 실험을 통해 발화원에 의해 발화되어
연소된 여러 연료베드의 용량과 화염지속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연료베드를 발화시키
는 서로 다른 유형의 발화원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Ganteaume et al.(2009)은 이 실험을 통해 연료베드의 여러 유형 중, 초본으로 이루어
진 연료베드가 낙엽층으로 이루어진 연료베드보다 발화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고, 또
한 이러한 낙엽층 중에서는 소나무과에 속한 수종들의 낙엽이 가장 발화가능성이 높다
고 했다. 그리고 연료베드의 부피밀도와 연료의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화지속시간
도 함께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료베드의 발화가능성과 발화원의 무게와
유형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김동현과 이명보(2010)가 발화원에 따른 낙엽의 착화가능성에 대해 연구
하였다. 김동현과 이명보(2010)는 소나무와 굴참나무 낙엽을 대상으로 담뱃불을 발화원
으로 설정하고, 담뱃불에 의한 훈소 연소가 화염연소로 전이될 수 있는 조건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열전달 과정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온도변화를 분석
하여 담뱃불에 의한 낙엽 착화가능성에 대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경사는 0° · 20°의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풍속은 0 · 0.5 · 1.0 · 1.5 · 2.0 · 2.5 m/s의 6 가지 조건을
적용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표면에 감지되는 열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실험
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굴참나무에 비해 소나무의 착화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담배의 크기
에 관계없이 착화가 가능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담배 자체가 직접 화염을 일으키지
는 않지만, 이것이 낙엽층에 놓일 경우에는 연소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화염을 발생시
킬 수 있는 중간단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구인혁(2011)은 기존 연구의 분석과 실험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향후 불티의 비산
성상을 고려한 우리나라 도시구조 및 실정에 적합한 도시화재 위험성 평가기법의 기초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인혁(2011)은 목재 크리브를 이용하여 불티를 발생시켜 각 풍
속에서의 불티의 발생량과 연소에 의한 크리브의 질량감소를 파악하였고, 또한 풍속에
의한 불티의 비산거리에 관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불티의 발생으로부터 비산, 낙하, 발
화에 이르는 모델을 구축하여 새로운 연소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풍속과 발화원(목재크리브) 크기의 증가에 따라 불티의 발생량과 발생
속도가 증가함으로써 풍속과 발화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산불확산위험의 가능성은 커
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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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 및 풍속
김동현과 이명보(2009)는 산불 발생 시 풍속이 빨라질수록, 경사가 급할수록 화염
확산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화염의 변화로 인해 지표면의 미연소 연료에 열을 전달
할 때, 화염과 지표면의 사이 각이 줄어들어 형상계수(view factor)가 물리적으로 변
화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Chandler et al.(1983)에 의하면 풍속은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들 중의
하나라고 하였으며, 또한 풍속으로 인해 연료 내 수분이 건조되고 공기의 계속적인
공급에 의해 연소가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풍향과 풍속의 차이는 산불의 행
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Nelson et al.(1988)은 바람으로 인해 유도된 산불의 확산속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내 실험을 통하여 임지 내 연료들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
의 확산속도와 풍속의 관계는 연료소비와 대기온도, 불꽃의 잔존시간 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으로 진행되는 산불의 확산속도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산불행동
예측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발전되어 왔다. 미국의 Rothermel(1972)과 호주의
Cheney(1981), 러시아의 Sheshukov(1970) 캐나다의 Van Wagner(1977)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산불확산에 있어서 상향경사에 대한 명백한 영향이 이미 증명되었다.
Rothermel(1964)은 하향사면으로의 산불확산속도는 경사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비율
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하
향사면으로의 산불확산의 한계점은 20°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McArthur(1962)가
이러한 영향의 정량적 크기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Rothermel(1972)는 반복된 상향경사에서의 실내 발화실험을 통해 Rothermel Models에
서의 경사의 영향을 연구한 바 있으며 Ward(1977)는 경사조건을 포함한 독립적 변수들
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지점발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Nelson(1980)은 풍속을 적용한
조건에서의 화염길이와 화염각에 대해 관계식과 모델에 대해 재해석함으로써
Byram Number를 이용한 풍속에 대한 화염각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Van Wagner(1988)은 산불의 확산속도에 대한 경사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내
실험을 수행하여 소나무 침엽수의 litter층은 경사가 22⁰ 올라가면 하향으로의 불의 확산
속도는 65% 감소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Dupuy(1995)는 서로 다른 연료의 조건에서 산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사
의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실험조건을 상향사면과 하향사면으로 나누어 각각
0°부터 30°까지 경사조건을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Dupuy(1995)는 경사와 연료길이가 증가할수록 특정지점에서 영향의
한계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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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uy et al.(2003)은 제작한 실험 장치로 지름이 (1) 20cm, (2) 28cm, (3) 40cm
의 조건을 준 각각의 원형 철망바스켓에 버너를 이용하여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k-type thermocouples를 이용하여 pinus pinaster and excelsior의 두 가지의 수
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실험실 조건에서의 하나의 고립된 관목의 화
재가 만드는 주변부의 연기기둥과 불꽃을 측정하였다.
같은 해에 Taylor et al.(2004)은 화염의 특징, 풍속과 관련된 산불확산율의 시공
간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여 풍속과 산불확산과의 관계를 더 자세
하게 이해함으로써 경험적, 물리적인 기반 산불확산모델의 더 나은 발전과 적용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사례를 보면 이시영(2000)은 2000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하여 동
해안 전역으로 번져 대형화된 동해안산불을 분석한 결과 동해안 지역의 산림은 해
발 1,352m의 두타산을 비롯한 급경사 험준지가 대부분이고 영동 및 영서지방에서
발생하는 푄현상에 의한 이상고온과 편서풍에 의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수
간화 및 수관화로 대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병두 등(2005)은 2005년 발생한 양양산불을 대상으로 산불확산행동을 분석한
결과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해 산불이 발화지점부터 시작하여 동해안까지 빠른
속도로 거의 직선에 가까운 좁고 긴 타원형으로 확산되어 대형화 되었다고 밝혔다.
김지은(2010)은 영동지역의 산불대형화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날의 기상을 영동
지역과 영서지역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영서지역에 비해 영동지역이 평균풍속과
최대순간풍속이 크게 나타났고 기온은 높고 습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강풍과
고온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는 이유는 영동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의한 바람으로, 국지
강풍(Local Strong Wind, Downslope Wind)이라고도 불리는 현상이 원인이라고 밝
혔다. 태백산맥의 급사면인 동쪽에 위치한 영동지방의 기상은 산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영동지역으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져 풍속이
강해지고 습도는 낮아지는 등 지형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경사에 따른 산불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홍석민(2011)이 뒷불 재발화
로 전이되는 산불확산의 위험성을 수종, 함수율, 경사도 등의 산불영향인자를 통하여 각
각의 특성에 따른 연소 확산패턴을 분석하고 얻어진 데이터를 산불위험성 분석에 필요
한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화강암을 이용하여 (100 x 60 x 30cm)의 연소공간을 제작하고
Thermocouple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토양층 5cm, 부엽층 10cm, 낙엽층 10cm를 깔고
낙엽층 상부의 한 지점에 인위적으로 발화시켜 각각의 층에서의 연소전이시간과 연소지
속시간, 수평·수직 온도에서의 산불확산속도 등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산불확산속도의 측정방법은 일정온도를 기준으로 각 지점에 그 온도가 도달하는 시간
을 측정함으로써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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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풍속과 지형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되지만 함수율이 40% 이상일 경우 층간의 온도전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경사가 증가할수록 총 수평·수직온도의 전파속도는 급격히 증가하며
연소시간은 줄어든다고 하였다.
김장환(2011)은 지표화를 중심으로 위·아래 방향으로의 수관화전이변수, 뒷불로의 전
이변수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소나무와 굴참나무 낙엽을 대상으로 지표
화 연료의 열량분석, 지표화 연소특성 실험, 경사와 풍속의 자연적 변수를 적용한 지표
화 확산실험, 수관화 전이 연소특성 실험, 뒷불 재발화 연소특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김장환(2011)은 연료의 열분해 온도는 10%의 열 중량 손실에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굴참나무 낙엽보다는 소나무 낙엽에서 보다 빠른 열분해가 발생한다고 제
시하였다.
또한 소나무 낙엽의 연소열은 5,231cal/g, 굴참나무 낙엽의 연소열은 4,850cal/g 으로
단위중량당 연소열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환경조건에서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나무 군락지역이 굴참나무 군락지역에 비해 산불로 인한 위험성 및 피해
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화염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기체유속 및
온도가 증가하는 비례관계를 보이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기체 유속 및 온도는 화염높
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김장환(2011)은 경사와 풍속 조건을 적용한 지표화 확산실험을 통해서 같은 조건이라
면 경사도 및 풍속이 증가할 때 산불의 확산속도는 소나무 낙엽이 굴참나무 낙엽에 비
해 약 1.5~2배 정도 빠르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수관화 전이 연소특성 실험을 통해 지표
화의 복사열로 인해서 수관층에 점화가 시작되는 온도는 약 250℃로 측정되었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김성용 등(2016)은 환경변수 노출을 최소화한 물리적인 모형실험을 통해 산불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중에서 지형조건에 해당하는 경사와 기상조건에 해당하는
풍속이 산불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김성용(2016)은 실내 연소실
험은 공기의 유동과 연료량, 연료습도 등의 변이를 최소화 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으며,
실험대상인 연료는 침엽수림을 가정하여 소나무의 낙엽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소실험
시 연소판의 최초 40cm 구간은 불씨를 지핀 후 화염을 최대한 균일하게 조절하기 위한
구간으로 지정하였다. 풍속은 0 · 2 · 4 · 6 m/s의 4가지와 경사조건은 0° · 10° · 20° ·
30° 의 4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김성용 등(2010)은 연구결과로서 경사가 급해질수록 화염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높아
진다고 하였으며 강한 풍속조건이 부여될수록 화염의 온도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풍속이 강하고 경사가 급해질수록 화염의 온도가 상승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실험에서 시간대별 확산속도는 대체적으로 균일하였으며 풍속이 강할수록
상향경사별 확산속도 차이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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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제 1 절 시료
잣나무는 소나무, 낙엽송과 함께 우리나라 국토녹화사업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주요 조림수종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침엽수 조림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2012b). 실제로 주요 조림수종 중에서도 소나무 수
종의 조림면적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소나무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지만,
이미 기존의 침엽수림에 대한 관한 연구에서는 소나무가 주요 연구의 대상수종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잣나무 낙엽을 대상으로 선
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낙엽시료는 경기 광주시 도척면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
술림 내 잣나무림 조림지에서 2018년 8월에 채집되었다.

그림 3-1 경기도 광주시 태화산 학술림 내 잣나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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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된 낙엽시료는 태화산 학술림 내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한 달 이상 자연
건조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때, 실험에 사용된 잣나무 낙엽시료의 함수

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사용하여 약 70℃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그림
3-2).
그리고 건조 전과 후에 각각 중량을 측정한 후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잣나무
낙엽연료의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다음의 식은 Anderson(1978)이 제시한 수분함량 분석방법에 의거한 계산식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 Moisture content [%],   : Weight of sample before dry-oven
 : Weight of sample after dry-oven

그림 3-2 연료의 함수율 측정을 위한 건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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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양을 실험환경과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768g/㎡로 설정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임상물의 낙엽낙지량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Putuhena & Cordery(2000) 연구의 유칼립투스 숲의 낙엽층 평균 밀도는 898g/㎡
이고 김성용(2015)은 우리나라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Ⅳ영급(31~40년생) 임
분을 기준으로 침엽수림 평균 지표층 연료량을 1.238kg/㎡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적용된 1회 실험 당 시료의 양인 768g/㎡는 평균값의 범위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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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장비

1. 경사조절 풍동설비
본 연구에서는 지표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경사에 따른 연소특성의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산불실험연
구동에 있는 경사조절 풍동설비를 이용하였다(그림 3-3).
이 장비는 인공경사면을 최대 27°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실험
장비의 바닥에 위치한 연소판의 크기는 길이 2.2m, 폭 0.8m 이다. 실험 장비 내
연소공간의 크기는 가로 1m, 세로 1m이다.

그림 3-3 지표화 연소실험에 사용된 경사조절풍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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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rmocouple
산불의 확산속도와 수평·수직 방향으로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약 1300℃ 까
지 측정이 가능한 K-type Thermocouple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3-4와 같이 배치
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본 실험의 전체 경사조건에서 화염의 평균높이가 60cm를 넘지
않았으며 분포하는 온도범위도 약 80cm 이상의 높이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수직방향으로는 0.8m의 높이로 약 8개의 구간을 설정하였
고,

수평방향으로는

약

1.1m

길이에

4개의

구간을

설정하여

총

32개의

Thermocouple을 배치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Thermocouple을 고정하기 위해 타공판을 사용하였으며 화염높이를 영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에 적용된 경사조건별로 10cm 높이마다 테이프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그림 3-4 Thermocouple 배치도와 설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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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Q(데이터 수집장치)
지표화

연소실험

시

데이터

수집

장치는

그림

3-5와

같이

keysight사

DAQ(34970A)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약 32개의 Thermocouple을 연결하여 지표화
가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데이터 수집은 2번 스캔한 값을 평
균하여 2초 간격으로 엑셀에 저장하였다.
이 외에도 모든 실험에 대해 영상분석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
촬영을 수행하였다.

그림 3-5 데이터 수집장치 (Keysight사 349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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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1. 실험방법
경사조건이 잣나무 낙엽의 연소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산불실험연구동에 있는 경사조절 풍동설비
를 사용하여 연소확산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조건 당 반복수는 3회로 설정하였고 실험을 진행할 때 모든 조건이 최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연소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설정하였
다.
1. 지표화 연소실험에 사용된 잣나무 낙엽시료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의 잣나무림 조림지에서 2018년 8월에 수집되었다.
2. 시료는 채집한 후 약 한 달 이상의 자연건조 과정을 거쳐 실험에 사용되었으
며 실험에 사용된 낙엽시료의 함수율은 시료를 약 80g씩 지퍼백에 담아 70℃
건조기에 24시간 건조시킨 후 건중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함수율 측정결
과 실험에 사용된 전체 낙엽시료의 함수율은 약 12.6% 구간대의 분포를 보였
다.
3. 시료의 중량은 768g/㎡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연료를 최대한 동
일하게 배열하기 위해 연료층의 두께를 우리나라 침염수림의 평균 연료층 두
께인 4.8±0.3cm 내외로 조절하여 실험변이를 최소화하였다.
우리나라 산림지역에 분포된 전체적인 경사도를 살펴보면 전체 산림면적의 약
70% 정도가 30° 미만의 경사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산림청, 2004). 또한
안상현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경사일지라도 산불이 발생되어 진행되
는 방향에 따라 상향과 하향이 결정되며 산불확산속도는 상향과 하향에 따라 차
이가 크다고 하였다.
실험의 초기단계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산림경사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30°를 경사조건의 한계점으로 설정하고 경사에 따라 변화하는 신불행동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5° 간격으로 경사조건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예비실험 결과 일반적으로 경사 10° 이하의 지형들은 농경지, 구릉 등이
속하는 환경이며 실제로는 지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실험에서는 10° 이하의 경사는 연구
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실험장비의 한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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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7° 이상은 실험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25°를 경사조건의 한계점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0° · 10° · 15° · 20° · 25°의 5가지 경사조건을 설정하
였고 상향사면, 하향사면의 2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3-6).

그림 3-6 경사에 따른 지표화 연소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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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직-수평방향으로의 온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약

1300℃까지

측정이

가능한

K-Type

Thermocouple을

사용하였다.

Thermocouple을 설치하기 위해 경사조절 풍동설비의 안쪽 벽면에 Thermocouple
을 고정시킬 타공판을 수직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낙엽시료의

시작점부터

수평방향으로

약

33cm

지점에

첫

번째

Thermocouple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실험장비의 한계로 인해 첫 번째 수평구간
의 길이는 38cm, 두 번째 구간의 길이는 38cm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의 길이를
34cm로 설정함으로써 센서위치를 기준으로 총 1.1m 연료베드 수평 길이에 4개의
지점을 설정하여 열전대를 배치하였다. 또한 수평방향 길이에 설정된 이 4개의
위치에서 수직방향으로 1.4m 높이까지 8개의 높이구간을 설정함으로써 총 32개
의 Thermocouple을 배치하였다.
Thermocouple 이용한 온도측정을 위해서 Keysight사의 34970A 데이터 수집장
치(DAQ)를 활용하였다. 보다 정확한 온도의 측정을 위해 같은 위치에서 2번 스
캔한 값을 평균하여 약 2초 간격으로 측정된 온도데이터를 엑셀 형태로 저장하였
다.
지표화 연소실험에서는 최대화염높이, 화염길이, 화염각 등의 연소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영상촬영을 수행하였다. 열전대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된 타공판에
는 화염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경사조건마다 10cm 간격의 높이에 색 테이
프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연료베드의 길이와 폭은 예비실험에 따라 본 연구의 경사한계점으로 설정한
25°를 적용하였을 때 수직방향으로 1.4m 높이에 Thermocouple을 설치할 수 있는
최대 길이인 1.6m로 설정하였고 폭은 0.5m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료밀도를 일정
하게 배열하기 위해서 조립식 앵글을 사용하여 연소구간(1.6m x 0.5m) 크기로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 낙엽시료를 깔았다.
이때 낙엽층의 높이를 5cm로 설정하여 매 실험마다 최대한 동일한 밀도로 연
료가 배열될 수 있게 하였다.
발화원으로는 부탄가스를 장착한 토치를 사용하여 연료베드에 직접 점화하였으
며 이때 점화된 부분부터 약 32cm의 화염안정구간을 설정함으로써 화염이 최대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조건에 대해서 반복수는 3회로 설
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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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연료베드와 Thermocouple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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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표화 연소실험을 통하여 산불발생 시 경사조건이 산불확산과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사조건에 따른 연소 확산속도, 산불
확산시간에 대한 관계식 도출, 연소시간, 중량감소율, 최대화염온도, 화염높이, 화
염길이, 화염폭, 수직-수평 구간별 온도분포, 산불강도의 항목을 분석하였다.
2.1. 연소 확산속도
화두의 연소행태에 따라 확산형태나 피해정도가 결정되며(이병두. 2000), 산불
의 행동(fire behavior)은 불의 확산속도, 불꽃의 깊이, 연료의 소비량, 화두(head
fire)의 강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Stocks, 1987).
산불화두의 최대 확산속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되었
다. Dupuy(1995)는 연구에서 피복거리와 경과시간 사이에 유의한 선형관계가 성
립될 수 있는 교차시간을 측정함으로써 확산속도를 추정하였고, Stocks et
al.(2004)는 화두를 기준으로 확산거리를 경과시간으로 나누어 산불확산속도를 계
산하였다.
국내에서는 홍석민(2011)이 온도그래프 특성을 고려한 일정 온도를 기준으로
잡아 한 지점의 Thermocouple이 기준온도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으로부터 같은
온도가 다른 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두 지점사이의 거리
를 고려해 연소속도를 계산하였다. 안상현(2008)은 단위시간(10초)별로 디지털카
메라로 사진을 찍은 다음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확산거리를 추출함으로써 산불확산
속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분석을 통해 화두가 수평방향으로 설치된 Thermocouple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측정된 온도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상분석과
온도데이터를 함께 고려하여 일정온도를 기준으로 잡은 후 기준온도가 수평방향
으로 설치된 총 4개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을 측정하여 두 지점사이의 거
리로 나누어 계산함으로써 평균 연소 확산속도와 각 구간별 연소 확산속도를 계
산하였다.
2.2. 중량감소특성
연소 후 생기는 잔류물은 고온조건에서 열분해 된 다음 남게 되는 무기화합물
로 회분이라 불리며(김현중 등. 2004) 이러한 총 중량감소량의 차이는 토양의 미
치는 영향 등 산불피해 후 야기되는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중량감소는 유염연소와 무염연소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유염연소(Naked
Ignition)는 불꽃을 발생시키며 연료가 타는 현상을 의미하며, 무염연소(Sm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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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ition)는 숯의 연소처럼 불꽃이 없이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속을 향해 깊숙이
타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며 훈소라고도 한다.
김장환(2009)는 열중량분석기(TGA : Thermogravimetric Analyzer)를 이용하
여 온도변화에 따른 시료의 열중량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산불연구에서는 로드셀(Road cell)이라는 중량감지센서를 이용
하여 연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중량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중량감소특성을
분석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장비의 한계로 인해 단위시간 당 중량변화를 측정하
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의 무게를 측정
하였고 측정된 재의 무게를 총 연소시간과 구간별 연소시간으로 나누어 단위시간
당 평균 중량감소율과 구간별 평균 중량감소율을 계산하였다. 이때, 연소종료시간
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방법에 따라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화염이 완전히 사라
진 시점을 연소종료시점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최대화염온도
지표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화염의 최대온도 및 주변부의 온도변화를 측정
하기 위해 1300℃까지 측정이 가능한 Thermocouple을 이용하였다.
예비실험결과 전체 경사조건에서 분포하는 화염의 높이는 60cm를 초과하지 않
았기 때문에 화염의 최대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직으로 0.8m 높이까지 10cm 간
격으로 Thermocouple을 설치하여 경사조건에 따른 최대화염온도의 변화를 측정
하였다.
2.4. 화염높이와 화염길이, 화염각
산불에 있어 화염높이(Flame Height)의 산정은 복사열전달에 의한 수평 또는
수직적 화염확산을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화염의 길이(Flame
Length)는 지표화에서 수관부로 연소, 확산되는 과정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Van Wagner. 1973).
일반적으로 무풍-평지조건에서의 화염높이와 화염길이는 같지만 경사와 바람
에 의해 화염높이는 화염의 길이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이때 바람 또는 경
사에 의해 화염이 지표 연소물질과 보다 가까워짐으로써 복사열 전달율이 높아지
게 되어 보다 빠른 확산이 이루어진다.
화염확산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변화된 화염으로 인해 지표면의 미연소 연료에
열을 전달할 때 화염과 지표면의 사이 각이 줄어들어 형상계수값이 커짐으로 인
해 열전달이 증가되어 지표면 온도가 빨리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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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이명보. 2009).
따라서 화염의 높이와 화염길이의 산정 및 화염각에 대한 연구는 산불확산 예
측 등 산불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김동현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영상분석을 통하여 화염높이, 화염길이 및 화염각을 측정하였다.
영상분석을 위해 실험과정에서 Thermocouple를 설치한 타공판에 10cm 간격으
로 각 경사마다 높이 표시를 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영상분석에서는 이 간격
을 기준으로 화염길이와 높이를 측정하였다.
2.5. 산불강도
본 실험에서는 연료무게와 연소확산속도 등을 이용하여 산불의 강도를 측정하
였으며, 산불의 강도는 Byram(1959)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I = 산불의 강도 (Kw/m),
H= 소비된 연료의 열량 (KJ/Kg) : 일반적으로 H의 수치는 Crown fire 에서는
1,700, Surface fire에서는 1,800을 사용(Stocks, 1987),
W = 면적당 소비된 연료의 무게 (Kg/㎡)
R = 산불의 확산속도 (m/s)
위의 공식을 사용하여 경사조건과 경사방향(상향, 하향)에 따른 산불강도의 변
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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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제 1 절 실험결과
1. 최대화염온도
그림 4-1은 지표화 연소실험에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과
하향사면에서의 잣나무 낙엽의 최대 화염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경사도 0°에서는 최대 화염온도가 약 592.5℃로 측정되었으
며 경사도 10°에서는 최대 화염높이가 상향사면에서는 650.2℃, 하향사면에서는
619.5℃로 측정되었다. 경사도 15°에서는 최대 화염온도가 상향사면에서는 520℃,
하향사면에서는 654℃로 측정되었고, 경사도 20°에서는 상향사면 650℃, 하향사면
598.3℃로 측정되었으며 경사 25°에서는 상향사면 635.2℃, 하향사면 632.4℃로 측
정되었다.
김성용 등(2016)의 소나무 낙엽을 대상으로 경사에 따른 산불의 화염온도를 분
석한 연구에서는 경사가 급해질수록 화염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제시
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모든 경사조건이 최대화염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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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과 하향사면 최대화염온도

표 4-1 경사에 따른 최대 화염온도

경사

0°
10°
15°
20°
25°

최대

최대

최대

화염온도1

화염온도2

화염온도3

(℃)

(℃)

(℃)

-

578.1

600.7

598.8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687.2
642.7
597.6
682.7
684.8
598.7
616.6
621.3

705.3
555.4
309.1
643.2
588.8
519.5
640.0
649.2

558.1
660.3
653.8
636.0
676.5
676.9
654.2
626.9

사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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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소 확산속도
2.1. 상향사면
그림 4-2는 상향사면에서 지표화 연소실험을 수행했을 때의 경사에 따른 연소
확산속도 그래프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경사도 0°에서는 약 0.27cm/s 이며 경
사도

10°에서는

0.26cm/s,

경사도

15°에서는

0.25cm/s,

경사도

20°에서는

0.29cm/s, 경사도 25°에서는 0.41cm/s를 보이고 있다. 상향경사에서 경사에 따른
연소확산속도는 경사도 0°도에서 15°까지는 천천히 감소하다가 경사도 20°부터
점차 증가하여 경사도 25°에서는 평지와 비교하였을 때 약 1.51배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handler(1983)의 연구에 따르면 산불발생 시 경사 15~35%까지 10%씩 경사도
가 증가할 때 확산속도는 약 2배가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경
사도 15°와 25°를 비교한 결과 25°가 15°에 비해 확산속도가 약 1.71배 증가하면
서 Chandler(198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확산속도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상당히 느린 확산속도를 보였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복수 때문에 실험 도중 발생한 작은 오차가 실험결
과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에 대해 반복수를 늘려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현상을 해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an Wagner(1988)는 경사에 따른 하향사면에서의 연소실험을 통하여 확산속
도를 2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사면 뿐만 아니라 상향사면에 대해서도 실험했기 때문에 상
향사면과 하향사면의 확산속도에 대해 2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관계식을 도출하
였다. 상향사면에서는 y=0.001  -0.0163+0.2722의 관계식을 도출하였으며 이 관
계식은   =0.875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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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 연소 확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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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향사면
그림 4-3은 하향사면에서 지표화 연소실험을 수행했을 때의 경사에 따른 연소
확산속도 그래프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경사도 0°에서는 약 0.27cm/s 이며 경
사도

10°에서는

0.23cm/s,

경사도

15°에서는

0.22cm/s,

경사도

20°에서는

0.22cm/s, 경사도 25°에서는 0.24cm/s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향사면과 비교하였
을 때 경사도 10°에서는 확산속도가 약

1.13배 느려지며, 경사도 15°에서는 약

1.09배, 경사도 20°에서는 약 1.31배, 경사도 25°에서는 약 1.71배의 속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지와 비교하였을 때는 경사도가 약 20°까지 증가할 때 확산속도도 약 1.17배,
1.23배로 점점 느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Van Wagner(1988)는 소나무 낙엽을 대상으로 경사에 따른 하향사면에서의 확
산속도를 측정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Van Wagner(1968)이 제시한 방정식을 이
용하여 계산한 결과 하향사면에서의 산불확산이 감소하는 한계경사는 약 22°이며
그 이후로는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산불확산속도는 점차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경사도 22° 이하의 연료배열과 그 이상의 경사에서의 연
료배열은 중력 등에 의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사도 22°라는 경사
한계점을 초과하면 경사가 증가하더라도 산불확산속도는 감소하는 것이라고 제시
하였다.
또한 Dupuy(1995)는 경사와 연료베드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특정한 경
사한계점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사도 20°까지 산불의 확산속도가 점차 감소하다가 25°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Van Wagner(198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Van Wagner(1988)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하향사면에서 경사에 따른 확산
속도에 대한 관계식을 도출한 결과 y=0.0002  -0.0062+0.2643 으로 확인하였고,
이 관계식은   =0.631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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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경사에 따른 하향사면 연소 확산속도
그림 4-4는 경사에 따라 변화하는 상향사면과 하향사면의 연소확산속도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Van Wagner(1988)의 방정식을 사용하여 y=5E-05  -0.0021+0.2401의 관계식
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0.750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과 하향사면 연소 확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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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경사에 따른 연소 확산속도

경사

0°
10°
15°
20°
25°

연소

연소

연소

확산속도1

확산속도2

확산속도3

(cm/s)

(cm/s)

(cm/s)

-

0.26

0.25

0.29

상향

0.26

0.3

0.22

하향

0.24

0.22

0.22

상향

0.2

0.25

0.2

하향

0.22

0.21

0.22

상향

0.31

0.32

0.23

하향

0.21

0.2

0.24

상향

0.48

0.32

0.43

하향

0.26

0.24

0.21

사면 향

- 38 -

3. 산불강도와 연소확산속도
그림 4-5는 경사에 따른 산불의 확산속도와 산불의 강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본 실험에서는 모든 경사조건에서 확산속도가 느리면 산불의 강도 또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채희문(2003)은 모형실험에 의한 산불의 확산속도와 강
도분석의 연구결과에서 일반적으로 확산속도가 느리면 산불의 강도 또한 약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채희문(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에

대해

Stocks(1986)의 연구에서는 산불의 확산속도와 산불강도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
며 확산속도는 산불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제시하였다.

그림 4-5 산불강도와 연소 확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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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경사에 따른 산불강도와 연소 확산속도
평균 산불강도

평균 확산속도

(kW/m)

(cm/s)

-

3.1

0.27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2.4
2.3
2.6
3.5
2.6
4.1
3.0

0.26
0.23
0.24
0.22
0.29
0.21
0.41
0.24

경사

사면 향

0°
10°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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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량감소특성
그림 4-6은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과 하향사면의 중량감소율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박영주(2009)는 산림연료의 연소특성을 이용한 산불위험성 연구에서 시간변화
에 따른 산림연료의 총 중량변화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박영주(2009)는 연소 후의 잔류물은 고온조건에서 열분해된 다
음 남게 되는 무기화합물로 회분이라고 하며, 이 회분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망
간, 규소와 같은 원소를 함유하는 불연성 화합물로 연소 후 잔류량이 많을수록
산불발생 시 토양의 변화로부터 식생의 변화 등의 2차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고 언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상향사면의 경사도 10°에서는 남은 잔류물의 양을 측정하지 못
했으므로 경사도 10°를 제외한 나머지 경사조건에서의 중량감소특성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상향사면에서의 중량감소율은 평지에서의 중량감소율이 가
장 높았으며 경사가 증가할수록 중량감소율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하향사면에서의 중량감소율은 경사도 10°에서 감소했다가 경사가 증가할수
록 중량감소율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6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과 하향사면 중량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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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량감소율과 확산속도
5.1. 상향사면
그림 4-7은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에서의 중량감소율과 확산속도의 관계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상향사면에서 확산속도가 증가할수록 시료
의 중량감소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박영주(2009)는 화염유지시간이 길어
질수록 그만큼 연소가 빠르게 진행되어 시료의 중량감소율이 커진다고 언급하였
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연소 확산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료의 중량감소율이 낮게 나
타났는데 연소 확산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료에 머무르는 화염유
지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박영주(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4-7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 중량감소율과 연소확산속도

- 42 -

5.2. 하향사면
그림 4-8은 하향사면에서의 중량감소율과 연소 확산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하향사면에서 연소 확산속도는 경사도 20°까지는 경사가 증
가할수록 확산속도가 서서히 감소하였고 경사도 25°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때 시료의 중량감소율은 상향사면과는 다르게 확산속도가 감소할 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가 확산속도가 다시 증가할 때 시료의 중량감소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8 경사에 따른 하향사면 중량감소율과 연소 확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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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염높이
그림 4-9는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과 하향사면의 최대화염높이를 비교하여 나
타낸 그래프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상향사면과 하향사면 모두 경사가 증가할수록 최대화염높이
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동현 등(2009)은 낙엽층의 화염높이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경사가 급할수록
화염과 지표면과의 사이각이 줄어들어들기 때문에 화염높이는 낮아진다고 제시하
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경사에 따른 최대화염높이의 변화가 김동현 등(2009)의 연
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화염의 높이만으로는 정확한 산불행동특성을 파악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없으며, 화염길이, 지표면과 이루는 화염각을 함께 분석해야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9 경사에 따른 최대화염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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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염길이
그림 4-10은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과 하향사면의 화염길이 변화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상향사면에서는 경사도 15°부터 화염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하향사면에서는 경사도 10°부터 꾸준히 화염길이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김동현과 이명보(2009), 이병두 등(2016) 등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산불강도가
강할수록 화염높이 및 화염각은 줄어들고 화염길이가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상향사면과 하향사면 모두 일정한 경사도를 기점으로 화염
길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0 경사에 따른 최대화염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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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염각
그림 4-11은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과 하향사면의 화염각 변화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상향사면과 하향사면 모두 경사가 증가할수록 지표면과 화염
이 이루는 화염각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김동현과 이명보(2009)는 산불발생 시 경사가 급할수록 변화된 화염으로 인해
지표면의 미연소 연료에 열을 전달할 때 화염과 지표면의 사이 각이 줄어들어 형
상계수값이 커진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열전달이 증가되어 지표면 온도가 빨리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산불의 확산속도가 빨라지는 등 산불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상향사면과 하향사면 모두 경사가 급해질수록 화염각이 줄
어들었으며 상향사면에 비해 하향사면에서 화염각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11 경사에 따른 화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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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사에 따른 온도분포
9.1. 상향사면
그림 4-12는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에서 분포하는 온도범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지표화 연소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심부의 화염온도가 가장 높
게 측정된 구간에서의 온도분포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향사면에서 시료가 착화된 후 전체 온도분포가 가장 높은 온
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경사도 0°에서는 약 373초로 측정되었으며, 경사도 15°에
서는 약 356초, 경사도 20°에서는 약 329초, 경사도 25°에서는 216초로 측정되면
서 경사가 증가할수록 최대 화염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지에 비해 경사도 15°는 약 1.04배, 경사도 20°은 약 1.13배, 경사도 25°
는 약 1.7배 빨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원교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최대 화염온도에 빨리 도달할수록 화염
중심부의 온도를 포함하여, 화염 경계면의 최고온도, 화염부 주위의 연기온도, 불
기둥의 최고높이 등이 함께 증가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피해에 빨리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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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 온도분포

- 48 -

9.2. 하향사면
그림 4-13은 경사에 따른 하향사면의 분포하는 온도범위의 변화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하향사면에서 시료가 착화된 후 전체 온도분포가 가장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경사도 0°에서는 약 373초로 측정되었으며 경사도 10°에
서는 395초, 경사도 15°에서는 402초, 경사도 20°에서는 426초, 경사도 25°에서는
502초로 측정되었다.
이는 상향사면과 비교하였을 때 경사도 15°는 약 1.09배, 경사도 20°는 약 1.3
배, 경사도 25°에서는 약 2.3배 느려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평지와 비교하였을 때는 경사도 10°는 약 1.07배, 경사도 15°은 약 1.05배,
경사도 20°는 약 1.16배. 경사도 25°는 약 1.33배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조건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상향사면에서의 산불확산이 평지와 하
향사면의 산불확산에 비해 산불위험이 더 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상향사
면의 산불확산에서도 경사가 증가할수록 산불위험성에 더 취약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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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경사에 따른 하향사면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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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산불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서 경사조건(경사도, 경사
방향)을 적용하여 산불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에 적용된 낙엽수분조건은 약 12.6%로 이는 가장건조한 시기의
함수율 자료로써,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온건조한 봄철의 낙엽 속 수분함
량인 14~16% 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중량감소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재의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
에서는 연소 종료시점을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화염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을 기
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육안으로 보이는 화염은 사라진 상태 즉, 유염연소는
종료되었으나 무염연소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험이 종료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 실험조건별로 중량감소율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료의 수분함량은 12.6%로 상당히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
에 각 경사와는 상관없이 무염연소과정으로 인해 실험종료 후의 연료는 거의 재
가 되었을 것이며, 결국 질량감소율이 모든 실험조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을 것
이다. 중요한 것은 실험이 종료된 후 연소된 재의 무게가 아니라 연소단계별 감
소속도로써 추후 이 부분을 보강하여 실험을 진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경사가 있는 지형에서의 확산속도가 평지에 비해 약 8배
가량 빠르다고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경사가 산불확산속도
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연구결과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장비인 ‘경사조절풍동설비’는 양 옆이 막혀있고 윗부
분이 개방된 터널형 구조로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경사가 0°인 평지조
건에서 화염이 지표면에 직각이 아니라 뒤로 누운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한 바람유입의 차이로 인하여 화염에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잣나무 낙엽을 대상으로 산불행동 특성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
의 주요 침엽수종인 소나무와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나무는 잎의 생태적 특성이 다른 침엽수종과 비교하여 산불에 취약
하다. 하지만 산불에 있어서는 수종의 생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임분의 특성도 중
요하다.
소나무림은 전반적으로 듬성듬성 임목의 간격이 비교적 넓은 형태이며 잣나무
림은 임목사이의 간격이 좁아 빽빽하게 모여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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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잎의 생태적 특성보다는 이러한 숲 전체가 갖는 특성을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소나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본 연
구의 잣나무 낙엽의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추후 침엽수종뿐만 아니라 활엽수종도 포함하여 수종을 늘려서 실험 및 비교
분석 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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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사가 산불확산과 산불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지표화 연소실험을 통하여 산불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상향사면
과 하향사면의 연소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소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1. 경사에 따른 최대화염온도를 측정한 결과, 상향사면과 하향사면 모두에서 경
사와는 관계없이 최대화염온도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에서는 지표화 연소실험을 통하여 경사에 따른 연소확산속도를 측정하
였다. 상향사면에서는 연소확산속도가 경사 20°부터는 경사가 증가할수록 점차
연소확산속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향사면에서는 경사가 증가할수
록 연소확산속도가 감소하다가 경사도 25°부터 점차 연소확산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때, 경사 25°에서의 산불확산속도는 평지에
비해 약 1.5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향사면에 비해 약 1.4배 빠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산불발생 시 상향사면으로의 산불확산은 경사도가 낮은 지
역에 비해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피
해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같은 경사조건이라도 하향사면으로의 산
불확산은 상향사면으로의 산불확산에 비해 산불확산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경사에 따른 산불강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상향사면에서의 산불강도는
2.3~4.1 kW/m의 범위를 보였으며 경사가 증가할수록 산불강도도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하향사면의 산불강도는 경사도 10°에서 감소하였다가 이후 경
사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강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때 상향사면의
산불강도는 하향사면과 비교하여 경사도 20°에서는 약 1.3배, 경사도 25°에서
는 약 1.37배 높게 나타나면서 경사가 증가할수록 상향사면과 하향사면의 산
불강도의 차이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산불발생 시 상향사면의 산
불확산의 위험성이 하향사면의 산불위험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4. 경사에 따른 상향사면과 하향사면의 중량감소율을 측정한 결과, 상향사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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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시료의 중량감소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
며 하향사면에서는 경사도 10°에서 중량감소율이 감소하였다가 이후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중량감소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박영주(2009)의 연구에
따르면 연소후의 잔류물이 많을수록 산불발생 시 토양의 변화로부터 식생의
변화 등의 2차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산불발생 시 상향사면의 산불확산에서는 경사가 증가할수록 중량감소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하향사면에 비해 토양에 미치는 2차 피해가 클 것으로 사료
된다.
5. 본 연구에서는 연소 확산속도와 중량감소율의 비교를 통해 상향사면에서는 연
소 확산속도가 증가할수록 시료의 중량감소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는 화염유지시간이 길어질수록 연소작용
은 빠르게 진행되는데 연소 확산속도가 빨라지면 상대적으로 화염유지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중량감소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하향사면에
서는 연소 확산속도가 감소할 때 시료의 중량감소율도 같이 감소하였다가 연
소 확산속도가 증가할 때 중량감소율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6. 경사에 따라 상향사면과 하향사면의 산불확산 모두 경사가 증가할수록 최대화
염높이는 낮아지며 최대화염길이는 증가하였고 화염각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사가 급할수록 화염과 지표면이 이루는
사이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염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이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7. 경사에 따라 변화하는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 상향사면에서는 시료가 착화된
후 모든 높이구간에서 최대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경사도 0°에서 가장 느렸
으며 이후 경사가 증가할수록 최대온도 도달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냈
다. 또한 하향사면에서는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최대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점점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대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산불의 위험성이 가장 커지는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도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
하며 산불발생 시 상향사면으로 확산되는 산불은 경사가 증가할수록 산불위험
성에 취약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잣나무 낙엽을 대상으로 경사가 산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으며 지표화 연소실험을 통해 경사에 따른 산불위험성을 상향사면과
하향사면의 산불확산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산불확산 예측에 있어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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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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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 of Slope on the
Combustion of Pinus koraiensis
Leaves
Lee, Ye-Eun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est fires are defined as the combustion process where leaves,
octopus, herbaceous streams, and forest trees are burned inside the
forest. Human fire, arson, and lightning cause to burn combustible
materials in the forest.
The frequency of wildfires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due to low
rainfall and the continued hot, dry weathe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ire and relating factors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forest fires.
Topographic slop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Korea's rugged,
winding forested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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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since forest fires spread to 360° directions, the study
compared the effects of slopes on the leaves of pinus koraiensis by
applying slope conditions.
As a result of measuring fire-spread through the surface-fire
combustion experiment, the upward slope showed that fire-spread has
gradually increased as the gradient increases from 20°.
In the downward slope, fire-spread gradually decreased as the slope
increased, and began to increase again at 25°.
Measurements of the variation in the forest fire intensity by slope
indicated that the intensity of the forest fire tends to increase as the
slope increases, and on the downward slope, the intensity of the forest
fire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10° and on subsequent slopes, the
intensity of the forest fire gradually increased.
At this point, the forest fire intensity of the upward slope is up to
1.37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downward slope.
Measurement of the weight fraction of slope condition showed that
the weight fraction rate tends to decrease gradually on the upward
slope.
On

the

downward

slope,

the

weight

fraction

rate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10° and then, the weight fraction rate increased as
slope.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fire spread and weight fraction
found that the weight fraction tends to decrease as spread of fire
increases in the upper slope.
In the lower slope, the weight fraction rate decreases as spread of
fire increases again at 25° of slope.
The maximum flame height was shown to decrease as the slope
increased in both the upward and downward slopes, and the flame
length for both the upward and downward slopes tended to increase
steadily from a constant slope.

- 61 -

It was also shown that the flame angle decreased as slope increased.
Measurements of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dicated that the time
to reach the maximum temperature distribution is shorter in the
upward slope.
In the downward slope, the maximum temperature distribution is
slowly increased as the slope increases.
With these results, it was believed that the upward slope would
show a higher risk of forest fire compared to the downward slope,
thus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prediction of the risk of forest fire.
keywords : Wildfire, Slope, Surface-Fire, Fire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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