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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의 계절 ‘숯의 역습’ 유해물질 34배 검출”
<보도내용>
□ 착화탄에서 이산화질소가 대기환경기준(3.4ppm)의 34배까지 검출
되어 충격적임
□ 숯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인 질산바륨의 안정성 기준을 과학적인
실험이 아닌 시중에 판매되는 숯 제품의 평균값을 허용치로 정해
믿을 수 없는 상황임

<산림청 입장>
□ 본 보도는 산림청 관련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에 성형목탄 규격·품질표에서 배기가 잘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구이용으로 사용 시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
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하게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위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질산바륨의 안정성 기준을 과학적인 실험이 아닌 시중 판매제품의
평균값을 내 허용치 정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 현 성형목탄 규격·품질 기준의 질산바륨 함량 기준(30%이하)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성평가(재활용제품의 위해성 평가기법 정립과
관리방안 수립, 2010,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자료)에 따른 바륨의
유해성 기준값(30.9%, 309,398㎎/㎏) 내에 설정되어 있어 이 기
준을 적용하여 30%이내로 허용치를 정하였습니다.
○ 현재 산림청은 성형목탄에 대한 질산바륨 등 위해성 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품질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장기적
으로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착화제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현재 ‘유해물질 저감형 성형탄 개발 및 일산화탄소 저감형
성형탄 대량제조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착화탄에서 이산화질소가 대기환경기준(3.4ppm)의 34배까지 검출
부분에 대하여

○ 착화탄 내의 질산바륨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는 흡입
장치가 있는 사용 환경에서는 연소가스의 99.9%가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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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성형탄, 국립산림
과학원 고시)

〔 숯가루성형탄의 규격 품질표 〕

숯가루성형탄 규격·품질
상품명
○○ 구이탄
종 류
숯가루성형탄
원산지
○○○
고위 발열량 ○,○○○ kcal/kg 이상 (십의 자리 이상 표기)
품질 함수율(습량) ○ %
첨가물 밀가루 : ○○.○ %, 질산바륨 :○○.○%,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무 게
○○kg
주 소 ○○시,도 ○○시,군 ○○면 ○○리 123-45
생산자
(수입자) 성 명 홍길동 (또는) ○○물산
(회사명)
제 조 일 자 20○○. ○. ○.
※ 안전사용법 : 1.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 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기 잘 되는 곳에서사용할 것
2. 구이용으로 사용 시,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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