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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산불은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로서, 낙엽․낙지, 초본, 임

목 등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패턴이 변화하고,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 후 2차

피해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효과적인 2차 피해 저감 및 예방

은 산불피해 유역의 수문 순환에 대한 파악을 기초로 한다. 강우

발생 시 산불피해유역에서 발생하는 강우 유출량은 산불로 인한

식생 및 토양 특성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산불

로 인한 수문 영향은 주로 산불에 의한 식생 파괴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특성 변화와 이로 인한 수

문학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산불피해지의

강우 유출량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

불피해유형을 고려하여 토양의 수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 연구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 시기와 발생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한 산불피해유형 분류 방법

을 제시하고,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수리 특성 변화를 분석하

여, 산불피해유형 및 토양 특성을 고려한 유역의 유출곡선지수 산

정을 통해 산불이 유역의 강우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수행하였다.

첫째, 시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산불피해유형을 자동 분류하기

위해, 산불피해지역 및 영상 시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계학

습을 수행하였다. 산불피해지 3개 지역의 자료를 혼합하여 학습한

산불피해유형 분류기의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불피

해유형 분류기에 대해 변수 기여도 분석을 통해 변수 기여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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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위 20개 변수를 추출하였다.

둘째,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산불피해유형별로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과 토양 발수성을 조사하

였으며, 토양 물리성과 포화 수리전도도를 조사하였다. 산불은 토

양의 이화학적 성질과 토양 발수성에 영향을 주며 산불에 의해 식

생피해가 심할수록 토양 발수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발수층이 깊은

토양층까지 발달하였으며 포화 수리전도도가 낮게 나타났다. 포화

수리전도도는 산불 발생 3개월 후에는 산불 직후보다 작아졌으며

9개월 후에는 산불피해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산불피해 토양의 수리 특성 변화는 산불피해유형과 연관이

있으며 산불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그 영향이 감소하였다.

산불이 산불피해지의 강우 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산불 전후의 유출곡선지수를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산불피해

지 유출곡선지수 추정을 위해 산불피해유형별 포화 수리전도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산불 전후의 유출곡선지수 변화에 따른 회귀식을

이용하여 유출곡선지수를 각각 추정하였으며, 실측 강우-유출자료

를 이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추정된 유출곡선지수를 이용하

여 산불피해지의 강우 유출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의 수리 특

성 변화를 고려한 산불피해유형 기반 수문 영향 분석 기법은 산불

피해 유역의 수문 특성 파악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산불피해지 유역관리에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

었다.

주요어 : 산불피해유형, 원격탐사, 토양 발수성, 포화 수리전도도, 강

우-유출량, 유출곡선지수

학 번 : 2015-3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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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하고(김용탁과 권현한,

2020), 이상기후 영향으로 산불 발생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2020년 산불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2020) 매년 평균 476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피해면적은 평균 1140 ha로 집계되었다(산림청, 2021a). 특히

최근에는 산불의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 피해면적 기준으로 7대 산불 중

6건이 2000년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중 3건은 2010년 이후에 발생하였다

(산림청, 2021b).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형산불피해가 심각하다.

2020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20년 8월 16일 20시 37분에 발화한

August Complex Fire 산불은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면적을 기록하였고,

2019년 9월부터 발생한 호주 남동부 산불 피해면적은 2020년 2월 7일

기준으로 약 1900만 ha로써 남한 산림면적의 약 3배였다(산림청, 2021a).

산불은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산불피해지의 홍수,

토석류 등 2차 피해 위험을 증가시킨다(Cannon and Gartner, 2005;

Cannon et al., 2011; Kean et al., 2011). 산불피해지는 침투능이 낮아 2

년 빈도의 강우에도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Kunze and Stednick, 2006;

Moody and Martin, 2001). 더불어, 최근 10년간(2010-2019) 우리나라 집

중호우는 1973∼2009년까지 발생한 횟수보다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특

히 2020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여 강수량이 예년 대비 146%,

강우일수는 7일 증가하였다(김용탁과 권현한, 2020).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 후 2차 피해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피해 유역의 강우-유출 특성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국토 62.6%인 산림지역

(산림청, 2021c)은 2021년 발표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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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관계부처 합동, 2021), 산불피해지를

포함한 산림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강우 시 유

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유출량(또는 유효우량)을 예측해야 한다. 산불피해

지와 같은 미계측 유역의 직접유출량 추정을 위해 미국 자연자원보호청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의 유출곡선지수

(runoff curve number, CN) 방법(이하 NRCS-CN 방법)이 널리 이용되

고 있다(Soulis, 2018; 환경부, 2019). 하지만 NRCS-CN 방법의 토지피복

별 CN 기준에는 산림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며 국내 산림지역 CN에 관

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Im et al., 2020; 국토교통

부, 2018; 김상민 등, 2009; 박동혁 등, 2017), 국내 산불피해지 CN에 관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산불피해지 직접유출량을 분석하기 위해 산불피해 유역의 유출량 변

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지표식생과 토양 특성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DeBano et al., 2005; Neary and Ffolliott, 2005; White et al., 2020). 산

불피해 유역은 식생 및 토양 수리 특성(soil hydraulic property)의 변화

에 따라 침투량이 감소하여 강우유출률(runoff ratio, runoff coefficient)

과 홍수량이 증가한다(Larsen et al., 2009; Robichaud et al., 2016;

Shakesby et al., 2000).

우선, 식생 연소 및 수목 고사에 따른 강우차단량 감소(White et al.,

2020)와 증발산량 감소(Goeking and Tarboton, 2020)는 강우 유출량 증

가 원인 중 하나이다. 산불피해지는 유역 내 산불 피해면적과 산불피해

도(fire severity, burn severity)에 따라 수문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

게 나타난다(Bart, 2016; Wine and Cadol, 2016). 산불피해 유역의 증발

산량은 산불피해도 증가에 따라 더 많이 감소(31∼50%)하였으며, 수관

밀도(canopy density)가 높은 산림일수록 산불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Ma et al., 2020). 반면, 처방화입(prescribed fire) 시행지나 산불

피해도가 낮은 유역에서는 산불이 강우 유출량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았

고, 특히 낮은 강우강도(rainfall intensity)에서는 강우 유출량 차이가 없

었다(Hallema et al., 2017; Lucas-Borja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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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도는 산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며(Neary et al.,

2009), 주로 식생이 산불피해를 받은 정도(또는 유기물 감소 정도)를 기

준으로 구분하며(De Santis and Chuvieco, 2009), 산불피해도가 높을수

록 식생 소실이 많다. 산불피해도 구분은 보통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remote sensing)를 활용한다(Koutsias and Karteris, 1998; 국

립산림과학원, 2013). 산불피해도 평가에 쓰이는 대표적인 위성영상은 오

랜 역사를 갖는 미국 Landsat 시리즈 위성이고(Key and Benson, 2006;

Meng and Zhao, 2017), 식생지수 등의 지표로 평가한다. 국내의 경우,

식생 고사율(mortality)과 유기물 감소 정도를 결합한 방법으로 산불피해

를 평가하기 때문에 산불피해유형으로 볼 수 있다(국립산림과학원,

2013). 특히, 식생지수로 산불피해유형을 분류할 시 정확도가 낮기에,

2015년 유럽에서 발사된 Sentinel-2 위성을 이용한 연구가 근래에 많이

진행되었다(김대선과 이양원, 2020; 박성욱 등, 2018, 2019; 심성문 등,

2020; 윤형진과 정종철, 2019, 2020; 이수진 등, 2017). 또한, 최근에는 4

차 산업기술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무인기(또는 무인항

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산불피해유형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보미,

2021; 신정일 등, 2019). 하지만 대부분 연구는 하나의 산불피해 지역에

서 진행되어 시공간적으로 다른 산불피해 지역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

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심성문 등, 2020). 따라서, 산불 발생

시기와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 산불피해유형 분류 방법이 필요

하다.

산불은 식생피해뿐만 아니라 토양 특성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Neary et al., 2005; Zavala et al., 2014; 심지연, 2021). 산불이 토양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은 산불피해도에 따라 다르다(Fernández-García et al.,

2019; Lewis et al., 2006; Moody et al., 2016; Onda et al., 2008;

Parsons et al., 2010). 이는 산불피해도가 지표식생 및 토양층 유기물 연

소 정도와 연관이 있어 연소강도(fire intensity), 즉 단위 면적당 방출 열

량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이다(Heward et al., 2013; McCaw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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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아울러, 연소로 인한 토양 가열 효과(heating impact)는 방출 열

량,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토양의 함수율 등에 따라 다르다(Doerr et

al., 2004; Pereira et al., 2019). 이로 인해 보통 산불피해도가 높을수록

토양피해가 심하다.

산불이 강할수록 토양 발수성(soil water repellency), 포화 수리전도도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Ks) 등 수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Novák et al., 2009). 산불로 인해 토양이 가열되면 토

양 발수성이 변화한다(DeBano, 2000a; Granged et al., 2010;

Mataix-Solera and Doerr, 2004). 또한, 토양 발수성의 세기 및 발수층

(repellent layer) 깊이와 분포도 토양이 가열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Arcenegui et al., 2007; Doerr et al., 2009; Varela et al., 2005, 2010).

따라서 산불 발생 후 토양 발수성은 보통 산불피해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Jordán et al., 2013; Lewis et al., 2006; MacDonald and

Huffman, 2004). 더불어, 토양 Ks와 침투습윤계수(sorptivity, S)도 산불

피해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Ebel and Moody, 2017; Moody et al.,

2016). 토양 발수성이 증가하면 Ks가 감소하기도 하고(Fox et al., 2007),

Ks에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한다(Nyman et al., 2010). 또한, 토양 Ks가 높

더라도 토양 발수성이 증가하면 지표유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Cawson et al., 2016; Miyata et al., 2007; Moody et al., 2009). 따라

서 산불피해지 직접유출량 분석을 위해서는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수리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산불 발생 후 지표유출 증가(마호섭과 정원옥, 2009; 박

상덕 등, 2005; 신승숙 등, 2008; 정원옥과 마호섭, 2001)와 유역 유출량

증가(정용호 등, 2004) 등이 보고된 바 있지만, 산불피해 토양의 발수성,

Ks 등 수리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산불피해

유형에 따른 토양피해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심지연, 2021). 하지만 심지연(2021)은 산불 후 생태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토양의 이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을 산불피해유

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아직까지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의 수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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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산불 발생 후 강우-유출 특성을 분

석할 때 산불피해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고려한다(예: 나지로 취급). 하지

만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산불피해 유역의 강우-유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및 식생 변화에 대한 영

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발수

성과 포화 수리전도도 분석을 기반으로, 산불피해유형을 반영한 산불피

해 유역의 CN 산정을 통해 산불이 유역의 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이 토양 발수성 및 포화 수리전도도에 미치

는 영향과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피해유역 CN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산불피해 유역관리 및 2차 피해 저감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 목적은 국내 산불피해지의 산불피해유형을 분류하고, 산불피

해유형에 따른 토양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산불피해유형 및 토양 수리

특성을 고려한 유역의 CN 산정을 통해 산불이 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1) 원격탐사 및 기계학습 기반으로 산불피해유형을 분류하고 분류기

변수기여도를 분석하는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법(Explainable AI; XAI)

을 활용하여 학습된 분류기를 해석한다.

2)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산불이 토

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3) 산불피해유역의 직접유출량 산정을 위해 산불피해유형을 고려한

피해유역 CN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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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흐름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다음의 흐름(그림1-1, 1-2)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림1-1. 연구의 전체 흐름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연구사로 산불피해유형 분류, 산불피해 토양의 발수성, 산불

피해 유역의 침투 및 Ks, 산불피해지 유출 특성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특성 분석 및 CN 산정의 기

초가 되는 산불피해유형 분류를 위해 산불피해지 위성영상 자료에 기계

학습 및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였다.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수

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산불피해유형이 산불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제6장에서는 산불이 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산불피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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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및 이에 따른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산불피해지 CN을 산정하였다.

제7장은 종합결론으로 세부 연구를 종합하여 이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림1-2. 논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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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제 1 절 산불피해유형 분류

산불피해도는 산불 후 식생이 받은 피해의 정도를 말하는데, 보통 지

표식생 연소율, 낙엽층 연소율, 식생의 고사율, 식생이 그을린 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평가된다(Lentile et al, 2006; Morgan et al., 2001). 산

불의 다양한 형태로 인해 산불피해지 식생들의 피해양상은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나타난다(Heward et al., 2013). 이러한 산불피해지의 공간적

이질성(heterogeneity)은 곧 산불피해 현장 조사 시, 특히 대형산불 발생

지에서, 많은 시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원명수 등, 2014).

이로 인해 산불피해지의 산불피해도 분류는 보통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

한다(Koutsias and Karteris, 1998; Lentile et al., 2006).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산불피해 평가 연구는 주로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다(Meng and Zhao, 2017; Veraverbeke et al., 2018). 현장 평가는

많은 시간 및 비용의 요구로 인해 피해지도 제작에 큰 제약이 있지만,

실측 데이터 기반이기에 가장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Koutsias

et al., 1999). 다음으로 항공촬영의 경우, 같은 시간으로 현장 조사보다

더 넓은 면적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역시 비용의 제약으로 자료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를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간주한다(Koutsias and

Karteris, 1998).

산불 발생 후 산불피해도 평가는 주로 위성 자료의 확보와 연관이 있

다. 예를 들어, 공개된 Landsat 위성의 경우, Multispectral Scanner

System(MSS) 영상은 1972년부터 제공하고 Thematic Mapper(TM) 영

상은 1984년부터 제공한다.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미국의 Landsat 위성

또는 유럽의 Sentinel 위성을 이용하여 지난 30년 동안 인공지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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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분석 기법이 개발되었다(Boschetti et al., 2010; Gómez and

Martín, 2011; Lanorte et al., 2013; Mallinis and Koutsias, 2012;

Petropoulos et al., 2011).

국내의 경우, 1997년에 최철순과 최승필이 진행한 Landsat 5 TM 영

상기반 산불 피해지역 추적조사 연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산불피해도 지

도 작성은 원강영과 임정호(2001)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분류 방법

은 크게 KT변환(Kauth-Thomas 변환 또는 Tasseled cap 변환) 분석 방

법(원강영과 임정호, 2001; 이진영 등, 2004), 산불피해도 관련 지수

(index) 개발 또는 분석 방법(강준묵 등 2010, 김천, 2008, 2009; 박성욱

등, 2019; 송영선 등 2006; 원명수 등 2007, 2008, 2014; 윤형진과 정종철,

2019; 이상우 등, 2012; 이수진 등, 2017; 이승민과 정종철, 2019; 이진영

등, 2004; 이현주 등, 2012; 최승필과 박종선, 2004; 최승필 등, 2006a), 지

도학습(또는 감독 분류) 방법(김보미, 2021; 김형호 등, 2002; 박성욱 등

2018; 신정일 등, 2019; 심성문 등, 2020; 윤형진과 정종철, 2020), 비지도

학습(또는 무감독 분류) 방법(김대선과 이양원, 2020; 원명수 등, 2019;

최승필 등, 2006a, 2006b)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외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으로 산불 피해지역 탐지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불피해유형에 해당하는 4등급 기준(표2-1)의 분류는 아직 예측 정확도

개선 단계에 있다. 이 기준은 식생이 산불피해를 받은 정도에 따라 산불

피해지를 수관전소피해(Crown-fuel Consumption, CC), 수관열해피해

(Foliage Necrosis, FN), 지표화피해(Surface-fuel Consumption, SC), 미

피해(Unburned, UB) 등 유형으로 구분한다.

김보미(2021)의 연구에서는 산불 피해지역 탐지(2등급법)와 산불피해

유형 분류(3, 4등급법) 사이에 정확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2, 3, 4등급법

순으로 세분화할수록 정확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등급법

기준으로는 최고로 약 92.9%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지만 4등급법 기

준으로는 무인기 영상과 LiDAR 영상을 결합한 자료를 딥러닝 기법으로

분류한 방법에서 정확도 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심성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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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의 Sentinel 위성영상에서 획득한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자료 및 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정규탄화지수(Normalized Burn Ratio, NBR) 지수를 사용

하여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기법으로 분류한 결과(정확도 82.3%)

보다 낮았다. 또한, 비록 적용한 자료와 기계학습 알고리즘 차이가 있지

만, Sentinel 위성영상 자료를 통한 산불피해유형 분류의 적용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다(김대선과 이양원, 2020; 박성욱 등, 2018,

2019; 심성문 등, 2020; 윤형진과 정종철, 2019, 2020; 이수진 등, 2017;

이승민과 정종철, 2019; Amos et al., 2019; Bar et al., 2020;

Fernández-Manso et al., 2016; Filipponi, 2018, 2019; Mallinis et al.,

2018; Navarro et al., 2017; Roteta et al., 2019; Roy et al., 2019;

Smiraglia et al., 2020).

표2-1. 연구에 사용된 산불피해유형 기준(국립산림과학원, 2013)

산불피해유형 설명
Crown-fuel consumption
(CC, 수관전소피해)

수관이 전부 타버리고 탄화된(charred) 유기물
(숯) 및 재(ash)가 토양 표면에 덮여있는 지역

Foliage necrosis
(FN, 수관열해피해)

수관이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60% 이상의 수
관부가 열복사에 의해 열해된 지역

Surface-fuel consumption
(SC, 지표화피해)

수관이 60% 이상 생존하고 지표연료, 하층식
생이 전부 타버린 지역

Unburned
(UB, 미피해) 산불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

한편, 산불피해도 관련 지수 중 가장 먼저 시도된 지수는 NDVI이다

(Robinson, 1991). NDVI는 주로 식생의 낮은 적색 반사율과 높은 근적

외 반사율을 이용하여 식생 활력도를 추정한다. 하지만 NDVI는 산불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에 새로운 산불피해 지수의 개발

이 이루어졌다. 산불피해지의 경우, 근적외 파장 반사율이 낮고 지표면

수분 차이로 인해 적색 파장대보다는 Shortwave-Infrared(SWIR), 특히

2.05∼2.45 μm 파장대에서 높은 반사율을 보인다(Koutsias and Pleniou,

2015). NDVI의 적색 파장대를 SWIR 파장대로 바꾼 원격탐사 연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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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산불피해지분류에서는 2000년이 되어

서야 적용되었다(Koutsias and Karteris, 2000). 산불피해지 탐지용으로

는 Key and Benson (2006)에 의해 NBR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 그 후, NBR은 산불 전후 차이를 나타내는 δNBR(이하 dNBR)을

포함하여 Relative dNBR(RdNBR), Relativized Burn Ratio(RBR) 등 지

수로 변형되어 산불피해지 분류에 사용되었다(Key and Benson, 2006;

Miller and Thode, 2007; Parks et al., 2014). 이 지수들은 현재까지도 산

불피해지 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dNBR 유형 지수들은 지표화

피해지역과 같은 산불피해도가 낮은 지역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기에 최근에는 지표화 피해지역 분류정확도 향상을 위해 파장이 1.6 μ

m 근처의 SWIR 파장대를 이용한 Mid-Infrared Bi-spectral

Index(MIRBI)가 개발되었다(McCarley et al., 2018). 이와 비슷하게 1.6

μm, 2.05∼2.45 μm 파장대를 모두 사용한 지수로 NBR2도 있다.

또한, Red-edge 파장대를 이용한 지수는 2015년 이전에 개발되었지

만, 그동안 Landsat 위성에 탑재되지 않은 관계로 산불피해지 탐지에 적

용하지 못하였다. 최근 Red-edge 및 SWIR 파장대 원격탐사가 가능한

Sentinel-2 위성이 발사된 2015년부터는 Red-edge 파장대를 이용한 산

불피해지 탐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Amos et al., 2019;

Fernández-Manso et al., 2016; Filipponi, 2018, 2019; Mallinis et al.,

2018; Navarro et al., 2017; Roy et al., 2019; Smiraglia et al., 2020).

한편, 원격탐사 분야의 기계학습(또는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ML) 모델은 크게 지도학습 모델과 비지도학습 모델로 나뉜다. 비지도학

습 기법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은 위성 반사 값 또는 산불피해도 관련

지수의 상대적인 군집도를 기반으로 분류하기에 이 역시 현장 조사를 통

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도학습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산불피해도 예측(분류)을 진행하였다(김보미, 2021; 김형호

등, 2002; 박성욱 등 2018; 신정일 등, 2019; 심성문 등, 2020; 윤형진과

정종철, 2020). 지도학습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기반(또는 트리 기반) 앙상블 모델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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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바 있다(Collins et al., 2018; 심성문 등, 2020).

트리 기반 모델은 비선형 모델로서 분류정확도가 높지만, 설명력이 떨

어져서 보통 블랙박스(black-box)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를 보완

하고자 최근 개발된 해석가능한 인공지능(interpretable AI) 또는 설명가

능한 인공지능(XAI) 기법이 개발되었다(안재현, 2020). 또한, 지도학습

모델은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 설정을 연구자가 직접 결정하기에

모델의 학습시간보다 오히려 초매개변수 조정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최근에는 최적 초매개변수 탐색기술(hyper-parameter

optimization, HPO)을 포함한 자동 기계학습(automatic machine

learning, AutoML)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문용혁 등,

2019).

제 2 절 산불피해 토양의 발수성

토양이 발수성을 띠는 현상은 20세기 이전에도 발견되었지만 주로 휴

믹 물질(humic substance) 화학적 특성과 잔디에서 생긴 균환(fairy

ring)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출발하였으며 발수성이라는 용어는 사용되

지 않았다(DeBano, 2000b). 토양 발수성 연구는 “비 또는 사람(관개)에

의해 적셔지지는 않는 토양”이라고 보고한 Schreiner and Shorey (1910)

의 연구를 시작으로 한다. 그 후 균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현

상이 균류(또는 곰팡이류)에 의해서 발생하며 토양이 건조되면 물이 균

환 공간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밝혔다(Shantz and Piemeisel, 1917). 그

후,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토양물리학자들에 의해 발수성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발표된 연구의 양이 많지 않았고, 60년대에 이르러서야 발

표된 연구의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DeBano, 2000b).

1960년대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호주와 미국의 연구

자들에 의해 90편이 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DeBano, 2000b). 특히, 이

시기에 발표된 토양 발수성 측정 방법인 접촉각(contact angle)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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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ey et al., 1962a)은 이후 토양 발수층 측정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어 Letey et al. (1962b)와 Emerson

and Bond (1963)은 토양 속으로 물이 이동하는 속도와 접촉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DeBano et al.(1967)에 의해 그간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연구(state-of-the art)가 발표되었고, 1968년 5월에는 30편이

넘는 연구가 발표된 토양 발수성에 관한 국제학회도 개최되었다(DeBano

and Letey, 1969).

불에 의한 토양 발수성(fire-induced water repellency)은 1956년에 이

르러서야 처음으로 발표되었다(Scott and Burgy, 1956). 그 후, 1960년대

부터 토양 발수성 연구는 산불 발생 후 토양 유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

다(DeBano and Krammes, 1966; DeBano and Letey, 1969; DeBano et

al., 1967).

1970년대 토양 발수성 연구는 대부분 1968년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의

연장이었기에 60년대와 마찬가지로 발수 토양 개선, 불에 의한 발수성,

발수 정도, 토양수 이동 등 주제로 진행되었다(DeBano, 2000b). 특히 불

에 의한 토양 발수성은 산불뿐만 아니라 모닥불, 부산물 연소, 처방화입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견되었고 토양 유실에 있어 토양 발수성이 중요하

다고 논의되었다(DeBano et al., 1976; DeByle, 1973; Fenn et al., 1976).

또한, 발수성 자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발수성 측정 또는

발수성을 나타내는 지수(index), 발수성을 일으키는 소수성 물질 등에 대

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Chen and Schnitzer, 1976, 1978;

Watson et al., 1971).

비록 1980년대는 70년대보다 발표된 논문의 개수가 적었지만, DeBano

(1981)가 70년대까지 발표된 발수성 토양 연구의 동향을 종합한 논문은

발수 토양 연구사에서 기념비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발수성 토양의 특성

과 형성 원인, 발수성 분류(측정), 발수성과 물의 이동, 발수성 토양 관리

등 주제에 대해 종합 토의함으로써 식물 생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토양

발수성 연구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시작했다(DeBano et al., 2000b). 그

후, 토양 발수성 관련 연구는 약 5년마다 200편씩 발표되어 폭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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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Dekker et al., 2005). 이러한 국외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는 아직 산불피해지의 토양 발수층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토양 발수성은 산불피해지뿐만 아니라 산림, 농지, 잔디 등 다양한 식

생과 기후 조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oerr et al., 2006). 산

불에 의한 토양 발수층 형성은 지중해 지역(Arcenegui et al., 2007; Bodí

et al., 2012; Imeson et al., 1992) 및 기타 유럽 지역(Buczko et al.,

2005; Doerr et al., 2005; Doerr et al., 1998; Doerr and Thomas, 2000;

Stoof et al., 2011), 남아프리카 지역(Scott, 2000; Scott and Van Wyk,

1990), 북아메리카 지역(Estes et al., 2017; Madsen et al., 2011;

McNabb et al., 1989; Woods et al., 2007), 그리고 일본(Kawamoto et

al., 2007; Nakaya et al., 1977) 등 지역에서 보고된 바가 있다.

토양 발수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물리적 측면과 화학적 측면으로 나

누어 진행되었다. 물리적 측면에는 토양 침투, 지표유출과 같은 수문학적

과정을 포함하여 발수성 형성이 토양 유실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Dekker and Ritsema, 1994; Doerr et al., 2009; Jordán et al., 2013). 화

학적 측면에는 토양의 화학적 특성과 발수성 세기의 관계(Buczko et al.,

2005; Doerr et al., 2000), 발수성 유발 유기화합물 성분 및 함량 등이

포함된다(Bisdom et al., 1993; de Blas et al., 2010; Mao et al., 2014).

토양 발수성이 미치는 영향에 앞서, Wallis and Horne (1992)는 먼저

토양 발수성 측정 및 발수강도에 대해 정리하였다. 발수성 측정 방법에

는 Letey et al. (1962a)의 접촉각 방법 외에도 발수성 지수(repellency

index, RI) 방법, 침투량 방법, Water Drop Penetration Time (WDPT)

방법, Ninety-Degree Surface Tension 방법, Molarity of an Ethanol

Droplet (MED) 방법 등이 있다(Tschapek, 1984; Wallis and Horne,

1992). 최근에는 발수성 측정 방법 간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 WDPT,

MED 등 방법과 접촉각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Papierowska et al., 2018).

산불피해 토양의 발수성 세기(발수강도)에 관한 연구는 산불피해지 현

장조사(Buczko et al., 2005; Huffman et al., 2001)와 실내 연소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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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진행되었다(Arcenegui et al., 2007; Robichaud and

Hungerford, 2000). 통제된 조건을 이용한 실내 연소실험은 토양 발수성

에 영향을 주는 토성, 연료 종류, 토양 온도, 함수율 등 인자와 발수강도

사이의 관계 규명에 적합하지만, 실제 산불 조건을 똑같이 재현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 실제 산불에서는 연소 가능한 연료의 양, 산소의 공급

량 등 조건들이 발수층을 형성하는 소수성 화합물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

(Bryant et al., 2005; Raison and McGarity, 1980; Soto and

Diaz-Fierros, 1993). 또한, 실내 연소실험을 위해서 교란토양이 쓰이는데

이 역시 실제 조건과 다른 점이다(Bodí et al., 2012; Forgeard and

Frenot, 1996; Stoof et al., 2010; Wieting et al., 2017).

반면, 현장 조사의 경우, 실내 실험의 장점인 통제된 조건이 없어서

강우나 바람의 영향을 받아 시공간에 따른 조사 결과의 차이가 크다. 또

한, 현장의 접근성 및 선행강우에 의한 토양 함수율도 종종 발수성 측정

의 성공 여부와 연결된다(Dekker et al., 2001). 이에 발수강도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고, 특히 Mini-disk Infiltrometer를 이용한 현

장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Alagna et al., 2017; Lichner et

al., 2017; Pekárová et al., 2015).

한편, 90년대는 토양 발수성 연구가 차츰 성숙해가는 시기여서 토양

발수성 측정 방법이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학적 측면 연구인 토양

발수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원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Doerr et al.,

2000; Wallis and Horne, 1992).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의 발전과 더

불어, 토양 속 소수성 성분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Diehl, 2013; Mao et al., 2019). 최근 토양 발수성 연구는 화학적 측면의

접근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토양 발수성은 다환식화합물(polycyclic

compound)과 지방족 탄화수소(aliphatic hydrocarbon), 특히 긴사슬지방

산(long chain fatty acid)과 같은 성분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Jiménez-Morillo et al., 2017; Mao et al., 2019; Wu et al., 2020).

산불 발생 시 식생 및 토양 유기물이 연소하면서 많은 휘발성 부산물

이 생성되는데 일부 휘발성 물질은 토양 속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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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은 토양입자를 만나 입자 표면에 코팅된다(DeBano, 2000a; Doerr

et al., 2000; Zavala et al., 2009). 불에 의한 발수성은 연소 과정에서 발

생한 열량,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토양의 함수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Doerr et al., 2004; Pereira et al., 2019). 또한 발수성의 세기 및 토양

속 발수층 수직 분포는 토양 가열 정도에 따라 다르다(Arcenegui et al.,

2007; DeBano, 2000a; DeBano et al., 1976; Doerr et al., 2009; Varela

et al., 2005, 2010).

토양 발수성이 토양 가열로 인해 바뀌는 현상이 관찰된 이후(DeBano

and Krammes, 1966), 가열온도와 발수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실

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DeBano, 1981; DeBano et al., 1976; Doerr

et al., 2004). 우선, 토양 온도가 175℃ 이하일 경우, 발수성의 변화가 크

지 않고(DeBano, 1981), 175∼270℃에서 발수성이 증가하며(DeBano,

1981; DeBano, 2000a; Doerr et al., 2009), 280℃ 이상의 온도에서는 발

수성이 파괴된다(Doerr et al., 2004). 또한,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

서는 500∼600℃까지 도달하여야 파괴되며(Bryant et al., 2005), 온도가

낮을수록 긴 시간 동안 가열하여야 발수성이 파괴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Doerr et al., 2004).

또한, 토양 발수성은 토양의 함수율과 연관이 있다(Mao et al., 2019).

Doerr et al. (2006)은 풍건(air-dried) 조건의 실내 실험에서 현장 토양보

다 더 높은 발수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토양의 함수율과 발수성은 강한

음(negative)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Vogelmann et al., 2017), 한계토양

함수율(soil moisture threshold)에 도달하면 친수성으로 바뀐다(Doerr

and Thomas, 2000; Vogelmann et al., 2013). 계절적 영향으로 토양 함

수율이 낮아지면 토양 발수성의 세기가 증가하기도 하지만(Hubbert et

al., 2012), 잦은 강우사상 또는 습한 조건이 장기간 지속되면 발수성이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ockford et al., 1991; Doerr and

Thomas, 2000). 한편, Badía et al. (2017)은 마른 토양과 젖은 토양을 이

용한 연소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마른 토양에서는 3cm 깊이까지 발수성

이 나타났지만 젖은 토양에서는 발수성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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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산불에 의한 토양 발수성은 토양 속 유기물 함량 및 토성과 연

관이 있다(Jordán et al., 2013). 우선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토양은 함수

율이 높기 때문에 한계함수율의 영향을 받기 쉽다(Dekker and Ritsema,

1994; Doerr and Thomas, 2000). 또한, 토양입자가 크면 표면적이 작기

에 코팅에 필요한 유기물의 양이 적기에, 토양 발수성은 점토 함량의 감

소에 따라 증가한다(Crockford et al., 1991; DeBano, 1981; Zavala et al.,

2014). 하지만 유기물 공급이 충분하여 소수성 유기화합물이 미세한 토

양입자에 코팅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큰 점토에서 사질토양

보다 더 강한 발수성을 보였다(Doerr et al., 1996). 그 외, 산불에 의한

토양 입단화(aggregation) 현상으로 점토의 표면적이 작아지면 발수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Bisdom et al., 1993; Crockford et al., 1991).

한편, 산불에 의한 토양 발수성은 산불피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Jordán et al., 2011; Lewis et al., 2006; MacDonald and Huffman,

2004; Rodríguez-Alleres et al., 2012), 토양 발수성은 짧게는 1년 미만으

로, 길게는 6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Doerr et al., 2009; MacDonald and

Huffman, 2004; Robichaud, 2000; Robichaud et al., 2016). MacDonald

and Huffman (2004)의 연구에서는 산불피해도가 높을수록 발수성이 강

해지고 토양깊이가 깊어질수록 발수성이 낮아졌다. 더불어, 시간이 지나

면 토양 발수성이 약해졌으며 산불 발생 1년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ewis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토양 표면 발

수성이 중간(moderate) 등급의 산불피해지에서 극심한(high) 산불피해지

보다 1.5배 더 많이 나타났다. Jordán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높은

산불피해도에서는 발수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낮은 산불피해도에

서 발수성이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Rodríguez-Alleres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medium-high 등급의 산불피해도에서 표면 발수성이 나타나

지 않은 대신 깊은 곳의 발수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산불피해

도가 높을수록 연소강도가 높기에 토양 표면이 고온의 열에 의해 발수성

이 파괴된 결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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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산불피해 토양의 침투 및 Ks

토양 수리 특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Ryu (1965)가 진행한 토양수분함

량 간이측정기구에 관한 시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60∼70

년대에 UNDP에 의해 토양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리 특성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오재섭, 1974; 오재섭과 임정남, 1967).

국내 토양 침투속도에 관한 연구는 정영상 등(1980)의 연구를 시작으

로 한다. 정영상 등(1980)은 밭토양의 강우투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

강우기를 사용하여 토양별 침투율과 침투속도를 측정한 결과, 포화 수리

전도도는 사양토, 식생토, 미사질식양토에서 각각 0.47, 0.16, 0.14

mm/min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무언과 유순호(1983)가 토양 포화 수리전

도도 측정 방법을 비교한 결과, 침투계법에 의해 측정된 값은 약 80∼

100분 경과 후 측정된 한계침투속도와 동일하였고 코아시료에 의한 측정

은 3시간 이상 침수시킨 뒤 얻은 값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국외의 경우, Darcy 법칙이 확립된 이후 다양한 수리전도도 연구가

지속되었는데 현대 수치해석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주로 경험식을 사용하

여 예측하였다. 토양 수리 특성은 실험으로 직접 얻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기에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허승오, 2012). Pedo-Transfer

Function (PTF) 방법은 가장 보편적인 간접적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토

양 입경분포, 유기물 함량, 공극률 등을 이용하여 포화 수리전도도를 추

정한다(Tietje and Hennings, 1996). 하지만 PTF 방법은 산불피해지와

같은 교란토양에 적용하지 못한다.

한편, 산불에 의한 침투속도 변화는 60년대 이전부터 토양 물리학자들

의 관심사였지만 대부분 토양 표면에서 측정되었다(Arend, 1941; Burgy

and Scott, 1952; Scott and Burgy, 1956). 발수성 토양에서 침윤선의 이

동 속도가 발수층을 기준으로 작아졌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은

DeBano et al. (1967)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70년대에는 산불에 의한

토양 수리 특성에 관한 Whigham (1976)의 석사학위논문이 유일하였는

데, double-ring infiltrometer(이중링 침투계)로 측정된 토양 포화 수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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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가 연소 직후에 최대로 낮아졌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 폭이 줄어

들었다.

그 후, 산불 또는 가열피해를 받은 토양 수리전도도에 관한 연구는

1984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Mallik et al., 1984). Mallik

et al. (1984)에 따르면 이중링 침투계로 측정한 heather 연소 사이트의

포화 수리전도도가 대조군보다 최대 74% 감소하였고 표층 토양 함수율

증가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도 산불피해 토양의 포화 수

리전도도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s and Cundy,

1989; Valzano et al., 1997). 토양 가열이 발수성 및 수리전도도에 미치

는 영향을 보기 위해, García-Corona et al. (2004)이 가열온도별로 토양

발수성(WDPT 방법), 포화 수리전도도(정수위 방법)를 측정한 결과, 22

0℃까지 발수성이 증가한 동시에 포화 수리전도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380℃에서 발수성은 사라졌지만, 유기물 감소에 따른 토양 물리성

변화로 인해 포화 수리전도도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표유출 및

토양 유실 가속을 초래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산불이 토양 수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토양 발수성 변화에 따른 초

기 침투속도 감소와 이로 인한 지표유출 증가로 나타났다(Burch et al.,

1989; Robichaud, 2000). Burch et al. (1989)와 Robichaud (2000)의 연구

에서는 인공강우기를 이용하여 발수성이 상대 침투속도(침투속도와 강우

강도의 비) 또는 시간당 유출량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산

불에 의한 발수성이 초기 침투속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두 연구에서

모두 강우 시작 후 30분 동안 지속되었다. 인공강우실험을 진행한

Leighton-Boyce et al. (2007)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

서 강우 발생 시 지표유출(infiltration-excess runoff 또는 Hortonian

overland flow)이 더 쉽게 발생하여 돌발홍수나 토석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Ebel and Moody, 2017; Robichaud, 2000).

한편, Fox et al. (2007)이 산불에 의한 토양 발수성이 토양 입단 안정

성, 포화 수리전도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결과, 포화 수리전

도도는 발수성(WDPT 시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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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y et al. (2009)도 토양의 발수성과 현장 포화 수리전도도 및 침투

습윤계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앞서 산불로 인해 토양 수리 특성이 변하는 것은 토양이 가열되는 정

도와 연관이 있으며(DeBano, 1981, 2000a; Doerr et al., 2004;

García-Corona et al., 2004), 토양 가열 효과는 산불피해도에 따라 간접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Jordán et al., 2011; Lewis et al., 2006;

MacDonald and Huffman, 2004; Rodríguez-Alleres et al., 2012). 따라서

최근에는 산불피해도에 따른 포화 수리전도도 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Ebel et al., 2022; Moody et al., 2016). Moody et al. (2016)에 따

르면 산불피해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리전도도가 더 크게 감소하였다. 또

한, 산불로 인해 감소한 토양의 포화 수리전도도가 산불 발생 전 수준으

로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에서 수년으로 다양하다(Ebel and

Martin, 2017). 포화 수리전도도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산불피해도에 따

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피해도가 낮을수록 회복 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Ebel et al., 2022).

제 4 절 산불 발생 후 강우 유출량 변화

산불 발생 후 식생 및 지표피복 연소로 인한 강우차단량(rainfall

interception) 감소(Stoof et al., 2012; Winkler et al., 2010)와 토양 수리

특성(예: 발수성, 수리전도도, 재층 등) 변화에 따른 침투량 감소는 강우

유출량 및 홍수량 증가 원인이다(Imeson et al., 1992; Larsen et al.,

2009; Robichaud et al., 2016; Shakesby et al., 2000). 국내의 경우, 유역

단위의 연구는 정용호 등(2004)의 산불피해지 강우-유출 실측연구가 유

일하고, 이 연구에서는 산불피해지에서 직접유출이 강수량의 약 41%였

으며 미피해지(22%)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Lucas-Borja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처방화입(낮은 산불피해도)을 진행한 지역의 유출

량이 200일 이후부터 증가하였고 낮은 강우강도에서는 유출량 차이가 없

다고 하였다. Wine and Cadol (2016)은 유역 내 3∼5년 이내에 산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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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받은 지역이 전체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때 유출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Goeking and Tarboton (2020)은 산불과 같은 교

란(disturbance)으로 인해 고사율(mortality)이 증가하여 증발산량이 감소

하여 하천 유출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교란 발생 후 유출량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유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층 복사

량 증가로 인한 증발량 증가와 빠른 식생 회복으로 인한 증산량 증가 때

문이라고 하였다.

산불이 수문 순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단 및 증발산, 침투 및 유

출 등 두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산불 발생 후 토양의 침투속도가 변하

지 않을 경우, 식생층 및 유기물층의 변화로 인해 토양에 도달하는 강우

량(net precipitation or throughfall)이 증가하여 유출량이 많아지게 된다

(Moody and Martin, 2001; Moody et al., 2013; Winkler et al., 2010).

또한, 산불 발생 후 토양에 발수층이 형성되면 토양의 입단 안정성(soil

aggregate stability)이 증가하고(Fox et al., 2007), 분해저항력이 강한 소

수성 유기물의 생성으로 인해 토양 탄소 저장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Mataix-Solera and Doerr, 2004; Piccolo et al., 1999). 하지만 토양의

침투능 감소, 지표유출 및 토양 침식 증가, 양분 유실(nutrient loss) 등

과 같은 피해도 나타난다(Imeson et al., 1992; Jordán et al., 2013).

먼저, 산불피해도가 높은 피해지는 하층뿐만 아니라 수관부의 잎들까

지 소실되어 강우 발생 시 수관 강우차단량(Helvey and Patric, 1965)과

낙엽 강우차단량(Li et al., 2020)이 감소하게 된다. 강우차단량의 감소는

토양의 침투 및 유출 생성과 함께 유역의 유출량에 영향을 주게 되어,

산불피해지에서는 2년 빈도의 강우에도 홍수가 발생하기도 한다(Kunze

and Stednick, 2006; Moody and Martin, 2001). 특히 산불피해도의 증가

는 엽면적 변화뿐만 아니라 고사율 증가와 연관이 있기에 산불 발생 후

증발산량의 변화는 산불피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Hallema et al.,

2017; Ma et al., 2020; Poon and Kinoshita, 2018; White et al., 2020).

높은 강도의 산불이 발생하면 엽면적 감소에 따른 알베도(albedo)의 증

가로 인해 증발산량이 약 20%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Dor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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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따라서 산불이 수문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불피

해도에 따른 강우차단량 및 증발산량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산불피해도가 낮은 경우, 발수성 부후층과 발수성 토양이 혼재하여

(Ebel et al., 2012), 산지사면에서의 수리적 연속성(hydraulic

connectivity)과 공간적 복잡성(spatial complexity)에 영향을 준다(Ebel

et al., 2012; Moody et al., 2016). 산불에 의해 형성된 발수성은 한계함

수율에 이후 친수성으로 바뀌지만 낙엽 부후층의 발수성은 잘 변하지 않

는다. 토양 수리 특성 변화와 더불어, 유기물의 연소로 인해 토양 표면에

재(ash)가 뒤덮인다. 일반적으로 재는 수분저류능(water holding

capacity)과 수리전도도의 차이로 토양과 구분이 된다(Kinner and

Moody, 2010). 재층은 침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전체 유역에

서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Bodí et al., 2014). 재층은 높은 현장 포화

수리전도도와 침투습윤계수를 가진다(Moody et al., 2009). Woods and

Balfour (2010)의 연구에서 두꺼운 재층(>2cm)이 존재하면 토양 침투량

이 26∼30% 증가하였다. 또한, 재는 토양의 공극막힘(pore-clogging)을

유발하기도 한다(Stoof et al., 2016; Woods and Balfour, 2010). 재층은

토양보다 침투능이 좋기에 완충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재에 의한 토양

차폐 현상은 더 많은 지표유출을 유발한다(DeBano, 2000a; Martin and

Moody, 2001). Larsen et al. (2009)는 산불 발생 후 강우 유출량 및 토

사유출량의 증가는 토양 차폐의 영향이 발수성의 영향보다 크게 작용한

다고 하였다. 한편, 토양 표면에 형성된 차폐층은 토양을 피복보호하여

토양 유실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Balfour et al., 2014).

종합하면 산불은 수문 순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강우 유출

량의 변화를 초래한다. 산불 발생으로 인해 산불피해를 받은 산림지역의

수문복잡성이 증가하기에 산불피해도 기반 접근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불이 토양의 수리 특성에 주는 영향과 이들의 수문학적 거

동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역 단위의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

하기 위해 산불피해 유역의 강우-유출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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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기존의 수문 장기모니터링 유역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산불피해지처럼 유출량 자료가 없는 미계측유역에는 NRCS-CN

방법(구 SCS-CN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유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

SCS-CN 방법은 1954년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1956년에

NEH-4(National Engineering Handbook-4)에 소개된 후 여러 차례 수정

되었으며, 현재는 NRCS-CN 방법으로 불리고 있다(Mishira and Singh,

2003; 홍석영 등, 2010). NRCS-CN 방법은 토지이용상태, 식생피복상태,

수문학적 토양군의 종류에 따라 CN을 결정하여 유효우량(직접유출량)을

산정한다(환경부, 2019). 하지만 미국 전역을 조사하여 얻은 토지피복 및

수문학적 토양군(또는 수문학적 토양유형, hydrologic soil group, HSG)

에 따른 CN 기준은 토지이용상태나 지형이 다른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각 지역에 부합하는 CN값을 결정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전국

적 HSG의 결정 및 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정강호 등, 2007; 한

경화 등, 2017; 허승오 등, 2009). 현재 국내의 HSG의 분류는 정강호 등

(2007)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며 수치토양도 또는 정밀토양도에 HSG가

반영되어 있다. 최근에는 포화 수리전도도와 불투수층 깊이에 따른 HSG

분류 연구가 진행되어 주관적인 판단과 정성적인 평가로 분류하였던

HSG를 정량적으로 재분류하였다(한경화 등, 2017).

또한, CN은 HSG뿐만 아니라 토지피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에, 국

내 상황에 맞는 토지피복(논, 산지 또는 산림 등)을 고려한 연구도 진행

되었다(김정호 등, 2014; 오경두 등, 2005; 윤현찬, 2010; 임상준과 박승

우, 1997). 우리나라 국토의 약 65%인 산림지역의 CN값 산정에 관한 연

구는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Im et al., 2020; 김상민 등, 2009;

박동혁 등, 2017). 배덕효 등(2003)은 국내 피복분류에 적용하기 위해 미

국의 토지피복 항목별 CN을 재조합하여 환경부의 위성영상 피복분류항

목에 해당하는 CN을 HSG별로 구했으며 산림지역은 HSG A, B, C, D형

별로 각각 47, 68, 79, 86으로 제안하였다. 오경두 등(2005)은 97%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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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미개발 산지 소유역의 강우-유출자료를 이용하여 중앙값

CN 72를 제시하였다. 김상민 등(2009)은 국립공원내 미계측 산림지역의

설계홍수량 추정을 위해 산림에서의 CN을 윤호중(1995)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 윤호중(1995)은 확률분포법으로 선행토양함수조건(antecent

soil moisture condition, AMC)별 CN인 CN(I), CN(II), CN(III)를 침엽수

림 62, 74, 84, 활엽수림 59, 72, 82, 혼효림 70, 80, 87을 도출하였다. 박

동혁 등(2017)은 수문학적 조건(hydrologic condition, HC) 등급에 따른

산림의 유출곡선지수 산정을 위해 실측된 강우-유출 자료를 이용하여

방법별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산림의 CN은 AMC-II 기준으

로 수문학적 토양군 A는 54, 55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SG

A형의 CN으로부터 B, C, D형의 CN을 산정하기 위해, Enderlin and

Markowitz (1962)의 CN aligner 공식을 사용하였다. Im et al. (2020)은

아시아 여러 나라 산림유역의 관측 자료로부터 AMC II 조건의 CN 73

을 제안하였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아직 산불피해지 CN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

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산불피해를 받은 몇몇 유역의 CN에 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Hawkins and Barreto-Munoz, 2016). 산불 발생 전후

CN 비교를 한 연구는 대부분 미국에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그리스

(Soulis, 2018)에서도 발표되었다. 이는 산불피해지의 회복 기간이 상대

적으로 짧고 산불 발생 후 CN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빨라 CN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Hawkins and Barreto-Munoz (2016)는 지금까

지 발표한 산불피해지의 CN 값들을 취합 및 정리하였으며 적용 대상지

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

면 산불피해유형에 따라 CN 증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기에 산불피해

유역의 CN 산정을 위해 유역의 산불피해유형 분포를 반영해야 한다.



- 25 -

제 3 장 Red-edge 밴드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반 산불피해유형 분류

제 1 절 연구배경

산불은 크게 하층식생 및 임상물(forest floor)이 연소하는 지표화

(surface fire), 나무의 줄기가 타는 형태인 수간화(stem fire), 수관부가

연소하는 수관화(crown fire) 및 땅속 연료가 타는 지중화(ground fire)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다(변우연, 1993). 산불의 형태는 연료의 가연성

(combustibility), 함수율(moisture content) 등 연료 자체 특성과 바람,

상대습도 등 기상 조건, 그리고 연료의 공간적 분포 등 여러 요소에 따

라 달라진다(이병두, 2005). 산불의 다양한 형태로 인해 산불피해지의 피

해양상은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나타난다(Heward et al., 2013). 산불피

해의 공간적 이질성으로 인해, 산불피해 현장 조사 시 많은 시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원명수 등, 2014). 이를 보완하고자 산불피해도 평

가는 보통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한다.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한 산불피해 평가는 주로 인공위성 영상을 사용

하며(Meng and Zhao, 2017; Veraverbeke et al., 2018), 산불피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이하 산불피해 관련 지수)를 이용한다(Robinson,

1991; Koutsias and Karteris, 2000). 이에 따라, 다양한 산불피해 관련

지수를 활용한 산불피해유형(산불피해도, 산불피해강도, 산불피해등급

등) 분류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보미, 2021; 박성욱 등, 2018; 심성문 등,

2020; Fernández-Manso et al., 2016; Navarro et al., 2017). 하지만 시공

간적으로 다양한 산불피해지에서 모두 적용가능한 산불피해 관련 지수는

없기에(Tran et al., 2018), 촬영 시기에 따른 임계값(threshold) 조정(원

명수 등, 2014) 또는 각 지역에 맞는 산불피해 관련 지수의 조합(심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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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20) 등의 방법을 통해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산불피해유형 분류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

법인 기계학습을 활용한 원격탐사 기반 산불피해유형 분류 기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김대선과 이양원, 2020; 김보미, 2021; 심성문 등,

2020; 윤형진과 정종철, 2020; 이승민과 정종철, 2019; 이효진, 2020;

Collins et al., 2018, 2020; Jain et al., 2020). 하지만 대부분 인공지능 산

불피해유형 분류는 특정지역에 적합하도록 학습되기 때문에 다른 산불피

해지역에서는 분류정확도가 낮다. 이를 보완하고자 심성문 등(2020)은

NDVI, NBR 등 광학 기반 지수와 합성개구레이더의 전후 시기 영상을

조합하여 기계학습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관련 지수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시공간적 범용성에는 한계를 보였는데, 이는 촬영

시기가 달라 식생 회복에 따른 식생 상층부 반사 신호 변화가 원인이라

고 하였다.

한편, red-edge 파장대 원격탐사가 가능한 Sentinel-2 위성이 발사된

2015년부터는 red-edge 및 SWIR 밴드를 이용한 산불피해지 탐지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Amos et al., 2019; Fernández-Manso et al.,

2016; Filipponi, 2018, 2019; Mallinis et al., 2018; Navarro et al., 2017;

Roy et al., 2019; Smiraglia et al., 2020). Navarro et al. (2017)은 705

nm 파장대를 이용한 지수가 740 nm, 783 nm 파장대 기반 지수보다 정

확도가 높다고 하였다. Fernández-Manso et al. (2016)은 red-edge 파장

대의 엽록소 관련 지수가 산불피해지 분류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산불피해유형 분류를 위한 red-edge 기반 산불피해 평가지수의 적용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red-edge 기반 산불피해정도 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산불 피해지역 및 영상 시기(단일시기 영상, 산불 발생 전후 영상)를 다

양하게 조합하여 기계학습을 진행하고, 산불피해유형 분류기의 성능평가

를 통해 산불 발생 시기와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가능한 산불피해유형 분

류 모델을 선정하고자 진행하였다. 또한, XAI를 활용하여 선정된 분류기

를 해석하여 산불피해정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산불피해 관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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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및 참조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9년 강릉ㆍ동해 대형산불 피해지(이하 강릉ㆍ동해

산불지), 2020년 울산시 울주군 대형산불 피해지(이하 울산 울주 산불

지), 2020년 안동시 풍천면 대형산불 피해지(이하 안동 풍천 산불지),

2021년 안동시 임동면 대형산불 피해지(이하 안동 임동 산불지) 등 네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중 강릉ㆍ동해 산불지를 제외한 나

머지 세 곳의 참조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한 공간정보(GIS) 자

료를 사용하였다. 강릉ㆍ동해 산불지의 경우, GIS 자료가 없어서 원명수

등(2019)이 발표한 피해지도를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하여 참조자

료로 만들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참조자료들은 모두 국립산림

과학원(2013)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표2-1).

2019 강릉ㆍ동해 대형산불은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화하여 강

풍을 따라 동해시 망상동까지 퍼져서 전체 피해면적이 약 1,500 ha에 달

하였다. 그중 산림지역만 볼 때, 수관전소피해(CC), 수관열해피해(FN),

지표화피해(SC) 유형별로 각각 557, 507, 176 ha로 나타났다(그림3-1).

해당 참조자료는 아리랑3A 위성영상의 단일시기 NDVI값 무감독 분류를

통해 제작되었다(원명수 등, 2019).

2020 울산시 울주군 대형산불은 2020년 3월19일에 웅촌면 대복리에서

발화하여 전체 피해면적이 약 570 ha에 달했으며 CC, FN, SC 유형별로

각각 84, 302, 183 ha로 집계되었다(그림3-2).

2020 안동시 풍천면 대형산불은 2020년 4월 24일에 발생하였다. 전체

피해면적은 2,020 ha 달했으며 단일 산불 기준 2010년 이후 가장 큰 산

불로 나타났다. 유형별 피해면적은 CC 927 ha, FN 661 ha, SC 433 ha

로 집계됐다. 2020년 산불피해유형 지도는 산불 직후 단일시기 다중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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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영상자료를 이용해 식생지수 분석법으로 만들어졌다(그림3-3).

2021 안동시 임동면 대형산불은 2월 21일 발생하였고, 전체 피해면적

은 약 350 ha이며, CC, FN, SC 유형별로 각각 약 84, 124, 141 ha로 분

석되었다(그림3-4). 해당 지역 참조자료는 다중분광 드론 영상자료와 산

불 발생 전 Sentinel-2 위성 영상자료를 통해 식생지수 변화량(δNDVI,

dNDVI) 분석법으로 제작되었다.

네 참조자료 모두 “UB” 유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에, 기계학습에 필

요한 입력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ArcGIS Pro(Ver. 2.8.3, ESRI) 프로그램

으로 산불피해지 주변의 비교란 산림을 포함한 최종 참조자료를 만들었

다. 최종 참조자료의 임상도 분석 결과, 임상 코드별 면적 비율은 표3-1

과 같다.

표3-1. 연구대상지 임상 코드별 면적 비율

코드 코드명 강릉ㆍ동해 울산 울주 안동 풍천 안동 임동
1 침엽수림 69.4% 43.1% 75.8% 74.1%
2 활엽수림 20.9% 39.7% 16.1% 16.8%
3 혼효림 3.7% 14.8% 6.2% 5.2%
4 죽림 0.1% 0.6% 0.0% 0.0%
0 무립목지 5.9% 1.8% 1.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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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2019 강릉ㆍ동해 대형산불 피해지 참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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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2020 울산시 울주군 대형산불 피해지 참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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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2020 안동시 풍천면 대형산불 피해지 참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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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2021 안동시 임동면 대형산불 피해지 참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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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영상 자료

Sentinel-2 위성의 다중분광 위성영상 자료는 Google의 클라우드 컴

퓨팅 플랫폼인 Google Earth Engine(GEE) Javascript API를 통해 취득

하였다. Sentinel-2에 탑재된 다중분광 센서의 밴드별 파장 및 해상도는

표3-2와 같다(ESA, 2021). 원격탐사 연구에 자주 쓰이는 공개자료 위성

영상인 Landsat 7, 8의 밴드는 그림3-5와 같다(USGS, 2019). Landsat은

공간 해상도가 30 m이고 재방문 주기가 15일이지만, Sentinel-2 위성은

2∼3일의 재방문 주기를 가진다. 두 위성을 비교하면, Sentinel-2 위성은

비록 늦게 발사되어 과거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높은 해상도와 짧은 재

방문 주기 및 Red-edge 파장 지원 등 장점이 있어 활용 잠재력이 높다.

연구목적에 따라 Landsat 및 Sentinel-2를 결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Bar et al., 2020; Mallinis et al., 2018; Roy et al., 2019).

이번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 안에서 Sentinel-2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

었기에 최종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Sentinel-2만을 이용하였다. 또한, 대

기보정을 마친 영상(Level-2A)을 사용하였으며 밴드마다 공간 해상도(표

3-2)가 달라서 10 m 해상도로 재샘플링(resampling) 하였다.

표3-2. Sentinel-2 다중분광 센서의 밴드별 파장 및 해상도. NIR: 근

적외선; SWIR: 단파적외선

밴드 파장(nm) 대역폭(nm) 해상도(m)
B2 – Blue 490 65 10
B3 – Green 560 35 10
B4 – Red 665 30 10
B5 – Red Edge 1 705 15 20
B6 – Red Edge 2 740 15 20
B7 – Red Edge 3 783 20 20
B8 – NIR 842 115 10
B8A – NIR narrow 865 20 20
B11 – SWIR 1 1,610 90 20
B12 – SWIR 2 2,190 1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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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Sentinel-2와 Landsat 7, 8에 탑재된 다중분광 센서 비교

(USGS, 2015). L7: Landsat 7

위성영상 자료는 영상취득 시의 구름 커버율(cloudy pixel percentage,

CPP)이 낮을수록 유효픽셀수가 많아 품질이 좋다. 또한, 선행강우에 따

라 밴드의 반사율이 다르므로, 기상청 강우 자료를 확인하여 선행강우

후 경과일수가 큰 동시에 산불 발생 날짜와 최대한 가까우며 구름 커버

율이 가장 낮은 영상을 사용하였다. 선정된 위성영상 자료의 정보는 표

3-3과 같다.

표3-3. 분석에 사용된 Sentinel-2 영상정보(촬영시기, CPP). CPP: 구

름 커버율

구분 산불 전 영상 CPP 산불 후 영상 CPP
강릉ㆍ동해 2019년 4월 3일 0.60% 2019년 4월 20일 0.89%
울산 울주 2019년 3월 26일 0.47% 2020년 3월 25일 0.14%
안동 풍천 2019년 5월 3일 0.35% 2020년 4월 29일 0.21%
안동 임동 2020년 3월 5일 3.35% 2021년 3월 10일 2.84%

3. 산불피해 관련 지수 및 데이터 전처리

선정된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산불 직후 영상자료(이하 Post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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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산불 발생 전후 차이 영상자료(이하 Delta 자료) 등 두 종류의 영

상자료를 만들었다. 그 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기존에 사용된 산불피해

관련 지수 23가지와 이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한 지수 2가지(NBRre3와

NDre3r)를 계산하였다(표3-4). 밴드 반사율의 산불 발생 전후 차이는 식

(3.1)과 같이 변화율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3.1)

여기서 ρ는 위성영상 각 밴드의 반사율이고 ρpre는 산불 발생 전 반사율

이며 ρpost는 산불 발생 후의 반사율이다.

이어 산불 후 Post 자료와 Delta 자료를 밴드, 지수, 밴드+지수 등 세

가지 조합으로 나누고 각각 Post 밴드, Post 지수, Post 전체, Delta 밴

드, Delta 지수, Delta 전체로 명명하였다.

시공간적으로 범용 가능한 모델 선정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

지 방법으로 지도학습을 진행하였다. 방법1은 울산 울주 산불지, 안동 풍

천 산불지, 그리고 안동 임동 산불지 등 세 곳의 자료로 각각 지도학습

을 진행한 후 지도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두 지역 산불피해자료로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방법2는 방법1에서 사용된 세 지역

의 자료를 혼합하여 지도학습을 진행한 후 자체 검증데이터 및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지역인 강릉ㆍ동해 산불지 자료로 검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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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분류에 사용된 산불피해 관련 지수

지수 지수 이름 계산식 참고문헌

BAI Burned Area Index    Chuvieco et al.
(2002)

BAIS2 Burned Area Index for Sentinel-2    Filipponi (2018)

CIre Chlorophyll Index red-edge    Gitelson et al.
(2006)

DVI Difference Vegetation Index   Tucker (1979)

FBI Fire Burn Index    이수진 등 (2017)

FWI Forest Withering Index    박성욱 등 (2019)

GNDVI
Gree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Buschmann and

Nagel (1993)

MIRBI Mid-Infrared Bi-spectral Index    McCarley et al.
(2018)

MSRre Modified Simple Ratio red-edge    
Chen (1996)

MSRren
Modified Simple Ratio red-edge
narrow     Ferna ́ndez-Manso

et al. (2016)

NBR Normalized Burn Ratio   Key and Benson
(2006)

NBR2 Normalized Burn Ratio 2   Unknown

NBRre3 Normalized Burn Ratio red-edge 3   신규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Tucker (1979)

NDVIre1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red-edge 1   Gitelson and

Merzlyak (1994)

NDVIre1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red-edge 1 narrow   Ferna ́ndez-Manso

et al. (2016)

NDVIre2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red-edge 2   Ferna ́ndez-Manso

et al. (2016)

NDVIre2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red-edge 2 narrow   Ferna ́ndez-Manso

et al. (2016)

NDVIre3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red-edge 3   Ferna ́ndez-Manso

et al. (2016)

NDVIre3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red-edge 3 narrow   Ferna ́ndez-Manso

et al. (2016)

NDre1 Normalized Difference red-edge 1   Gitelson and
Merzlyak (1994)

NDre2 Normalized Difference red-edge 2   Barnes et al.
(2000)

NDre3r
Normalized Difference red-edge 3
red   신규

PSRI Plant Senescence Reflectance Index   Merzlyak et al.
(1999)

SR Simple Ratio  Birth and McVey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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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입력자료를 만들기 위해 해당 영상에서 각 피해유형을 기준

으로 층화 임의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진행하였다. 원칙적

으로 각 지역의 피해유형별 면적 중 가장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추출하

였으며 참조자료의 해상도 차이에 따라 추출된 개수가 다를 수 있다. 추

출한 데이터의 개수는 표3-5와 같다. 방법2에서는 과적합(over-fitting)

방지를 위해 안동 풍천 지역의 추출 개수를 제한하였다. 또한, 각 방법의

전체 데이터 수가 충분하므로 학습용 데이터 세트와 자체 검증용 데이터

세트를 9:1 비율로 나눴다. 자체 검증용이 아닐 경우에는 임의 추출을

진행하지 않았다.

표3-5. 산불피해유형별로 추출된 픽셀의 개수

산불피해유형
수관전소피해 수관열해피해 지표화피해 미피해

방법1
울산 울주1) 4,725 8,000 8,000 8,000
안동 풍천(1) 15,000 15,000 15,000 15,000
안동 임동 8,000 8,000 8,000 8,000

방법2
안동 풍천(2) 8,000 8,000 8,000 8,000
전체2) 20,725 24,000 24,000 24,000

1) CC는 참조자료 해상도 차이에 의한 결과
2) 울산 울주+안동 풍천(2)+안동 임동

4. 지도학습 알고리즘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분류 성능이 좋은 트리 기반 앙상블

(ensemble) 모델인 Random Forest(RF, Breiman, 2001), Extremely

Randomized Trees(ET, Geurts et al., 2006), Xgboost(Chen and

Guestrin, 2016), LightGBM(Ke et al., 2017) 등 네 가지 알고리즘을 사

용하였다.

앙상블 모델이란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의 과적합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분류 및 회귀 트리(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CART) 기반의 알고리즘을 말한다. 앙상블 모델에는 배깅(bagging)과

부스팅(boosting)이 있는데, 여기서 배깅이란 Bootstrap Aggreg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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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이다. 대표적인 배깅 모델에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다.

랜덤포레스트(RF) 알고리즘은 부트스트랩, 즉 복원추출법을 통해 데

이터를 나눈 후 각각 학습한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들을 생성한 다음

다수결 방식으로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엑스트라 트리(ET) 알고리즘은 RF와 달리 복원추출을 하지 않고 전

체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눈다. 무작위로 구분하면 성능은 낮아지지만 계

산 속도는 빨라진다. 따라서 ET모델은 RF에 비해 더 많은 트리의 훈련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적합을 줄이고 검증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

며 결과적으로 RF보다 빠른 속도를 갖는 특징이 있다.

RF, ET처럼 독립적으로 학습된 결정 트리들의 결과를 합계하는 것과

달리, 부스팅 모델은 결정 트리 간에 영향을 주며 이전 학습 트리 결과

의 오답 데이터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한

다. 즉, 부스팅은 병렬식 구조가 아닌 직렬식 구조이다. 이는 성능이 좋

은 대신 속도가 느리고 과적합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기도 하다. 대표적

인 부스팅 모델에는 AdaBoost, Gradient Boosting Machine(GBM)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GBM 변형 모델인 Xgboost, LightGBM를 사용하였다.

Xgboost는 기본적으로 GBM인데 병렬처리, 가지치기, 하드웨어 최적화

등 시스템 최적화와 정칙화(regularization) 외의 여러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성능을 높였다. LightGBM은 GBM 계열의 level-wise(균형 트리

분할)이 아닌 leaf-wise(잎 중심 트리 분할) 방법을 사용하기에 트리가

깊어져도 계산량이 크지 않아 정확도와 효율성이 우수한 알고리즘이다.

대신 데이터가 적을 때 과적합 위험이 크기 때문에 10,000개 이상의 데

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 외, LightGBM보다 계산시간이 조금 길고 범주

형 자료학습에 특화된 CatBoost도 있으나, 이번 연구의 입력변수에 범주

형 자료가 없는 관계로 시간효율 대비 이점이 크지 않아 사용에서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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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utoML 설정

이 연구에서는 최신 AutoML 기법인 FLAML(Fast and Lightweight

AutoML)을 이용하여 지도학습을 진행하였다(Wang et al, 2021).

FLAML은 경제적(cost-effective)인 초매개변수 최적화(hyper-parameter

optimization, HPO) 기법이다. 자동 HPO 작업은 보통 많은 양의 연산이

필요하다. FLAML은, 특유의 Blended search 방법으로 기존 HPO에 사

용된 Grid search나 Randomized search 방법보다 HPO 소요 시간을 단

축하고 성능도 높였다(Wang et al., 2021). FLAML은 모델 훈련 시 훈련

데이터(training set)에 대해 기본적으로 9:1 비율의 5-fold 교차검증을

진행하면서 오류율이 가장 낮은 초매개변수 조합과 알고리즘을 찾는다.

표3-6. 학습 시간에 따른 예비 실험 결과

입력 밴드 조합 10분 학습 20분 학습 30분 학습
B4, 5, 7, 8, 11, 12 0.858 0.838 0.860
B2∼8, 8A, 11, 12 0.853 0.853 0.845
B4, 8, 8A, 11, 12 0.827 0.843 0.836
B5∼7 0.831 0.827 0.833
B2∼4, 8, 8A, 11, 12 0.798 0.788 0.798
B4, 8, 11, 12 0.771 0.777 0.759
B2∼4, 8, 11, 12 0.745 0.743 0.749
B2∼4, 8 0.629 0.640 0.645
평균 0.789 0.789 0.791

또한, 대부분 AutoML 기법은 학습 시간 설정에 따라 최적화 정도가

달라진다(Bergstra and Bengio, 2012). 따라서 효율적인 HPO 시간을 결

정하기 위해, FLAML의 학습 시간을 10, 20, 30분으로 각각 설정하고 예

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표3-6) 이번 연구에서는 학습 시간에

따른 성능 향상이 뚜렷하지 않아, FLAML의 학습 시간을 10분으로 최종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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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능평가

분류기의 성능평가는 혼동행렬(confusion matrix)을 이용하였다. 혼동

행렬을 이용하면 분류 모델의 정확도(accuracy), 오류율 또는 예측 오차

(error rate),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점수 등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정확도는 상황에 따라 전체 정확도(overall accuracy, OA),

정밀도는 사용자 정확도(user’s accuracy, UA), 재현율은 생산자 정확도

(producer’s accuracy, PA)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부분의 AutoML 기법

들은 오류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분류기의 신뢰도 평가엔 Cohen (1968)의 Kappa 상관계수

(Cohen’s kappa)를 많이 사용한다. Kappa 상관계수는 다음 식(3.2)와 같

이 계산할 수 있으며,

 
(3.2)

여기서 K는 Kappa 상관계수 값, PA는 평가자 간 일치 확률을 말하며,

PC는 우연히 일치할 확률을 말한다. Kappa 상관계수에 따른 일치도 평

가는 Landis and Koch (1977)의 해석을 따른다(표3-7). 이 연구에서는

정확도 외에도 추가로 F1 점수와 Kappa 값으로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표3-7. Kappa 상관계수(K)의 범위에 따른 일치도

K Strength of agreement
0∼0.2 Slight
0.2∼0.4 Fair
0.4∼0.6 Moderate
0.6∼0.8 Substantial
0.8∼1.0 Almost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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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델 해석

인공지능이 어떤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를 보기 위해, 먼저 성능

이 제일 좋은 분류기를 선정한 후 XAI 기법인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 분석을 진행하였다. SHAP은 변수의 유무에 따른 협력 게

임이론의 Shapley value(섀플리 값, 샤플리 밸류, 샤플리 값) 계산을 통

해 그 변수가 모델의 의사결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한다

(Lundberg and Lee, 2017). Shapley value는 값이 클수록 분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변수의 분류 영향력 또는 분류에 있

어 변수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지도학습은 클라우드 기반의 Google Colab에서 진행하였다. AutoML

은 Python(ver. 3.7.12)의 FLAML(ver. 0.7.1)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분

류기의 변수 기여도 해석을 위해 SHAP(ver. 0.40.0) 패키지를 활용하였

다. 전체적인 분석과정은 그림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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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AutoML 및 SHAP 기반 위성영상 분석 흐름도. AutoML: 자동 기계학습; SHAP: SHapley

Additive exPlanation (python 패키지); GEE: Google Earth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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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과 및 고찰

1. 방법1 – 각각의 지역으로 지도학습

우선, 24가지 조합의 지도학습 자료에 대해 AutoML을 진행한 결과,

모든 자료에서 LightGBM 알고리즘이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울산 울주 산불지 자료의 6가지 조합별로 AutoML을 진행한 분류기

의 성능은 다음 표3-8과 같다. 이 분류기들로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와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에서 교차검증을 진행한 결과는 표3-9와 같다. 안

동 풍천 산불지의 경우, Post 지수에서 정확도 0.781, Kappa 계수 0.678,

F1 0.771로 예측 성능이 가장 좋게 나왔고 Delta 밴드에서 가장 낮은 성

능을 보였다. 반면 안동 임동 산불지의 경우, Delta 지수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Post 밴드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다.

표3-8. 울산 울주 분류기의 자체 검증 성능

입력자료 정확도 Kappa F1
Post 밴드 0.813 0.747 0.813
Post 지수 0.801 0.730 0.801
Post 전체 0.808 0.740 0.809
Delta 밴드 0.731 0.635 0.731
Delta 지수 0.804 0.735 0.804
Delta 전체 0.800 0.729 0.800

표3-9. 울산 울주 분류기의 교차검증 성능

울산 울주

입력자료

안동 풍천 안동 임동
정확도 Kappa F1 정확도 Kappa F1

Post 밴드 0.753 0.631 0.735 0.561 0.399 0.550
Post 지수 0.781 0.678 0.771 0.584 0.437 0.579
Post 전체 0.776 0.669 0.765 0.602 0.461 0.600
Delta 밴드 0.650 0.508 0.632 0.579 0.425 0.567
Delta 지수 0.654 0.542 0.663 0.668 0.555 0.671
Delta 전체 0.636 0.516 0.639 0.654 0.53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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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8과 표3-9를 종합하면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의 Post 지수가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의 Post 지수와 가장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안

동 임동 산불피해지의 경우, 모든 조합에서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보다

정확도가 확연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울산 울주 분류기의

범용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 울주 검증데이터 세트, 울

산 울주 분류기의 다른 지역 교차검증의 자세한 예측 결과는 부록1∼6에

있다.

다음으로,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의 6가지 조합별로 AutoML을 진행한

분류기의 성능은 표3-10에 나와 있다. 이 분류기들로 울산 울주 산불피

해지와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에서 교차검증을 진행한 결과는 표3-11과

같다.

표3-10과 표3-11을 종합하여 보면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의 모든 조합

이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및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와 유사성이 낮을 것

으로 판단된다.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와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는 임상

분포가 비슷하기에(표3-1), 안동 임동 교차검증 예측 성능이 낮은 것은

산불 발생 시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의 검증데이터 세트, 안동 풍천 학습기의 다른 피해지역 교차

검증 세트의 상세한 예측 결과는 부록7∼12에 있다.

표3-10. 안동 풍천 분류기의 자체 검증 성능

입력자료 정확도 Kappa F1
Post 밴드 0.865 0.819 0.865
Post 지수 0.858 0.810 0.858
Post 전체 0.860 0.814 0.861
Delta 밴드 0.816 0.754 0.816
Delta 지수 0.857 0.809 0.857
Delta 전체 0.855 0.8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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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1. 안동 풍천 분류기의 교차검증 성능

안동 풍천

입력자료

울산 울주 안동 임동
정확도 Kappa F1 정확도 Kappa F1

Post 밴드 0.456 0.274 0.448 0.474 0.228 0.467
Post 지수 0.474 0.296 0.467 0.513 0.354 0.503
Post 전체 0.491 0.311 0.490 0.512 0.349 0.506
Delta 밴드 0.603 0.186 0.520 0.467 0.295 0.438
Delta 지수 0.703 0.430 0.658 0.643 0.519 0.632
Delta 전체 0.706 0.462 0.675 0.630 0.503 0.623

마지막으로,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의 6가지 조합별로 AutoML을 진행

한 분류기의 성능은 다음 표3-12와 같다. 이 분류기들로 울산 울주 산불

피해지와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에서 교차검증을 진행한 결과는 표3-13

과 같다.

표3-12. 안동 임동 분류기의 자체 검증 성능

입력자료 정확도 Kappa F1
Post 밴드 0.830 0.773 0.830
Post 지수 0.771 0.695 0.771
Post 전체 0.812 0.749 0.811
Delta 밴드 0.763 0.684 0.762
Delta 지수 0.785 0.713 0.784
Delta 전체 0.792 0.722 0.791

표3-13. 안동 임동 분류기의 교차검증 성능

안동 임동

입력자료

울산 울주 안동 풍천
정확도 Kappa F1 정확도 Kappa F1

Post 밴드 0.652 0.452 0.674 0.772 0.664 0.751
Post 지수 0.668 0.481 0.690 0.788 0.692 0.775
Post 전체 0.662 0.468 0.680 0.786 0.688 0.771
Delta 밴드 0.675 0.476 0.655 0.507 0.334 0.502
Delta 지수 0.699 0.505 0.684 0.557 0.404 0.562
Delta 전체 0.694 0.498 0.674 0.567 0.410 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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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2과 표3-13을 종합하여 보면 안동 임동면 산불피해지의 Post 자

료가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의 Post 자료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

불 발생 시기가 2개월 가까이 차이가 있고 두 지역의 임상 분포가 비슷

하기에 단일시기 영상의 반사 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동 풍

천 산불피해지의 검증데이터 세트, 안동 풍천 학습기의 다른 피해지역

교차검증 세트의 상세한 예측 결과는 부록13∼18에 나와 있다.

표3-8∼13을 종합하면, 하나의 지역으로만 훈련할 경우, 다른 지역에

서의 예측 정확도가 5∼5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공간적 범

용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차검증에서 정확도가 감소하는 원인

은 산불 발생 시기 차이에 따른 식생 차이일 수 있고, 같은 시기일 경우

임상 분포 차이일 수 있다(심성문 등, 2020; 원명수 등, 2019).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산불피해지 자료를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2. 방법2 – 세 지역으로 지도학습

혼합자료의 검증데이터 세트에 대해 예측을 진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도학습의 성능이 높게 나타났으며(표3-14), 입력자료 조합별 검증데이

터 분류 결과는 부록19에 나와 있다. 성능평가 지표를 종합하여 보면, 분

류기 성능이 가장 높게 나온 조합은 Delta 지수 세트이며 정확도 0.813,

Kappa 계수 0.750, F1 점수 0.813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류기 성능이 가

장 낮게 나온 조합은 Delta 밴드 세트이고 정확도 0.762, Kappa 계수

0.682, F1 점수 0.762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Sentinel-1과

Sentinel-2를 결합하여 지도학습을 진행하여 RF에서 가장 좋은 성능인

OA 82.3%를 보고하였다(심성문 등, 2020). 이번 혼합자료 학습기의 결과

(표3-14)는 Sentinel-1 위성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성문 등(2020)

의 결과와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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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4. 혼합자료 분류기 예측 성능

입력자료
혼합자료 강릉ㆍ동해

정확도 Kappa F1 정확도 Kappa F1
Post 밴드 0.808 0.744 0.809 0.756 0.649 0.762
Post 지수 0.790 0.720 0.790 0.750 0.649 0.768
Post 전체 0.814 0.751 0.814 0.767 0.667 0.776
Delta 밴드 0.762 0.682 0.762 0.656 0.479 0.639
Delta 지수 0.813 0.750 0.813 0.797 0.697 0.782
Delta 전체 0.810 0.746 0.809 0.799 0.698 0.782

학습된 혼합자료 분류기로 강릉ㆍ동해 피해지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

였다. 입력 조합별 혼합자료 분류기로 예측한 강릉ㆍ동해 산불 피해유형

분류 결과는 부록20∼26과 같다. 예측 결과, Delta 밴드를 제외한 모든

조합에서 정확도 및 F1 점수가 0.75보다 컸고, Kappa 계수는 0.6 이상으

로 나와 상당한 일치도(substantial) 구간에 속했다. 또한, 훈련에 사용되

지 않은 강릉ㆍ동해 지역 검증 성능이 자체 검증 성능보다 많이 감소하

지 않은 것(0.011∼0.052)으로 보아, 범용성이 좋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6가지 분류기 중 성능이 가장 좋지 않은 Delta 밴드 분류기는 강

릉ㆍ동해 지역 검증 시 정확도가 0.1 이상 감소하여 범용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Delta 밴드로 학습할 시, 식(3.1)의 변화율보다는 반

사율의 차이를 사용하면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학습 기반 산불피해유형 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중 교차검증을

진행한 사례는 심성문 등(2020)이 유일하다. 심성문 등(2020)의 연구에서

는 2019 강릉, 속초 사례로 학습한 모델이 2017 삼척 사례에 대해 예측

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심성문 등(2020)이 사용한 산불

전후 영상의 시간적(평균 약 1개월) 차이에 따른 식생 회복의 영향이라

고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산불 발생 전후 영상의 시간적 차이를

줄였기에 식생 회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Delta 지수 및 Delta 전체 분류기를 Post 자료의 분류기와 비교

하면(부록20) Post 자료 분류기는 UB에서 UA가 0.894∼0.950으로 높지

만, PA는 0.782∼0.850으로 Delta 지수(0.957) 및 Delta 전체(0.960)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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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낮았다. 이는 Post 자료 분류기가 UB 지역을 적게 예측하고,

Delta 지수 및 전체 분류기는 SC 지역을 적게 예측하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 원격탐사로 산불피해유형 분류 시 SC, UB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

(김보미, 2021; 심성문 등, 2020; Collins et al., 2018). 이를 감안할 때, 비

록 Delta 지수 분류기나 Delta 전체 분류기의 성능이 Post 자료보다 좋

을지라도 SC 구분이 잘 되는 Post 자료 기반 분류기가 산불피해유형 분

류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Post 자료 분류기의 성능평가

에서 정확도, Kappa 계수, F1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Post 전체 분류기

를 XAI 대상 모델로 선정하였다.

3. 분류 모델의 변수 기여도 해석

Post 전체 분류기의 해석을 위해, XAI 기법인 SHAP을 통해 모델의

변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Shapley value는 결과 도출에 각 변수가 얼

마나 기여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Shapley value가 클수록 예측

기여도가 높고 음수일 경우, 해당 유형 예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절대 영향도인 Shapley value의 절댓값

에 대한 막대그래프(그림3-7)를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 분류 시 MIRBI

> NBR2 > B2 > NDre1 > PSRI > BAIS2 > SR 순으로 기여도가 낮

아졌다.

다음으로 피해유형별로 변수 기여도 상위 20개 변수에 대한 Shapley

value 시각화를 통해 분석하였다(그림3-8∼11). 우선, 각각의 입력변수

값이 클수록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작을수록 파란색으로 표현된

다. 또한, X축은 입력변수 값에 따른 Shapley value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CC 피해유형을 예측한 경우(그림3-8), MIRBI, NBR2, B2,

NBR, NDVI, NDre3r, NBRre3 등은 파란색의 Shapley value가 크기에,

즉 입력변수의 값이 작을수록 CC 유형 예측에 기여도가 컸다. 반대로,

PSRI, BAIS2, B4, B12 등 변수는 값이 클수록(빨간색의 Shapley value

가 높음) CC 유형 예측에 기여도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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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FN 피해유형으로 예측할 경우(그림3-9), 전반적으로 Shapley

value가 CC 유형 예측 시보다 낮게 나타났다. 우선 NDre1, MSRren,

CIre 등 지수의 기여도는 CC 유형으로 예측할 때보다 높게 나타났고,

MIRBI, NBR2, B2, PSRI, BAIS2 등 지수들은 CC 유형에 이어 FN 유형

에서도 여전히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SR, NDre3r, NBR, FBI, NDVI,

B11, B4, NBRre3 등 지수들도 값에 따른 기여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외 변수들은 값에 따른 기여도 차이가 다소 작게 나타나

FN 유형 예측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음으로 SC 유형의 경우(그림3-10), FN 유형과 마찬가지로 MIRBI,

NBR2, NDre1 등 변수들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MIRBI, NDre1에서

는 양극단 값에 가까울수록 예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중간값에 치우칠수

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FN 유형과 비교하면 NDVI, PSRI,

GNDVI, B4, NDre3r 등은 비록 Shapley value가 작지만, 변수의 값에

따른 기여도 차이(색 분리)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UB 유형으로 예측한 경우(그림3-11), MIRBI, NBR2, B5,

B11, NDre1 등에서 지수 값에 따른 기여도 차이가 매우 선명하게 나타

났다. 산불피해지(CC, FN, SC)로 분류된 경우와는 반대로, MIRBI,

NBR2, B11 등 지수들의 값이 클수록 UB 유형 예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SC 유형과 비교할 시, B5 값이 낮을수록 UB 유형으로 예

측하였고 B11 값이 클수록 UB 유형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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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Post 전체 조합으로 학습한 모델의 변수 기여도. CC: 수관전

소피해; FN: 수관열해피해; SC: 지표화피해; UB: 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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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CC 유형 분류 시 입력변수별 기여도(Post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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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FN 유형 분류 시 입력변수별 기여도(Post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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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0. SC 유형 분류 시 입력변수별 기여도(Post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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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 UB 유형 분류 시 입력변수별 기여도(Post 전체)

종합하면, MIRBI, NBR2 등 지수들은 모든 유형에서 값에 따른 기여

도 차이가 분명하고 Shapley value도 크기에 피해유형 예측에 가장 중요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분류기의 CC와 UB에 대한 예측도가 높은

것은 CC 및 UB 피해유형에서 Shapley value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

기 때문에 FN, SC보다 더 잘 예측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FN과 SC

의 경우, 변수에 따른 Shapley value의 차이가 선명하지 않고 Shapley

value 자체도 낮기에 모델의 예측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습

된 모델이 FN 유형 예측 시 NDre1, B2, PSRI, CIre, SR 등 지수들의

영향이 크고, SC 유형 예측 시에는 NDVI, GNDVI, B4 등 지수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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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Post 전체 자료로 학습한 산불피해유형 분류기는 절대 기

여도 상위 20개 변수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시

도한 NDre3r, NBRre3 등 두 지수도 상위 20개 변수에 속했다.

따라서 Post 전체 자료의 변수 기여도 상위 20개 변수만 선택한 자료

(이하 Post 선택)로 AutoML을 진행해 보았다. 이 모델을 검증데이터에

대해 예측한 결과, 정확도 0.808, Kappa 계수 0.743, F1 점수 0.808로 나

타났다. 또한, 강릉ㆍ동해 산불피해지에 대한 검증을 실행한 결과, 정확

도 0.772, Kappa 계수 0.673, F1 점수 0.780으로, Post 전체 분류기와 유

사하여 범용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Post 선택 분류기로 강릉ㆍ동

해 피해지를 분류한 결과는 표3-15, 그림3-12에 나와 있다.

Post 선택으로 강릉ㆍ동해 산불피해지를 예측한 결과, Post 전체 분류

기의 예측 결과보다 조금 좋게 나타났다. 따라서, Post 전체 학습기의 변

수 기여도 분석을 통해 선정한 절대 기여도 상위 20개 변수로 만든 Post

최종 분류기도 Post 전체 분류기와 더불어 산불피해유형 분류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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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5. 강릉ㆍ동해 산불피해지 분류 결과 혼동행렬 – Post 선택.

CC: 수관전소피해; FN: 수관열해피해; SC: 지표화피해; UB: 미피해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48857 6836 98 22 55813 0.875
FN 10201 30090 7632 2426 50349 0.598
SC 80 5227 8250 3911 17468 0.472
UB 1330 1619 10888 82782 96619 0.891
계 60468 43772 26868 89141 220249
UA 0.808 0.687 0.307 0.929

그림3-12. Post 선택 분류기로 예측한 강릉ㆍ동해 피해지도

제 4 절 결론

이 연구는 red-edge 기반 산불피해 관련 지수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

법으로 산불 발생 시기와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 산불피해

유형 분류 모델을 선정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산불피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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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상 시기에 따른 다양한 조합으로 지도학습한 분류기에 대한 성능평

가를 진행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각각의 산불피해지역으로 훈련한 방법1

은 범용성이 낮게 나타났고, 여러 산불피해지역을 혼합한 자료로 훈련한

방법2는 다른 산불지역에 대한 성능 감소가 크지 않아 범용성이 좋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방법2로 학습한 각 분류기 혼동행렬 분석 결과, SC 구분이 잘되는

Post 전체 분류기가 산불피해유형 분류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Post 전체 분류기에 대한 SHAP 분석으로 각 입력변수의 예측

기여도를 알 수 있었으며 블랙박스 모델로 불리는 앙상블 모델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한

NBRre3, NDre3r과 같은 지수도 변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산불피해유형 분류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

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의 변수 기여도 상위 20개를 선정하여 AutoML을

진행한 Post 선택 분류기 성능은 Post 전체 모델 성능과 유사하여, 산불

피해유형 분류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이 연구의 한계점은 범용성 분석에 사용된 산불 사례가 부족하

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조자료가 있는 다른 산불피해지에 대한 교차검증

및 훈련자료 보충, 산불피해 현장 검증 등 후속 연구를 통해 한계점 보

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Sentinel-2 위성영상 기

반의 분석 방법은 비록 Sentinel-2 위성 재방문 주기가 짧음에도 구름의

영향 및 늦은 발사 시기 등 요소로 인해 영상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향후 영상확보에 자유로운 드론 기반 영상을 활용하면 산불피해유형 분

류작업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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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특성 및

발수성1)

제 1 절 연구배경

산불이 발생하면 식물이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토양도 피해를 받

게 된다(DeBano and Neary, 2005). 토양피해는 토양 특성, 특히 이화학

적, 생물학적, 수리적 특성의 변화로 나타난다(Úbeda and Outeiro, 2009;

Zavala et al., 2014). 우선, 식생 및 유기물 연소로 인해 토양이 가열되면

토양 입경이 변화하고(Doerr and Santín, 2016; Ketterings et al., 2000;

Zavala et al., 2014), 토양 속 유기물의 소실에 따른 대공극(>0.6mm) 감

소로 인해 표층 토양의 공극률이 감소하여 토양 침투가 어려워진다

(Ngole-Jeme, 2019; Pereira et al., 2019). 또한, 토양 가열에 따른 점토

광물의 OH-기 변화로 인해 토양의 pH도 변화하며 교환 가능한 양이온

도 따라서 변화한다(Certini, 2005; Wondafrash et al., 2005). 가열온도에

따라 토양의 pH,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 양이온 치환

용량(cation exchange capacity, CEC) 등이 변한다(Neary et al., 2005;

Wondafrash et al., 2005).

산불은 토양 수리 특성인 발수성에도 영향을 준다(Doerr et al., 2009).

토양 발수층이 형성되면 토양 침투속도가 감소하고, 토양 속 물의 이동

및 증발에 영향을 주며, 수리전도도 감소로 인해 지표유출이 증가하게

된다(Ahn, 2008; Chen et al., 2020; Ebel and Moody, 2012; Fox et al.,

2007; Imeson et al., 1992; Leighton-Boyce et al., 2007; Wallis et al.,

1991). 한편, Larsen et al. (2009)에 따르면 토양 발수성이 강우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공간적 스케일(spatial scale)이 커질수록 작아졌다. 하지

1) Forests지 2021, 12, 708에 발표된 저자의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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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내의 산불피해지 수문 관련 연구는 토양 발수성 정보의 부족으로

이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토양 발수성은 토양 가열 효과로 인해 전체적으로 강화된다(DeBano,

1981). 식생 및 토양 유기물 연소 시 발생하는 많은 휘발성 부산물 중

일부는 토양 속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은 토양층에서 토양 입

자 표면에 코팅되면서 발수층을 생성한다(DeBano, 2000a; Doerr et al.,

2000; Zavala et al., 2009). 지표면이 강도가 강한 산불에 노출될 경우,

표면 발수성이 파괴되고 표면으로부터 수 cm 아래에 발수층을 형성한다

(Jordán et al., 2011; Rodríguez-Alleres et al., 2012). 한편, 산불 발생

전에 토양 발수성이 강했던 토양은 산불 발생 후 발수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3년 내로 회복하기도 한다(Cerdà and Doerr, 2005).

이처럼 산불로 인한 토양 발수성 변화는 연소강도와 연관이 있지만

산불 발생 시 토양이 가열되는 온도를 알 수 없기에, 연소강도와 상관성

(Heward et al., 2013)이 높은 산불피해유형 기반 연구가 대안으로 진행

되었으며, 토양 발수성은 보통 산불피해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Lewis et al., 2006; MacDonald and Huffman, 2004). 산

불이 유역의 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특성 및 발수성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불이 토양 특성 및 발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특성과 토양 발수성의 변화를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방법

1. 조사 대상지

이 연구의 대상지는 2019 강릉ㆍ동해 대형산불 피해지(이하 강릉ㆍ동

해 산불지)이다. 강릉지역은 봄철에 부는 건조한 강풍인 “양강지풍”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이 지역의 일평균 기온은 –3.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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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320 mm이며 그중 60% 이상이 여름철에 발생

한다. 강릉ㆍ동해 산불지의 해발은 100∼335 m이며, 주요 수종은 소나무

(P inus densiflora Siebold and Zucc) 85% 이상, 잣나무(P . koraiensis

Siebold and Zucc) 10% 미만, 그 외 참나무류가 5% 미만으로 조사되었

다. 1980년 이후 꾸준한 조림으로 임상에는 두꺼운 침엽수 낙엽층(<10

cm)이 형성되었다.

2019 강릉ㆍ동해 대형산불은 2019년 4월 4일 23시 45분에 강원도 강

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하여, 산불 발생 당일의 30 m/s에 달한 순

간 최대 풍속과 16%의 최저 상대습도로 인해 약 2시간 만에 7 km 거리

의 해안까지 퍼졌다. 그 결과, 전체 피해면적이 2,870 ha에 달하여 2000

년 동해안 산불 이후 두 번째로 큰 산불로 집계되었다(산림청, 2021a).

또한, 야간에 발생하여 산불 헬기 진화가 불가하였고, 같은 날에 인제,

고성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그림4-1). 따라서, 산불 진화가 산불피해유형 또는 토양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4-1. 2019 강릉ㆍ동해 대형산불 피해지 사진. (a) 산불 발생 당시

모습 (b) 산불 후 피해가 심한 곳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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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ㆍ동해 산불지에 대한 토양 조사는 산불 진화 후 약 2개월이 지

난 6월 초에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의 상대습도는 24∼46%, 기온은 22.5

∼30.5℃, 풍속은 1.5∼5.2 m/s로 조사되었다(기상청, 2021). 산불 발생 후

2개월 사이에 2회 강우가 발생하였지만 두 번 모두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3.5 mm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현장 조사 시 산불피해를 받은 토양

표면이 재, 숯 등 블랙 카본 (black carbon)으로 덮여있는 것을 확인함으

로써, 우적 침식이나 강우-유출에 의한 토양 발수성 변화가 미미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또한, 산불의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해당 조사지는 2019년 10월 초에 긴급벌채를 진

행하여 토양이 훼손되어 2차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발수성 조사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산불피해유형 지도를 참조자료로 사용하였고, 참조자료의 산불피

해유형(표2-1)은 국립산림과학원(2013)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원명

수 등, 2019). 이 기준은 국내 산불피해도 평가에 사용되며 미피해(UB),

지표화피해(SC), 수관열해피해(FN), 수관전소피해(CC) 순으로 식생 피해

정도가 심해진다. 강릉ㆍ동해 산불지의 산불피해유형별 면적 비율은 CC,

FN, SC 유형별로 각각 45.4%, 40.1%, 14.5%로 집계되었다(원명수 등,

2019).

또한, 조사대상지 선정 시 CC, FN, SC 유형에 해당하는 소나무림으

로 선정하여 임상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마찬가지로 UB 지역도 소나

무림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지의 산악지형과 경사에 따른 연소강도

및 연소시간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산불피해유형별로 급경사(>30°,

급, steep), 중경사(15∼30°, 중, mild), 완경사(<15°, 완, gentle) 등 세 가

지 경사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산

불피해유형별로 3개 경사 그룹, 총 12개의 사면(4개 유형×3개 경사)을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그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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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2019 강릉ㆍ동해 산불지 산불피해유형 지도 및 현장 조사

위치

2. 토양 발수성 현장 조사

토양 발수성 조사는 주로 Water Drop Penetration Time(WDPT) 방

법과 Molarity of an Ethanol Droplet(MED) 방법을 사용한다. WDPT

방법은 물방울 5방울을 떨어뜨리고 토양으로 침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발수성을 판정한다(Doerr, 1998). 이 방법은 증류수와 시계만 있으면 되

기에 가장 흔히 쓰인다(Doerr et al., 2000). MED 방법은 여러 가지 농

도의 에탄올 용액을 제조하여 농도마다 5방울을 떨어뜨려 과반수가 5초

이내로 들어가면 그 농도에 해당하는 발수성 등급으로 판정한다. 먼저

WDPT는 물방울 5방울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면적

만을 필요로 하여 요구되는 조사지 면적이 작은 대신, 측정시간이 길게

는 1시간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MED는 7가지 등급에 해

당하는 에탄올 용액을 농도마다 5방울 떨어뜨려야 하기에 최대로 35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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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영향받지 않을 만큼의 면적이 필요한 대신, 측정시간이 방울마

다 5초로 매우 짧다. 현장에서 토양의 발수성을 조사할 시에는 소요시간

이 긴 WDPT 방법보다 MED 방법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MED 방법을 채택하였다(그림4-3). MED 시험 결과에 따른 토양 발

수성 등급은 다음 표4-1에 나와 있다(Doerr, 1998).

그림4-3. MED 발수성 실험 방법. (a) 발수성 토양 위 용액 방울, (b)

농도별 에탄올 용액 준비, (c)와 (d) 농도별 현장 발수성 실험 도구

표4-1. MED 방법의 토양 발수성 등급 기준(Doerr, 1998)

에탄올% 등급 설명
36 7 Extremely hydrophobic
24 6 Very strongly hydrophobic
13 5 Strongly hydrophobic
8.5 4 Modertely hydrophobic
5 3 Slightly hydrophobic
3 2 Hydrophilic
0 1 Very hydrophilic

또한, 토양 발수성은 같은 산지사면일지라도 산불의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산지사면에서 임의로 3개의 조사지를 선정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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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조사지를 선정하였다. 조사지의 크기는 대략 20×20 cm이고, 조사

지 내 토양 표면(0 cm), 1 cm, 2 cm, 3 cm, 4 cm 등 다섯 가지 깊이에

서 총 180번의 발수성 시험을 진행하였다. 토양 발수성을 조사하기 전에

토양 표면에 덮여있는 재와 숯, 낙엽 등 피복물은 모종삽으로 전부 제거

하였다.

3. 토양 시료 채취 및 토양 특성 분석

산불피해유형별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토양 발수성

을 조사한 각 사면에서 비교란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발수성 조사와

마찬가지로, 표면토양 채취 시, 먼저 재층, 불에 타다 만 숯 또는 바이오

차(biochar), 유기물층 등 토양 표면에 덮여있는 잔존물을 전부 제거하였

다. 그 후 0∼5 cm, 10∼15 cm, 20∼25 cm 등 세 가지 깊이의 비교란

토양을 100 mL 토양 시료 캔(지름 50 mm, 높이 51 mm, 그림4-4a)과

토양 시료 채취기(그림4-4b)를 이용하여 총 36개(12개 사면×3개 깊이)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토양은 24시간 내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공동기기원으로 운송하여 분석의뢰를 하였다. 실내에서 분석한 토양 특

성은 토성(soil texture), 가비중(bulk density), pH, EC, 전체 유기 탄소

(total organic carbon, TOC), 및 CEC 등이다. 항목별로 사용한 측정 방

법은 다음 표4-2과 같다.

(a) (b)

그림4-4. 채토기. (a) 토양 시료 캔, (b) 토양 시료 채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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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토양 특성 항목별 측정 방법

항목 방법 출처
토성 Micro-pipette method Miller and Miller, 1987
가비중 Core method Walter et al., 2016
pH, EC 1:5 soil:water extract method He et al., 2012; Little, 1992
TOC Walkley-Black method Walkley and Black, 1934
CEC Ammonium acetate method Chapman, 1965

4. 통계분석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특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연속형 변수인 토양 이화학적 특

성들에 대해서는 비모수 분산분석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진행하였

다(Kruskal and Wallis, 1952). 산불피해유형 및 경사 그룹별 토양 발수

성 결과는 범주형 자료 분석 방법인 Fisher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진행하였다(Fisher, 1939). 통계분석은 R 프로그램(Ver. 4.1.0,

Vienna, Austria)을 통해 진행하였다.

제 3 절 결과 및 고찰

1.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성 분석 결과는 그림4-5와 같다. 산불피해지

의 경우, 깊이 0∼5 cm의 표층 토양은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토양 분류법에 따라 사양토(sandy loam)로

분류되었다. 산불피해지 표층 토양의 모래 비율은 55.7∼76.4%였고 실트

와 점토는 각각 2.7∼55.2%, 6.6∼13.8%였다. 산불피해지의 평균 모래 비

율은 63.8±7.1%로 UB의 모래 비율인 55.5±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와 동시에 실트와 점토는 UB에서 각각 30.6±8.6%, 13.9±0.4%로 분석되

어 산불피해지의 실트(27.2±7.5%)와 점토(8.9±2.1%)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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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해 지역의 세 가지 토양깊이에서는 비슷한 모래 비율을 보였으나,

산불피해지역에서는 깊이가 얕을수록 모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각 토

양깊이의 토성에 대해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Kruskal-Wallis 검정을 진행

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4-5.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깊이별(0∼5 cm, 10∼15 cm, 20∼25

cm) 토양 입도 분포(%)

산불은 그 세기에 따라 토양 특성에 깊이별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Zavala et al., 2014). 토성의 경우, 산불피해지에서 높은 모래 비율과 낮

은 실트 및 점토 비율을 보였다. 이는 불에 의한 실트 및 점토의 입단화

(aggregation) 현상의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Doerr and Santín,

2016; Ketterings et al., 2000; Wondafrash et al., 2005; Zavala et al.,

2014). 다른 해석으로는 고온 영향을 받은 토양은 입단 안정성이 낮아지

고 지표 낙엽층 및 부후층의 소실로 인해 작고 가벼운 입자들이 침식되

어 모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Brook and Wittenberg,

2016).

토성을 제외한 깊이별 토양 특성은 표4-3∼5에 정리하였다. 산불피해

유형에 따른 토양 특성 차이는 표층 토양(0∼5 cm)에서 뚜렷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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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특성 – 0∼5 cm

피해유형
가비중

(g/cm3)

pH EC

(dS/m)

TOC

(g/g)

CEC

(cmol/g)
미피해 1.12±0.10 5.13±0.06 0.74±0.15 0.033±0.009 18.73±4.78
지표화피해 0.93±0.23 5.63±0.55 0.68±0.07 0.024±0.003 18.09±3.20
수관열해피해 1.06±0.18 5.03±0.45 0.96±0.17 0.044±0.006 17.50±5.09
수관전소피해 0.93±0.14 4.98±0.54 0.86±0.35 0.052±0.020 18.08±6.02

표4-4.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특성 – 10∼15 cm

피해유형
가비중

(g/cm3)

pH EC

(dS/m)

TOC

(g/g)

CEC

(cmol/g)
미피해 1.17±0.36 4.97±0.29 0.40±0.20 0.020±0.021 16.65±11.1
지표화피해 1.45±0.12 5.70±0.96 0.43±0.28 0.013±0.007 14.83±1.73
수관열해피해 1.31±0.12 4.83±0.75 0.38±0.10 0.016±0.002 11.13±3.29
수관전소피해 1.35±0.27 4.58±0.05 0.32±0.13 0.017±0.003 10.61±2.02

표4-5.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특성 – 20∼25 cm

피해유형
가비중

(g/cm3)

pH EC

(dS/m)

TOC

(g/g)

CEC

(cmol/g)
미피해 1.37±0.26 4.77±0.38 0.26±0.12 0.007±0.004 20.39±6.53
지표화피해 1.30±0.09 4.97±0.72 0.39±0.17 0.008±0.002 14.18±0.91
수관열해피해 1.33±0.23 4.57±0.38 0.28±0.01 0.011±0.001 11.53±3.17
수관전소피해 1.43±0.23 4.40±0.12 0.29±0.11 0.011±0.008 10.74±2.08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깊이별 토양 가비중은 그림4-6a와 같다. 먼저

표층 토양의 경우, UB에서 1.12 g/cm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불피

해지 표층 토양의 평균 가비중은 0.97±0.17 g/cm3으로 분석되어 UB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10∼15 cm 깊이에서는 UB에서 1.30 g/cm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25 cm 깊이에서는 SC를 제외한 나머지 산불피해유

형에서 10∼15 cm 깊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토양

가비중은 표층 토양에서 가장 낮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산불피해지 표층 토양의 가비중이 UB보다 낮게 나

타났고 10cm 깊이 토양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높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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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불이 발생하면 토양 속 유기물의 연소로 인해 토양 공극률이 감소

하고 가비중이 증가한다(Badía and Martí, 2003; Neary et al., 2005). 한

편, 산불 발생 후 토양 입단 안정성 증가(Mataix-Solera et al., 2011) 및

토양 속 뿌리의 변화로 인해 공극률이 증가하여 가비중이 감소하기도 한

다(Brye, 2006; Chief et al., 2012).

토양 pH의 경우, 모든 깊이에서 SC > UB > FN > CC 순으로 나타

났다(그림4-6b). pH 결과를 전체 깊이로 보면, UB 4.96±0.29, SC

5.43±0.75, FN 4.81±0.52, 그리고 CC 4.65±0.38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반

적으로 토양깊이가 깊어질수록 pH가 낮게 나타났다.

pH가 FN, CC에서 UB보다 낮게 나타난 현상은 선행 연구에서 얻은

점토가 고온에 노출할 때 토양 pH가 감소하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Certini, 2005; Wondafrash et al., 2005; Zavala et la., 2014). 강릉 옥계

지역은 토령토(kaolinite) 성분이 많기에 산불 발생 시 고온에 의해 알루

미늄, 규소화합물 등의 유출이 발생하면서 토양 pH가 감소할 수 있다.

산불피해가 약한 SC의 경우, 토양 표면 유기물의 산화로 인해 토양이

H+기와의 결합을 통해 pH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Heydari

et al., 2017; Wang et al., 2017).

토양 EC는 우선 전체 토양깊이로 보았을 때, UB에서 0.47±0.25 dS/m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산불피해지에서는 FN 0.54±0.33 dS/m, SC

0.50±0.22 dS/m, CC 0.49±0.34 dS/m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산불

피해유형에서 EC는 깊이가 깊어지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표층 토양에서는 SC(0.68±0.07)가 UB(0.74±0.15)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깊은 토양에서는 SC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4-6c).

FN, CC의 표층 토양의 EC가 UB보다 높은 것은 유기물 연소하여 재

가 생성되면서 무기 이온의 방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Certini, 2005; Heydari et al., 2017; Zavala et al., 2014). 또한, 모래와

같은 굵은 입자의 비율이 커지면 토양 EC가 작아질 수 있다(Certini,

2005; Wondafrash et al., 2005). 따라서 SC의 표층 토양의 경우, 산불피

해가 약해 토양 표면에 재가 많지 않고, 모래 비율이 높아 EC가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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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4-6.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깊이별(0∼5 cm, 10∼15 cm, 20∼25

cm) 토양 특성. (a) 가비중, (b) pH, (c) 전기전도도, (d) 총유기탄소, (e)

양이온치환용량

TOC는 EC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FN, CC의 표층 토양(각각

0.043±0.006 g/g, 0.052±0.020 g/g)에서 UB(0.033±0.009 g/g)보다 높게 나

타났다. 반면, 10∼15cm 깊이의 토양은 UB(0.020±0.021 g/g)에서 가장

높았다(그림4-6d).

산불은 그 세기에 따라 토양 TOC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다. FN,

CC와 같이 산불 세기가 강한 곳에서는 연료의 완전 연소로 인해 다량의

재 입자가 토양 표면에 생성되어 표층 토양과 섞이기 쉽다(Giovannini,

et al., 1988). 또한, FN과 CC는 산불 발생 시 하층, 중층 식생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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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층부 수관까지 연소되기에 연소 과정에서 SC보다 더 많은 부산물

이 토양에 공급된다. CC는 FN보다 연료의 연소율이 높기에, 표층 토양

의 TOC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González-Pérez et al.,

2004). 반대로 SC에서는 연소 시,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TOC에

영향을 미치는 부산물이 적게 생성되고 토양 표면에 숯(char)과 같은 블

랙 카본이 생성되기에 토양 TOC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는 Rashid(1987)의 알제리 산불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산불이

TOC에 미치는 영향은 표층 토양에 국한되는데, 이는 토양 속 유기물이

대부분 10 cm 이내에 집중된 것과 연관이 있다(Certini, 2005;

González-Pérez et al., 2004; Zavala et al., 2014).

마지막으로 CEC는 모든 조건에서 UB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6e). 이번 연구에서 표층 토양의 평균 CEC는 깊이와 상관없이 산불피

해지에서 UB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10∼25 cm에서는 식생 피해가 심할수록 CEC가 낮게 나타

났다. 이는 박관수(1999)의 비산화지 CEC가 산불피해지보다 최소 25%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산불은 유기물 연소에 따른 고온으로

토양 속 점토 광물에 영향을 주어 CEC를 감소시킨다(Neary et al.,

2005; Zavala et al., 2014). 또한 석회질 토양의 경우, 산불에 의한 토양

CEC 감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기에(Badía and Martí,

2003), 이번 연구의 대상지처럼 석회질이 많은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일

어나면 토층 깊은 곳에서 CEC가 감소할 수 있다.

종합하면 산불이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산불피해유

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토양 유기물을 포함한 산불 연료의 연

소율 또는 연소강도와 연관이 있으며,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의

유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식생피해가 심할수록 토양 특성이 더 큰 차이

를 보였다. 하지만 산불피해지의 산불 발생 이전에 관한 정보가 없고, 토

양 특성 분석에 사용된 시료의 개수가 부족하여, 산불로 인한 토양 성질

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내

실험을 통해 산불 발생 전후 토양 특성 변화 분석, 또는 다양한 산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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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에서의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특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2.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발수성

미피해지인 UB에서는 발수성 분석 결과가 친수성인 1등급으로 나왔

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토양 발수성 현장 조사 결과,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발수성의 수직적 분포 양상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4-7).

각 피해유형의 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SC에서는 3 cm 이상의

깊이에서는 전부 친수성인 1등급으로 나타나 토양 발수층이 0∼3 cm 사

이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SC에서 발수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위치는 1∼2 cm였으며 전부 3등급 이상으로 100% 발수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FN에서는, 모든 깊이에서 발수성이 존재하였으며 SC와 마

찬가지로 1∼2 cm에서는 100% 발수성을 보였다. 특히 1∼2 cm에서는

가장 강한 발수성 등급인 MED 7등급이 나타나 발수성의 세기가 SC,

CC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토양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발수성이 나타

난 비율이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CC에서는, 발수성이 나타난 비율이 낮더라도 5 cm 깊이

까지 폭넓게 분포하였다. 특히, 0∼1 cm인 토양 표면에서는 92%의 친수

성을 보여 SC보다도 친수성 비율이 14% 높게 나타나 세 등급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 cm 깊이에서는 발수성이 나타난 비율이 67%

로 SC, FN에서의 100%보다 33% 낮게 나타난 대신 발수성 세기가 가장

큰 MED 7등급은 2∼4 cm의 깊이에 존재하여 다른 두 등급보다 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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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발수성 수직 분포. (a) 지표화피해, (b) 수관열해피해, (c) 수관전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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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깊이별(0∼5 cm, 0∼1 cm, 1∼2 cm, 2∼3 cm, 3∼4 cm, 4∼5

cm) 토양 발수성이 나타난(MED 3∼7등급) 비율 및 산불피해유형에 따

른 Fisher의 정확 검정 p-값

깊이
(cm)

산불피해유형
p

지표화피해 수관열해피해 수관전소피해
0∼5 31% 62% 37% 0.007*

0∼1 22% 56% 8% 0.055
1∼2 100% 100% 67% 0.027*

2∼3 33% 78% 73% 0.128
3∼4 0% 44% 33% 0.076
4∼5 0% 33% 8% 0.156

*: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4-1의 MED 발수성 기준에 따르면, MED 1∼2등급은 토양 발수성

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통계분석을 위해 MED 3∼7

등급이 나타난 비율을 깊이별로 정리하였다(표4-6). 산불피해유형에 따

른 발수성 분포에 대해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실시한 결과(표4-6), 전체

토양깊이(0∼5 cm)와 깊이 1∼2 cm에서 피해유형 간에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0∼1 cm 깊이와 3∼4 cm 깊이에서의 차이

는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표층의 토양 발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토양

발수성은 토양 입경 분포에 영향을 받는데(DeBano, 1981), 연구대상지의

사양토는 토양 발수층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부피

의 토양이라도 크기가 큰 입자가 많을수록 전체 표면적이 작으므로 토양

발수층 형성에 필요한 소수성 화합물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Harper and

Gilkes, 1994). 토양 발수성의 세기는 점토 비율이 낮아질수록 강해져 사

질토양에서는 매우 강한 토양 발수성을 보이기도 한다(DeBano, 1981;

DeBano et al., 1970).

또한, 연구대상지인 소나무 숲에는 많은 양의 휘발성 레진(resin)이 존

재한다. 레진 함량이 높은 소나무 잎이나 낙엽은 연소 시 대량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생성한다(Pallozzi et al., 2018). 더불어, 침엽수는 활엽수

와 달리 이른 봄에도 잎을 가지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토양 발수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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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기 쉽다. 토양 발수성의 세기는 수종과 관련성보다는 소수성을 띤

휘발성 유기물의 유무와 연관이 크다(Ahn, 2008; Buczko et al., 2005;

Doerr et al., 1996; Peng et al., 2003).

건조한 토양은 절연체로서 토양 표면으로부터 수 cm 깊이까지만 불

의 영향을 받는다(Ahn, 2008; Badía et al., 2017). 산불 발생 시 생성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일부는 토양 속으로 이동하는데, 대부분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토층에서 굳어져 발수층이 형성된다(Granged et al.,

2011; Mataix-Solera and Doerr, 2004; Rodríguez-Alleres et al., 2012).

따라서, 산불에 의한 발수층은 대부분 얕은 토층(10 cm 미만)에 형성되

고 드물게 깊은 곳에서도 나타난다(DeBano, 2000a; Granged et al.,

2011; Huffman et al., 2001; Vogelmann et al., 2013). 이번 연구에서 조

사된 산불토양의 발수성이 나타난 위치와 발수층의 두께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범위와 일치하였다.

또한, 산불피해유형은 산불피해 토양의 발수성의 세기와 발수층의 수

직분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SC에서는 FN, CC보다

얕은 토층에 발수층이 형성되었고 발수성 세기도 전체적으로 약했다.

SC는 지표화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연소강도가 낮고 화염이 머문 시간이

짧으므로 식생피해가 심한 FN, CC보다 발수층 형성 효과가 작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Jordán et al., 2011; Lewis et al., 2006; MacDonald and

Huffman, 2004; Rodríguez-Alleres et al., 2012). 또한, 연소강도와 산불

피해도는 상관성이 높기에(Heward et al., 2013), 식생피해가 심할수록

토양이 도달한 온도가 높다. 선행연구에서는 수관화가 발생한 곳의 토양

표면 온도는 850℃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DeBano, 2000a), 열

복사로 인해 2∼5cm 깊이의 토양에서도 온도가 175∼180℃까지 상승한

다고 하였다(Beadle, 1940).

많은 연구에서 토양 발수성의 세기는 연소 시 토양이 도달한 온도 및

지속시간에 따른다고 하였다(DeBano, 1981; Doerr et al., 2004, 2005;

Jordán et al., 2011; Scott and Van Wyk, 1990). 우선, 토양 온도가 17

5℃ 이하일 경우, 발수성의 변화가 크지 않고(DeBano, 1981), 1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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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서 발수성이 증가하며(DeBano, 1981; DeBano, 2000b; Doerr et al.,

2009), 280℃ 이상의 온도에서는 발수성이 파괴된다(Doerr et al., 2004).

또한,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500∼600℃까지 도달하여야 파

괴되며(Bryant et al., 2005), 온도가 낮을수록 긴 시간 동안 가열하여야

발수성이 파괴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oerr et al., 2004). 이번 연구의

산불피해유형별 발수성 결과로부터 CC의 토양 표면은 280∼340℃ 또는

그 이상에 도달하여 발수성이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DeBano, 2000a;

Doerr et al., 2004).

3. 경사 조건에 따른 토양 발수성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발수성에 이어 경사 조건에 따른 토양 발

수성도 분석하였다. 그림4-8은 세 가지 경사 조건에 따른 피해지 토양의

발수성 결과이다. 우선 모든 토양깊이를 기준으로, 발수성 조사 결과를

경사 조건에 따라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실행한 결과, p-값이 0.464로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4-7). 반면, 토층마다 발

수성 분포에 대해 경사 조건에 따른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실행해 본 결

과, 0∼1 cm 깊이에서 p-값이 0.015로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비록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p>0.05)로 나타났지만, 그림4-8과 결합

하여 보면 경사 조건마다 발수성 세기의 분포가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장 강한 발수성을 보인 1∼2 cm 깊이에서는, 완, 중,

급경사 조건별로 각각 89%, 78%, 92%의 발수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급경사지의 경우, 0∼1 cm 깊이에서는 발수성이 전혀 없었

지만 깊은 곳(2∼5 cm)에서는 다른 경사 조건보다 더 강한 발수성을 보

였다. 반면, 중경사 조건에서는 토양 발수층이 주로 얕은 깊이(0∼3 cm)

에 형성되었다(그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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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경사 조건별(Gentle, Mild, Steep) 토양 발수성 수직 분포. (a) Gentle(완), (b) Mild(중), (c) Steep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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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 깊이별(0∼5 cm, 0∼1 cm, 1∼2 cm, 2∼3 cm, 3∼4 cm, 4∼5

cm) 토양 발수성이 나타난(MED 3∼7등급) 비율 및 경사 조건(완, 중,

급)에 따른 Fisher의 정확 검정 p-값

깊이
(cm)

경사 조건
p

완 중 급
0∼5 40% 38% 49% 0.464
0∼1 44% 44% 0% 0.015*

1∼2 89% 78% 92% 0.805
2∼3 44% 50% 83% 0.169
3∼4 11% 11% 50% 0.137
4∼5 11% 0% 25% 0.348

*: 0.05 수준에서 유의함

마지막으로 완경사 조건의 경우, 발수층이 0∼5 cm까지 모두 나타났

다(표4-7). 0∼1 cm 깊이에서는 발수성이 나타난 비율이 44%로 중경사

그룹과 같게 나타났지만, 발수성 세기가 중경사 그룹보다 낮았다(그림

4-8). 반면 1∼2 cm 깊이에서는 발수성 세기가 가장 높은 등급을 보이

기도 하였고 2 cm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발수성이 나타난 비율 및 발

수성의 세기 둘 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형은 산불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서, 연소강도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발수성에 영향을 미친다(Rothermel, 1972). 이번 연구

에서는 급경사지에서는 완, 중경사지보다 발수성의 세기가 세고 발수층

의 분포위치가 깊었다. 이는 산불이 급경사에서는 확산이 빠르고

(Rothermel, 1972), 강한 열복사와 대류로 인해 토양 온도가 급격히 상승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사가 급하면 화염각이 작아 지표 연료가 빨리

가열되며 연소 강도가 강한 지표화가 발생한다(김성용 등, 2016; 이예은

등, 2019). 이러한 요소들로 하여, 급경사지는 CC와 비슷하게 표면에서는

발수층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발수층이 깊은 곳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DeBano, 2000a). 또한, 경사가 너무 완만하면, 비록 토양 온도는 낮을지

라도 느린 확산속도로 인해(Dupuy, 1995) 연소시간이 길어 발수성이 높

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Cawson et al., 2016).

종합하면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특성 및 발수성의 수직 분포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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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시 토양이 도달한 온도에 따른 결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식생피해가 심할수록 토양피해가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토양 발수성의 수문 영향

토양이 발수성을 띠게 되면, 토양 침투속도가 감소하여 지표유출이 증

가하게 된다(Chen et al., 2020; Ebel and Moody, 2012; Fox et al., 2007;

Leighton-Boyce et al., 2007; Wallis et al., 1991). 발수성 토양은 발수성

한계함수율에 도달하면 친수성으로 변했다가 건조되면 다시 발수성이 나

타나기도 한다(Doerr and Thomas, 2000; Vogelmann et al., 2017).

MacDonald and Huffman(2004)에 따르면 산불피해도가 높을수록 또는

식생피해가 심할수록 한계함수율이 높기에 강우 시 지표유출 증가에 대

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양 발수성과 포화 수리전도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oody et al., 2009; Fox et al., 2007). García-Corona et al.

(2004)이 가열온도별로 토양 발수성(WDPT 방법), 포화 수리전도도(정수

위 방법)를 측정한 결과, 토양 온도 220℃까지 발수성이 증가한 동시에

포화 수리전도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380℃에서 발수성은 사라졌

지만, 유기물 감소에 따른 토양 구조 변화로 인해 포화 수리전도도는 회

복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강우 시 토양 발수성의 영향은 짧게는 몇 초, 길게

는 1.7시간까지 유지된다(Alagna et al., 2019; Burch et la., 1989; Jordán

et al., 2011; Robichaud, 2000). 또한, 산불에 의해 형성된 토양 발수성의

장기적인 지속 기간은 다양하게 나타나며(Doerr et al., 2009), 짧게는 1

년 미만, 길게는 6년 동안 지속된다(Doerr et al., 2009; MacDonald and

Huffman, 2004; Robichaud, 2000; Robichaud et al., 2016). Huffmann et

al. (2001)은 최소 22개월 지속된다고 하였지만, MacDonald and

Huffman (2004)에서는 1년 이내에 산불의 영향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국내의 산불 발생 후 수문 변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사구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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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산불 발생 당해에는 평균 지표

유출량이 1.7∼2.0배 증가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였다(마호

섭과 정원옥, 2009; 신승숙 등, 2008; 정원옥과 마호섭, 2001). 또한, 산불

피해지의 지표유출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한 결과, 식생피복도와

강우인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마호섭과 정원옥, 2009; 박

상덕 등, 2005; 신승숙 등, 2008) 식생의 회복 여부가 홍수 및 토사재해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발수성과 결합하면, 산불 발생 직후에 산불

피해지의 지표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식생피복 및

토양 발수성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산불피해유형

의 공간적 이질성 및 토양 발수성 지속 기간의 다양성은 유역 단위의 수

문 영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유역 단위에서 산불이 수

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양 발수성이 조사구(plot) 단위

에서 강우 유출량에 미치는 영향, 조사구 단위 지표유출 특성이 산불피

해유형으로 묶은 패치(patch) 단위로의 확장성, 그리고 패치 사이의 수리

적 연속성(Ebel et al., 2012; Moody et al., 2016) 등 수문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제 4 절 결론

이 연구에서는 산불이 토양 특성 및 토양 발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2019년 대형산불 피해를 받은 강릉ㆍ동해 산불피해지역의

토양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지에서 산불피해유형과 지형을

고려한 산지사면 12곳을 선정하여 토양 발수성 현장실험 및 토양 시료

채취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산불피해유형에 따라 토양의 이화학적 특

성이 차이를 보였고, 산불에 의한 토양 가열 효과인 입단화 현상으로 산

불피해지에서 점토 비율은 낮게, 모래 비율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되었다. 또한, 식생피해가 심할수록 깊은 토층의 토양 발수성 세기가 강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불피해유형이 CC에 가까울수록 토양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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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선 산불피해 토양의 발수성 정보가 부족한 현시

점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토양의 공간

적 이질성으로 결과들의 편차가 큰 점, 산불피해지 토양 시료가 대부분

강릉시 옥계면에 속해 있는 점 등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발수성 현장 조

사 결과의 다양성을 위해, 추후 효율적인 비교란 토양의 발수성 실내 조

사 방법이 개발되면 위의 한계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산불 피해유역의 수문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산불피해 토양

의 수리전도도 변화 및 이에 따른 지표유출 변화, 그리고 산지사면 및

유역에서의 강우 유출 특성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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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 변화

제 1 절 연구배경

산불은 토지 황폐화와 같은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Doerr

and Santín, 2016; Neary et al., 2005). 또한, 산불은 수문 순환에 영향을

주어(Burch et al., 1989; Wang et al., 2000), 산불피해 유역의 강우 유출

량과 홍수량을 증가시킨다(DeBano, 2000a; Moody and Ebel, 2012;

Neary et al., 2005). 식생 및 표면 피복 제거로 인한 강우차단량 감소

(Stoof et al., 2012; Winkler et al., 2010)와 토양 수리 특성(예: 발수성,

수리전도도, 토양 차폐층 등) 변화에 따른 침투량 감소는 강우 유출량

및 홍수량 증가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Imeson et al., 1992; Larsen et

al., 2009; Robichaud et al., 2016; Shakesby et al., 2000). 산불 발생 후

돌발홍수 및 토석류와 같은 2차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 발생 유역의 유

출량 또는 홍수량 예측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오청현 등,

2019; 정용호 등, 2004; Cerrelli, 2005; Kunze and Stednick, 2006;

Moody and Martin, 2001), 유출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토양 물리적ㆍ수

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Moody and Ebel, 2014).

강우 침투에 영향을 주는 토양 수리 특성에는 포화 수리전도도와 발

수성(또는 침투습윤계수)이 있다(Moody et al., 2009; Moody and Ebel,

2014; Moody and Schlossberg, 2010). 먼저 토양이 발수성을 띠게 되면,

토양 침투속도가 감소하여 지표유출이 증가하게 된다(Chen et al., 2020;

Ebel and Moody, 2012; Fox et al., 2007; Leighton-Boyce et al., 2007;

Wallis et al., 1991). 또한, 토양의 현장 포화 수리전도도와 침투습윤계수

는 발수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Moody et al., 2009). 이로 인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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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발생 시 침투초과형 지표유출(infiltration-excess runoff, Hortonian

overland flow)이 더 쉽게 발생하여 돌발홍수나 토석류의 위험이 증가하

게 된다(Ebel and Moody, 2017).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는 토양이 물로 포화된 상태의 수리전도도를 말

한다. 수리전도도는 토양 내에서 단위시간당 일정면적을 통과하는 물의

양이다(허승오, 2012). 강우 시 발생하는 직접유출량 추정을 위해 미국

SCS(현재 NRCS)에서는 포화 수리전도도를 바탕으로 수문학적 토양그

룹(HSG)을 작성하였다(Mishra and Singh, 2003). 또한, 토양 침투 모형

인 Green & Ampt 모형 분석을 통한 연구에서는(박진혁과 허영택,

2008) 유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포화 수리전도도라고 하였

으며 층위에 따라 약 12.5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더불어, 포화 수리

전도도는 산불 발생 후 유역의 수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만(Moody and Ebel, 2014) 아직 국내에는 산불피해 토양의 포화 수리전

도도 변화에 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유기물 연소로 인한 토양 가열 효과는 표층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고, 발수성 및 수리전도도와 같은 수리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

다(DeBano et al., 1998; Letey, 2001; Moody and Martin, 2001; Stoof et

al., 2016). 산불 발생 시 낙엽 및 관목을 포함한 임상물 또는 상층 식생

이 연소하면서 대량의 열이 방출되어 토양이 가열된다(Shakesby and

Doerr, 2006). 산불에 의한 토양 가열은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및 토양

발수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가열온도에 따라 토양의 pH, 전기전도

도(electrical conductivity, EC), 양이온 치환 용량(cation exchange

capacity, CEC) 등이 변한다(Neary et al., 2005; Wondafrash et al.,

2005).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는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재층 두께, 발수성의

세기 및 발수층의 두께 등 영향을 받기에(Chen et al., 2020; Moody and

Martin, 2009; Moody et al., 2013), 산불피해유형에 따라 포화 수리전도

도가 다르게 나타난다(Blake et al., 2007; Ebel et al., 2022; Fox et al.,

2007; Moody et al., 2009, 2016). 유기물 연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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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도는 산불의 세기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Heward et al., 2013;

Keeley, 2009). 토양이 받는 가열 효과는 산불의 세기가 강할수록 더 크

기에, 산불피해도가 높을수록 토양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Alcañiz

et al., 2018; Fernández-García et al., 2019; 심지연, 2021). 선행연구에서

는 산불피해도 평가에 사용되는 지수인 dNBR 값이 클수록 포화 수리전

도도가 낮았으며, 특히 dNBR 값 420 이상 범위에서는 선형으로 감소하

였다(Moody et al., 2016). 하지만 dNBR 420 미만의 산불피해가 약한 지

역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dNBR로 산불피해유형을

구분하면 피해가 약한 지역에서 정확도가 낮고(McCarley et al, 2018),

국내 산불피해지에 적용할 시 오분류의 위험이 크다(윤형진과 정종철,

2019). 따라서 똑같이 적용하기보다 국내 산불피해도 기준인 산불피해유

형별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산불 발생 후 포화 수리전도도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산불피해

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식생피해가 약할수록 회복 기간이 짧게

나타났다(Ebel et al., 2022). 산불로 인해 감소한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

가 산불 발생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에서 수년

으로 다양하다(Ebel and Martin, 2017). 시간에 따른 피해유역 강우-유출

특성의 변화는 산불 발생 후 토양 수리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산불 발생 후 회복 과정에서 토양 수리 특성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산불 발생 후 유역의 강우-유출 과정을 정확히 파

악하기 위해,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의 물리특성 및 포화 수리전도도

를 조사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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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조사 대상지

이 연구의 대상지는 2021년 2월 21일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에서 발

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이하 안동 임동 산불지)이다(그림5-1). 2021 안동

대형산불의 피해면적 약 350 ha이고, 산불피해유형별 면적은 CC 84 ha,

FN 124 ha, CC 141 ha로 집계되었다. 산불피해지의 해발은 152∼395 m

이고 산불이 발생할 당시의 상대습도는 20% 좌우로 매우 낮았고, 평균

풍속이 약 5 m/s인 강풍이 불었다(기상청, 2021). 안동 임동 산불지의 임

상별 면적은 침엽수림이 74.1%로 가장 컸으며 활엽수림 16.8%, 혼효림

5.2%, 기타 3.9% 순으로 작아졌다.

이번 연구에서 제3장의 조사 대상지와 다른 안동 임동 산불지를 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강릉ㆍ동해 산불지의 응급 복구로 산불 발생 후 6

개월(발수성 조사 후 3개월) 만에 긴급벌채를 진행하여 토양이 교란되어

장기적인 변화를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형산불 피해지에

서 조사하기 전에 산불 진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산불피해유형과 토양

가열 효과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산불확산

기록 및 진화자원 배치 등 정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1 안동 임

동 산불피해지는 발화 뒤 순간적인 강풍으로 약 3시간 만에 약 3 km 진

행되어 산불 진화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수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대상지를 소나무림으로 국

한했다. 경사의 경우, 제3장의 연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관계로 이번 연구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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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2021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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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2021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산불피해 지도 및 토양 조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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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유형별 조사 위치는 그림5-2과 같다. 시간에 따른 산불피해

유형별 포화 수리전도도의 조사는 2021년 3월, 6월, 12월 총 3차례 진행

하였다. 먼저 산불 진화 후 약 보름 뒤인 2021년 3월 초에 1차로 진행하

였고, 다음 1차 조사 후 3개월 뒤인 6월 초에 2차로 진행하였으며, 2차

조사 후 6개월 뒤인 12월에 3차로 조사하였다. 1차 조사 시 층화 임의

추출법에 따라 각 피해유형에 해당하는 산지사면에서 8개씩 채취하였고

2차 조사 시 미피해지에서는 3개, 나머지 피해유형에서는 각 8개씩 채취

하였다. 3차 조사 시 SC에서 벌채가 시작되어 조사에서 제외되었고, 나

머지 UB, FN, CC에서 각 8개씩 총 24개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토양 시료 채취는 제4장에서 사용한 토양 채취기를 이용하여 0∼5

cm 깊이의 비교란 표층 토양을 100 mL 시료 캔으로 채취하였다. 토양

채취 시 산불에 타고 남은 유기물층, 숯, 재 등 토양 표면 이물질을 전부

제거하였다. 또한, 제4장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토양 시료 캔을 랩으로 밀

봉한 뒤, 24시간 안에 실험실로 운송하여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1차 조사 시 채취된 토양은 포화 수리전도도 실험을 마친 후 70℃ 오

븐으로 건조한 뒤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공기기원(NICEM)에 의뢰하

여 가비중, 진비중, 토성, 총 유기 탄소(TOC) 등 토양 특성을 측정하였

다. 진비중은 비중계로 측정하였으며, 토성, 가비중, TOC는 제3장의 표

3-3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2차 조사는 포화 수리전도도와 가비중

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3차 조사는 연구목적인 포화 수리전도도를

우선 조사하였다.

2. 포화 수리전도도 측정

이 연구에서는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의 측정은 Daiki社의 디지털 침

투계(digital permeameter, DIK-4026)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의 장점은

토양 채취에 많이 쓰이는 100 mL 시료 캔(지름 50 mm, 높이 51 mm)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비교란 토양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범용성 시료 캔을 사용함으로써 반복 회수를 늘릴 수 있기에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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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적 이질성 문제를 다소 보완할 수 있다. 포화 수리전도도 측정

과정(그림5-3)은 다음과 같다.

1) 토양 시료를 포화시키기 위해 토양 시료 캔의 밑 뚜껑을 열고 여

과지로 덮은 뒤 3 cm 정도 깊이의 물에 24시간 동안 담근다.

2) 24시간 후 디지털 침투계와 토양 시료 캔을 조립한다.

3) 피펫으로 물을 추가하여 토양이 완전히 포화된 조건으로 만든다.

4) 투수실험에 따른 토양 교란 최소화를 위해 포화 수리전도도를 시

료당 최대 3회까지 반복 측정한다.

3. 통계분석

조사결과의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분

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시행하였고 사후 분석은

Tukey’s test로 진행하였다. 만일 ANOVA의 가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

우, 비모수 분산분석 방법인 Kruskal-Wallis 검정으로 진행하였고,

Kruskal-Wallis 검정의 사후 분석으로 Dunn’s test를 진행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R 프로그램(Ver. 4.1.0, Vienna, Austria)을 사용하여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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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포화 수리전도도 측정 장비 및 측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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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과 및 고찰

1. 산불이 토양 물리성에 미치는 영향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특성을 통계분석한 결과는 표5-1과 같다. 분산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p-값이 0.05보다 작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행하여 비슷한 그룹을

구분하였다.

표5-1.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특성 통계

항목 미피해 지표화피해 수관열해피해 수관전소피해
Sand (%) 69.42±6.26a 69.58±8.69a 51.36±9.92b 41.46±8.88b

Silt (%) 19.73±4.23a 20.24±7.48a 32.51±7.95b 42.32±6.67c

Clay (%) 10.85±2.17a 10.18±1.41a 16.13±4.75b 16.22±2.46b

진비중 (g/cm3) 2.23±0.14a 2.48±0.05b 2.41±0.07ab 2.40±0.08ab

가비중 (g/cm3) 1.16±0.13a 1.19±0.06a 1.32±0.08b 1.28±0.07ab

공극률 (%) 47.42±7.37ab 51.82±2.18a 45.27±4.15b 46.44±3.14ab

TOC (g/g) 0.021±0.003a 0.012±0.002b 0.011±0.003b 0.012±0.003b
a, b, c: 유의수준 0.05 기준.

먼저 토성의 경우, UB에서는 전부 사양토로 분류되었고, SC에서는 사

양토 75%, 양토 25%인 결과로 나타났으며, FN에서는 사양토, 양토 각

50%였고, CC는 전부 양토로 분류되었다. 각 입도의 비율을 보면 피해유

형이 높아지면서 모래 비율이 낮아지고 실트와 점토, 특히 실트 비율이

커졌다(표5-1, 그림5-4). 구체적으로, 산불피해유형별 모래, 실트, 점토의

비율은 각각 UB 69.4%, 19.7%, 10.9%, SC 69.6%, 20.2%, 10.2%, FN

51.4%, 32.5%, 16.1%, 그리고 CC 41.5%, 42.3%, 16.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이 등(2000)의 산불지에서 미피해지보다 모래 비율이 낮게 나

타나고, 점토 및 실트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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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입도별 비율 비교

그림5-5. 산불피해유형별 가비중의 박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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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의 가비중 결과는 FN(1.32 g/cm3)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CC(1.28 g/cm3)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SC(1.19 g/cm3)는

UB(1.16 g/cm3)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5-1, 그림5-5). 이는

박관수(1999)의 산불지 가비중이 비산불지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

하였다.

산불이 토양의 입도 분포에 주는 영향은 불에 의해 가열된 토양의 온

도와 연관이 있으며, 모래 비중은 500℃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Brook and Wittenberg, 2016; Terefe et al., 2008). 또한, 토양 표면에

유기물을 놓고 400℃ 이상의 가열 실험을 한 결과, 재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은 미립자(fine particle)가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입경이 큰 입자들이

많았다(Brook and Wittenberg, 2016). 또한, 온도에 따른 재의 입도 분포

는 700℃까지 미립자 비율이 증가하며, 900℃를 넘으면 화학반응에 의해

입경이 증가한다(Bodí et al., 2014). Zhang et al. (2018)에 따르면 400℃

미만의 온도에서는 토양 입경의 변화가 크지 않고 미세한 재 입자의 증

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실트 비중이 높아진다.

산불 발생 시 토양의 온도는 가비중과도 연관이 있다. Zhang et al.,

(2018)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100∼300℃에서는 가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300℃ 이상부터는 가비중이 점차 감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비

중 결과를 토성 결과와 결합하여 보면, FN 토양이 도달한 온도는 300℃

미만일 가능성이 크고, 실트 비율이 높은 CC 토양은 300∼400℃에 도달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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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 산불피해유형별 진비중의 박스 그래프

다음으로 진비중의 경우, SC(2.48 g/cm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FN(2.41 g/cm3), CC(2.40 g/cm3), UB(2.23 g/cm3) 순으로 낮아졌다(표

5-1, 그림5-6). 또한, 이번 연구의 피해유형별 TOC 함량은 산불피해지

(SC 0.012 g/g, FN 0.011 g/g, CC 0.012 g/g)에서 미피해지(0.021 g/g)보

다 작게 나타난 것으로부터(표5-1, 그림5-7), 피해지와 UB의 진비중 차

이는 연소로 인한 밀도가 낮은 토양 유기물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

다(Blake et al., 2007). 그 외, 공극률은 산불피해지(45.3∼51.8%)와

UB(47.4%)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5-1, 그림5-8). 이는 남이

등(2000)의 전공극량 차이가 없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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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 산불피해유형별 TOC 함량의 박스 그래프

그림5-8. 산불피해유형별 공극률의 박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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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불이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표5-2와

같다. 분산분석 결과 1차 및 2차 조사 모두 p-값이 유의수준(α=0.05)보

다 작아 피해유형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후 분석

을 실행한 결과 산불피해지에서는 서로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차 조사에서는 p-값이 유의수준(α=0.05)보다 높아 피해유형 간

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직후인 1차 조사에서는, 피해유형별로 포화 수리전도도가 평균

UB 392.4 mm/hr, SC 550.8 mm/hr, FN 272.9 mm/hr, CC 52.2 mm/hr

로 나타났다. FN에서는 UB 대비 약 30% 감소하였고, SC에서는 UB 대

비 약 40% 증가하여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타났지만 UB와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고, 단지 CC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이 감소한 CC

의 경우, UB 대비 약 8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 심 등급의 포화 수

리전도도가 각각 36∼37%, 88∼92% 감소한 Blake et al. (2010)의 연구

와 유사하였다(그림5-9).

표5-2. 조사 시기에 따른 산불피해유형별 토양의 포화 수리전도도 통

계(α=0.05)

산불피해유형
포화 수리전도도(mm/hr)

1차(3월) 그룹 2차(6월) 그룹 3차(12월) 그룹
미피해 392.4±317.5 ab 633.6±82.40 a 229.2±396.0 a
지표화피해 550.8±424.8 a 421.2±336.2 a - -
수관열해피해 272.9±239.8 b 163.4±215.3 b 417.6±403.2 a
수관전소피해 52.2±34.1 c 25.9±11.9 c 332.6±302.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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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 조사 시기에 따른 산불피해유형별 포화 수리전도도

그림5-10. 조사 시기에 따른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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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화 수리전도도 변화를 보기 위해 1차 조사 후

3개월 뒤에 2차 조사를, 그리고 2차 조사 6개월 후에 3차 조사를 진행하

였다(표5-2, 그림5-9). 2차 조사 결과, 1차 조사 대비 UB에서는 약 50%

증가하였고 나머지 피해지역에서는 평균 약 24∼50% 감소하였다(그림

5-9). 먼저 산불피해지의 경우, SC는 평균 포화 수리전도도가 작아졌지

만, 전반적으로 1차 조사결과와 비슷한 범위에 속하여 시간에 따른 영향

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FN과 CC의 경우, 1차 조사 시보다

평균 약 40∼5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UB에서의 증가는

5월부터 시작하는 식생 생장에 따른 토양 구조의 변화와 반복수의 부족

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되기에, 1차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두 차례 조사에서 토양 가비중 차이는 크지 않았다(그림

5-10).

3차 조사 시(표5-1), 모든 피해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1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의 포화 수리전도도는 산불

피해유형에 상관없이 전부 9개월 만에 산불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Ebel and Martin (2017)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감소한

토양의 포화 수리전도도가 산불 발생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에서 수년인데, 이번 연구의 결과는 이 범위에 속했다.

한편, 계절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매년 동일한 시기에 반복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3차 조사 시 SC는 이미 벌채가 진행되어 토양이 교란되

었고, 나머지 피해유형도 곧 벌채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아 4차 이상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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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1. 토양 가비중과 포화 수리전도도의 관계(1차, 2차 조사 취

합)

산불 발생 후 토양의 포화 수리전도도가 감소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

지가 있다(DeBano et al., 1998; Doerr et al., 2000; Neary et al., 2005).

먼저 산불에 의한 토양 구조의 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고, 다음은 토양

발수성의 영향이 원인일 수 있다(Neary, 2011). 산불 후 토양 물리적 특

성은 불에 의한 온도 상승에 따른 나타난 토양 및 재 입자의 변화에 영

향을 받는다(Blake et al., 2007; Zhang et al., 2018). 김필주 등(1997)은

토양의 포화 수리전도도가 가비중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미세한 재 입자에 의한 토양 공극 막힘 때문에 포화 수리전도도

가 감소할 수 있다(Stoof et al, 2016; Woods and Balfour, 2010). 선행연

구에 따르면, 석탄회(fly ash)는 점토질 토양에서는 포화 수리전도도 개

선 역할을 하지만, 사질토나 사양토에서는 포화 수리전도도를 감소시킨

다(김재정과 홍순달, 1999). 또한, 소나무 낙엽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재의 입도 분포(모래 11.5%, 실트 78.8%, 점토 0.7%)는 석탄회와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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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실트 크기의 입자가 많았다(김태현, 2021).

이번 연구의 결과에서는 토양 가비중 증가에 따른 포화 수리전도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그림5-11), 이는 김필주 등(1997)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특히 실트 비율이 높은 CC에서는 다른 피해유형에 비해,

토양 가비중 대비 포화 수리전도도가 낮았다. Zhang et al. (2018)은 40

0℃ 미만의 온도에서는 토양 입경 변화가 크지 않고 미세한 재 입자의

증가로 인해 실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

서 CC 토양의 실트 비율이 높은 것과 포화 수리전도도가 낮은 것은 산

불 발생 후 토양에 섞인 재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또한, 2차 조사 시 포

화 수리전도도가 1차 조사보다 감소한 것은 3개월 동안 일어난 여러 차

례 강우의 영향으로 토양 공극이 재에 의해 막혀(Woods and Balfour,

2010) 침투가 더 어려운 토양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화 수리전도도는 사면 단위의 강우 유출량 모의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Moody and Ebel, 2014). 특히, 물리적 이론 근거가 강한 침투

모형인 Green-Ampt 모형에 사용되며, 이 모형은 사면의 강우 유출 및

토양 유실량 산정 모형인 WEPP(Water Erosion Prediction Project)에

사용된다(Nearing et al., 1996; Shen et al., 2009; Xia et al., 2019).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모의 상황에 맞는 유효 수리전도도(깊이별 포화 수리전도

도로부터 환산한 값)를 입력할 시 모의 정확도가 높아진다(Larsen and

MacDonald, 2007; Shen et al., 2009). Blanco-Canqui et al. (2002)에 따

르면 WEPP 모형의 유효 수리전도도 민감성 지수는 최대로 0.25로 나타

났는데 이는 유효 수리전도도가 100% 증가할 때 강우 유출량이 25% 감

소함을 의미한다. Flanagan and Nearing(1991)도 수리전도도가 WEPP

모형의 강우 유출 예측에서 민감도가 가장 높은 토양 매개변수 중 하나

라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산불피해 토양의 포화 수리전도도 값을 입

력하지 않으면 물리 모형 예측 결과의 정확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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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론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의 물리적 특성과 포화 수리전도도를 평가

하기 위해 산불피해유형별로 비교란 토양을 채취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포화 수리전도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산불 발생 3개월

후 및 9개월 후에 1차 조사 시와 같은 곳에서 토양 시료를 다시 채취하

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2021년 안동 임동면 산불피해지에서는 수관 피해가 심할수

록 실트의 비율이 높아졌고 모래 비율이 낮아졌다. 또한, 산불피해지의

가비중과 진비중은 미피해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TOC는 낮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결합하면, FN, CC의 토양 표면

온도는 각각 300℃ 미만과 300∼400℃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불 발생 직후 토양의 포화 수리전도도는 식생피해가 높을수록 낮았

고 3개월 후에는 산불 발생 직후보다 더 낮아졌으며, 9개월 후에는 피해

유형을 막론하고 전부 UB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시간

에 따른 포화 수리전도도 변화는 SC보다 FN, CC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

났다. 또한, 포화 수리전도도는 전반적으로 가비중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지만, CC에서는 다른 유형보다 가비중 대비 포화 수리전도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불 발생 이후 초기 강우사상에 따른 재에 의

한 토양 공극 막힘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 정보가

없는 현시점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산불

발생 전 토양 특성을 알지 못하기에 산불에 의한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토양의 공간적 이질성으로 인해 토양시

료마다 조사 결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토양 시료가 안동시 임동면에만

속해 있는 점 등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위

해, 추후 다양한 산불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비교란 토양의 포화 수리전도

도에 관한 연구와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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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산불피해유형을 반영한 산불피해지

유출곡선지수 추정

제 1 절 연구배경

산불은 토양 침식 및 토지 황폐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

져 있다(DeBano et al., 2005; Shakesby and Doerr, 2006; Shakesby,

2011). 산불이 발생하면 식생 및 유기물층이 소실되어 피복률이 낮아지

면서 토양 침식이 증가한다(Shakesby, 2011). 산불 발생 시 고온으로 인

해 토양 특성이 변화하여 침투속도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 증가한 지표

유출과 토양을 덮고 있던 식생과 유기물층의 소실로 토양 유실이 더 쉽

게 발생한다(DeBano et al., 2005; Neary et al., 1999; Úbeda and

Outeiro, 2009; Varela et al., 2010).

산불이 발생하여 식생 및 토양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순

환 시스템도 영향을 받게 된다(DeBano et al., 2005). 산불피해를 받은

유역은 물순환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홍수나 토석류 등 2차 피해 위험이

높아 효과적인 유역관리가 필요하다(Cannon and Gartner, 2005). 지속가

능한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 7월 국가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이 발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 우리나라 국토 62.6%인 산림지역은 117개 중권역 물관리에서 매

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산림청, 2021c). 하지만 산림지역, 특히 교란

후 산림지역(예: 산불피해지)의 직접유출량(유효우량) 산정에 관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부의 홍수량 산정표준지침에 따르면 유역의 유효우량 산정 시

NRCS-CN 방법을 사용한다(환경부, 2019). 하지만 NRCS의 토지피복 및

수문학적 토양군(HSG)에 따른 CN은 미국 전역을 조사하여 나온 값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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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우선

전국적 HSG의 분류(정강호 등, 2007; 한경화 등, 2017; 허승오 등, 2009)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최신 정밀토양도에 반영되었다.

또한, 산지 지형 및 토지피복을 고려한 연구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김정호 등, 2014; 오경두 등, 2005; 윤현찬, 2010). 더불어, 미국

NRCS-CN 방법의 토지피복별 CN 기준에는 산림이 없기에, 국내 산림

지역의 CN 산정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Im et

al., 2020; 국토교통부, 2018; 김상민 등, 2009; 박동혁 등, 2017; 오경두

등, 2005; 윤호중, 1995).

한편, 산불피해지 CN 산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해

외에서도 아직 산불피해지 CN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부족하며, 산불

피해를 받은 몇몇 유역의 CN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Hawkins

and Barreto-Munoz, 2016). 산불 발생으로 인한 CN 변화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미국(Cerrelli, 2005; Constantine et al., 2010; Easterbrook, 2006;

Foltz et al., 2009; Goodrich et al., 2005; Higginson and Jarnecke, 2007;

Kinoshita et al., 2014; Livingston et al., 2005; Solt and Muir, 2006)에

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그리스(Soulis, 2018)에서도 발표되었다.

국내의 경우, 산불피해지 수문 연구는 주로 사면 조사구의 지표유출

(김태현과 임상준, 2020; 마호섭과 정원옥, 2009; 박상덕 등, 2005; 신승숙

등, 2008; 이헌호와 주재덕, 2006), 산불피해 유역의 유출량(정용호 등,

2004), 또는 유역 모델링(오청현 등, 2019) 등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하지

만 산불피해를 받은 유역의 CN 및 직접유출량 산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산불이 피해유역 직접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산불피해유형별 CN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미

계측 산불피해 유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추정된 산불피해유

형별 CN으로 산출한 직접유출량의 정확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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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이 연구의 대상지는 2019년 강릉ㆍ동해 대형산불 피해지(제3장 제2절)

에 속한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유역이다(그림6-1). 도직리 산림유역은

해발고 35∼330 m, 유역면적 57.4 ha, 하천연장 1,328 m, 평균 경사

42.4%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밀토양도를 이용한 유역의 HSG 정보와 국

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산불피해유형 지도(원명수 등, 2019)는 그림

6-2과 같다. HSG는 토양의 침투능을 기준으로 A, B, C, D형으로 구분

하는데, A형이 침투가 가장 잘 되는 유형, 반대로 D형이 침투능이 가장

낮은 유형이다. 대상 유역의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HSG의 면적 비율(표

6-1)을 보면, 피해유형 CC 73.3%, FN 25.6%, 그 외 1.1%로 나타나 산불

피해가 심한 편이었다. 또한, HSG는 D형이 87.5%로 가장 높았으며

HSG와 산불피해유형을 함께 보면 HSG의 D형에 속한 CC 피해유형이

68.0%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다.

표6-1. 유역의 수문학적 토양군(A, B, C, D) 및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수문학적 토양군

A B C D 계(%)
수관전소피해 2.7 0.0 2.6 68.0 73.3
수관열해피해 1.8 0.1 4.4 19.3 25.6
지표화피해 0.0 0.0 0.5 0.1 0.6

미피해 0.0 0.2 0.2 0.1 0.5
계(%) 4.5 0.3 7.7 8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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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 도직리 조사유역의 표고(DEM) 및 유출 지점

그림6-2. 도직리 조사유역의 수문학적 토양군(A, B, C, D) 및 산불피

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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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RCS-CN 방법

NRCS-CN 방법은 두 가지 기본가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Mishra

and Singh, 2003). 첫 번째 가정은 실제 토양 보류수량(soil retension)과

최대 잠재보류수량의 비는 유효우량과 총 강수량의 비와 같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정은 초기손실우량은 최대 잠재보류수량에 비례한다는 것이

다. 이를 기반으로 유역의 직접유출량은 다음 식(6.1)을 통해 계산한다.




(6.1)

여기서, Q는 직접유출량, P는 총 강우량, Ia는 초기손실우량, S는 토양의

최대 잠재보류수량(혹은 유역의 토양수분 저류가능량)이다. NRCS에서는

초기손실우량과 최대 잠재보류수량과의 관계를 다음 식(6.2)와 같은 경

험공식으로 제시하였다.  (6.2)

식(6.2)를 식(6.1)에 대입하면 직접유출량은 다음 식(6.3)으로 구할 수

있다.


(6.3)

P와 Q가 존재하는 계측된 유역에서는 다음 식(6.4)와 같이 S를 구할

수 있다.

   (6.4)

NRCS에서는 수많은 총 강우량-직접유출량으로부터 관계 곡선을 만

들었다. 또한, 이를 0∼100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시킨 무차원 유출곡선지

수(CN)를 제시하였으며 CN과 S의 관계를 식(6.5)로 나타냈다.


(6.5)

한편, NRCS-CN 방법에서는 5일 선행강우량에 따라 세 가지 선행토

양함수조건(AMC)을 적용하여 CN을 구분하였다. 이번 연구의 기간은 7

월 초부터 10월 초까지이므로 성수기(growing season) 기준인 AM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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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5.56mm, AMC(II) 35.56∼53.34mm, AMC(III) P5>53.34mm를 적용

하였다(표6-2).

AMC 조건별 CN은 CN(I), CN(II), CN(III) 사이의 변환 공식인 식

(6.6)∼(6.7)을 통해 환산할 수 있다.


(6.6)


(6.7)

일반적으로 CN이 있으면 식(6.3)와 식(6.5)를 이용하여 직접유출량 Q

를 산출할 수 있기에 미계측 지역의 직접유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

확한 CN이 필요하다. 반대로, 식(6.4)를 식(6.5)에 대입하면 총 강우량 P

와 직접유출량 Q로부터 CN을 구할 수 있다.

3. 수문 자료 관측

강우-유출자료에 의한 CN 산정 또는 직접유출량을 이용한 CN 정확

도 평가를 위해서는 수문 자료 관측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대상 유역의

유량 및 강수량 자료는 산불 후 약 3개월 뒤인 2019년 7월 초부터 긴급

벌채를 시작하기 전인 2019년 10월 초까지 측정하였다. 수위 측정을 위

한 수위계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산44(GPS좌표: 37° 36’

11.42” N, 129° 3’ 53.8” E)에 위치한 복합형 사방댐의 유출구에 설치하

였다. 강수량 자료는 사방댐 위에 설치한 전도식(tipping bucket) 우량계

(HOBO RG3-M Rain Gauge Data Logg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위-유량 환산은 아래의 사각웨어(rectangular weir) 공식을 사용하

였으며,

∙∙ (6.8)

여기서 Q는 유량(m3/s), C는 조정계수, B는 웨어의 나비(m), h는 수심

(m)이다. 사방댐 통로에 해당하는 B는 0.8m로 조사되었다.

수위-유량 환산 공식의 조정계수 C를 구하기 위해서, 유속계 및 버킷

을 이용한 유량 측정을 직접 진행하였다. 유속계 방법은 수로 단면을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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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물의 평균 유속을 측정하여 단면을 통과하는 유량을 계산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수심과 유속이 측정이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하기에 수

심 확보가 가능한 성수기에 많이 사용된다. 반대로 수심 확보가 힘든 갈

수기 유량은, 흐르는 물을 받아 직접 측정하는 버킷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일정 시간 동안의 총유입량을 측정하여 평균 유량으로 환산한다.

유량 측정 시기의 수심에 따라 유속계 방법 2회, 버킷 방법 2회로 총

4회 측정하였다. 현장 측정으로 얻은 유량과 수위 h로 환산한 ∙값
의 관계로부터 조정계수 C=3.575를 도출하였다(그림6-3). 도출된 조정계

수와 수위를 식(6.8)에 대입하여 유량으로 환산한 뒤, 관측 기간의 유량

자료 중 강우량이 30 mm 이상이며 수문곡선 분리가 가능한 6개의 강우

사상을 선정하였다(표6-2).

그림6-3. 실측 유량과 사각웨어 공식으로 계산한 유량의 관계. B: 수

로의 폭(m); h: 수위(m); R2: 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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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 선정된 강우사상 조건

날짜
5일 선행강수량

(mm)

강수량

(mm)
2019-07-10 0.0 105.8
2019-08-06 0.0 50.4
2019-08-15 7.5 76.4
2019-09-20 0.0 86.4
2019-10-02 0.0 306.0
2019-10-05 306.0 35.8

4. 산불피해지 CN 산정 방법

산불이 직접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불 발생 이

전의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대상 유역의 경우, 수문 관측을 산불 발생 2

개월 후부터 진행하였기에 산불 발생 전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산불 발

생 전 유역의 CN을 산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최신 홍수량 산정 표

준지침(환경부, 2019)에서 제시한 산림의 HSG별 CN인 A형 55, B형 72,

C형 82, D형 85를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각 강우사상의 실측 강우-유출 자료를 이용하여 상

술한 NRCS-CN 방법으로 CN을 계산한 뒤 산불 피해유역의 평균 CN을

제시하였다. 또한, CN 산정에 필요한 S를 계산하기 위해 실측 유량 자

료에 대해 수평직선 분리법을 적용하여 기저유출량과 직접유출량을 분리

하였다.

실측 자료로부터 유역의 CN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각 강우사상에 대한 CN을 구한 뒤 AMC 조건별로 산술평균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데이터가 충분하면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

라는 가정이 동반된다. 둘째로 만약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의 식(6.9)을 통해 기하평균을 구할 수 있다(Yuan, 1933).

log
(6.9)

여기서, logS는 최대 잠재보류수량의 대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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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S의 대수분포로부터 AMC별 CN값을 산정하는 확률분포함수

방법(Hauser and Jones, 1991; Hjelmfelt, 1980)이 있다. 이 방법은 Ln(S)

확률분포의 10% 분위, 중위수, 90% 분위 값으로부터 각각 CN(III),

CN(II), CN(I)를 구한다. 더불어, 명확한 AMC 표기가 없는 CN은 보통

CN(II)를 의미하기에 이 연구에서도 이 규칙을 따랐다.

또한, 미계측 산불피해지 CN 산정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보

았다. 첫째로 산불피해지역에 HSG에 따른 나지 CN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고, 둘째로 포화 수리전도도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산불 발생 전후 CN을

이용하여 CN 증가율 회귀식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내 홍수량 모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산불피해지를 나지로 취

급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토지피복을 산불피해지와 미피해

지 두 분류로 구분하기에, 이번 연구에서는 산불피해유역 내 CC, FN,

SC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HSG별 나지 CN인 A형 77, B형 86, C형 91,

D형 94를 적용하였고 UB 유형은 미피해 산림 CN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의 포화 수리전도도 특성을 반영

한 CN 추정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이를 위해 포화 수리전도도와 CN의

관계식인 식(6.9)를 이용하였다(Elhakeem and Papanicolaou, 2012).  (6.10)

여기서 Ks는 토양의 포화 수리전도도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5장의 산

불피해유형에 따른 Ks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식(6.10)를 통해 Ks로부터

CN을 산출하였다. 또한 제4장의 산불 발생 후 토양 발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반영하여 발수성 토양의 CN 94(Cerrelli, 2005)를 최댓값으로 가

정하였고, 미피해 산림 CN HSG A형의 CN 55를 최솟값으로 설정하여

식(6.10)로부터 산출된 CN의 범위를 55∼94 사이로 조정하였다. 그 후,

각 산불피해유형에 해당하는 CN의 중위수를 해당 피해유형의 CN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산불 발생 전후에 해당하는

CN을 이용하여 산불피해유형별 CN 증가율 회귀식을 적용해보았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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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해외 연구에서 발표한 HSG 및 산불피해유형별 CN은 국내 피해유역

특성(수종, 토양 등)과 달라서 국내 산불피해지에서 똑같이 적용하기 어

렵기에, 산불 발생 후의 CN만 있는 문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해외 선행연구에서 산불 발생 전 CN 및 산불피해유형에 따라 산불 발생

후 CN 증가 폭이 다르다고 보고되었다(Livingston et al., 2005). 이에 따

라 여러 문헌의 산불 발생 전후 CN을 취합하여(Constantine et al.,

2010; Easterbrook, 2006; Foltz et al., 2009; Goodrich et al., 2005;

Kinoshita et al., 2014; Livingston et al., 2005; Solt and Muir, 2006), 산

불 발생 전 CN에 따른 산불 발생 후 CN 변화율(산불 발생 후:산불 발

생 전)에 대해 산불피해유형별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후, 대상 유

역의 HSG별 CN을 해당 산불피해유형의 회귀식에 대입하여 산불 발생

후의 CN을 산정하였다.

5. 정확도 검증

토지피복 및 HSG가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기에, 유역의 평균 CN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중평균을 하여야 한다. NRCS-CN 방법에서는 전

통적으로 면적에 대한 가중평균(가중평균 CN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CN

과 직접유출량은 비선형관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CN 구간별 유출량에

대한 가중평균(가중평균 유출량법)을 사용한다(문건우 등, 2014a, 2014b).

따라서 산정된 CN으로 계산된 직접유출량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실

측 직접유출량과 비교하였다. 정확도 평가는 식(6.11)∼식(6.13)의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 Nash-Sutcliffe efficiency(NSE) 등 지표들을 사

용하여 진행하였다.

    (6.11)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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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여기서, Oi는 관측 유출량, Pi는 예측 유출량, Ō는 관측 유출량의 평균이

다.

제 3 절 결과 및 고찰

1. 실측 강우-유출 자료 기반 CN 추정

유역 출구에서 관측된 수위 자료를 유량으로 환산한 뒤 수평직선 분

리법을 적용하여 강우사상별로 정리한 결과는 그림6-4, 표6-3과 같다.

유량자료로부터 분리된 직접유출량은 7.5∼229.1 mm, 유출률은 0.149∼

0.749로 나타났다. AMC 조건의 경우, 성수기 기준으로 10월 5일 강우사

상만 AMC(III)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AMC(I)로 나타났다.

그림6-4. 선정된 강우사상의 총 강수량과 관측된 직접유출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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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3. 강우사상별 관측된 직접유출량 및 유출률. AMC: 선행토양함수

조건

날짜
강수량

(mm)

직접유출량

(mm)
유출률 AMC

2019-07-10 105.8 45.5 0.430 I
2019-08-06 50.4 7.5 0.149 I
2019-08-15 76.4 30.5 0.399 I
2019-09-20 86.4 35.6 0.411 I
2019-10-02 306.0 229.1 0.749 I
2019-10-05 35.8 21.1 0.590 III

직접유출량(Q)과 총 강수량(P)으로부터 계산한 S, P/S, CN 및 환산된

CN(II)의 결과는 표6-4와 같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강우-유출 자료의

P/S비는 Hawkins et al. (1985)에서 제안한 0.46 이상 조건에 부합하였

다. 따라서 AMC 조건별 CN으로부터 환산된 CN(II)에 대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구한 결과, 산술평균, 기하평균 모두 88로 계산되었다(표

6-5). 확률분포법에 의한 CN은 AMC 조건별로 65, 81, 90으로 계산되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비해 낮게 산정되었다. 이는 강우사상 부족으로 인

한 확률분포의 정확도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6-4. 실측자료 기반 NRCS-CN 방법으로 산정된 각 강우사상의 유

출곡선지수(CN). S: 최대 잠재보류수량; P: 강수량; AMC: 선행토양함수

조건

날짜 S (mm) P/S CN AMC CN(II)
2019-07-10 84.7 1.25 75 I 88
2019-08-06 96.9 0.52 72 I 86
2019-08-15 67.1 1.14 79 I 90
2019-09-20 73.1 1.18 78 I 89
2019-10-02 77.8 3.94 77 I 88
2019-10-05 17.2 2.08 94 III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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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5. 실측자료 기반 산정 방법별 CN 결과

산정방법 CN(I) CN(II) CN(III)
산술평균 76 88 94
기하평균 76 88 94
확률분포법 65 81 90

2. 산불피해유형별 CN 산정

산불피해유형을 반영한 미계측 산불피해지 직접유출량 계산을 위해

산불피해유형별 CN을 산정하였다. 먼저 식(11)의 포화 수리전도도와 CN

의 관계식을 이용한 방법으로 산불피해유형별 CN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6-5와 같이 산불피해유형에 따라 CN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

다. 이 방법은 포화 수리전도도 선형변환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제5장의

포화 수리전도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산불피해유형에 따라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산출된 CN 범위는 CC 71∼94, FN와 SC에서 55

∼94, UB 55∼90으로 나타났다(표6-6). 산불피해유형별로 중위수를 CN

으로 선정한 결과, SC는 UB와 같은 55, FN은 80, CC는 최댓값인 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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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5. 포화 수리전도도로 산출된 산불피해유형별 CN의 박스 그래

프

그림6-6. 산불 발생 후 CN 변화율(CNpost/CNpre)과 산불 발생 전

CN(CNpre)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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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6. 포화 수리전도도로 산정된 산불피해유형별 CN 결과

CN

Min. Max. Median

수관전소피해 71 94 94

55 94 80수관열해피해

55 94 55지표화피해

55 90 55미피해

다음으로, 해외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산불 발생 전후 CN을 취합하여,

산불 발생 전 CN에 따른 산불 발생 후 CN 변화율에 대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산불 발생 전후 CN 변화율과 산불 발생 전 CN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 전 CN에 따른 CN 변화율은 산불피해유형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6-6에서와 같이 산불 발생 전 CN이 작을

수록 산불 발생 후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식생피해가 심할수록 산불

발생 후 CN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산불피해유형별로 일반화

선형회귀 모형을 적용하였다. 산불피해유형별 CN 변화율 회귀식은 표

6-7과 같다.

표6-7. 산불피해유형별 산불 발생 전후 CN 변화율(CNpost/CNpre)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 CNpost: 산불 발생 후 CN; CNpre: 산불 발생 전 CN

산불피해유형 회귀식

수관전소피해   
수관열해피해   
지표화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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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8. 회귀식으로 산출된 수문학적 토양군(A, B, C, D) 및 산불피해

유형별 CN

수문학적 토양군
A B C D

수관전소피해 83 89 91 92
수관열해피해 78 83 85 86
지표화피해 67 77 82 85
미피해 55 72 82 85

이어 산불 발생 전(UB)의 HSG별 CN에 대해 표6-7의 회귀식을 적용

하여 산불피해유형 및 HSG별 CN을 산정하였다(표6-8). 회귀식 적용 결

과, SC의 HSG A형은 CN이 12 증가하였고 B형은 5 증가하였지만, C형

과 D형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N은 HSG A, B, C, D형별로

각각 78, 83, 85, 86으로 산정되어 UB보다 23, 11, 3, 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식생피해 정도가 가장 심한 CC 유형의 경우,

HSG별로 각각 83, 89, 91, 92로 나타나 FN보다도 평균 6이 증가하였다.

3. 직접유출량 정확도 평가

산정된 CN으로 모의한 직접유출량의 정확도 평가는 실측된 직접유출

량과의 비교를 통해 진행하였다(표6-9). 먼저 실측 강우-유출 자료로 산

정된 유역 CN으로 모의한 직접유출량 정확도는 산술평균법, 기하평균법

에서 모두 RMSE 2.70, MAE 2.42, NSE 0.9987로 나타났다. 반면, 확률

분포법은 RMSE 21.36, MAE 17.35, NSE 0.9207로 나타나 미계측 유역

CN 산정 방법을 포함한 모든 방법 중 가장 낮았고 강우사상별 직접유출

량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확률분포법은 S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있는데 이번 연구의 S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

기에 확률분포법의 결과는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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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9. CN으로 산출된 직접유출량(단위: mm) 및 정확도 평가. Ks: 포화 수리전도도

날짜 Q-실측 산술평균법 기하평균법 확률분포법 나지적용법 Ks법 회귀식법
2019-07-10 45.5 47.4 47.4 29.6 67.3 58.5 54.4
2019-08-06 7.5 10.3 10.3 3.3 21.0 17.3 14.1
2019-08-15 30.5 25.9 25.9 12.9 41.7 35.3 31.5
2019-09-20 35.6 32.9 32.9 17.8 50.2 43.0 39.0
2019-10-02 229.1 227.1 227.1 186.9 258.1 240.6 237.9
2019-10-05 21.1 21.7 21.7 15.6 27.0 24.4 23.8
RMSE (mm) 2.70 2.70 21.36 17.65 9.00 6.05
MAE (mm) 2.42 2.42 17.35 15.99 8.31 5.23
NSE 0.9987 0.9987 0.9207 0.9459 0.9859 0.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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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NRCS 나지 CN 또는 산불피해유형별로 산정된 CN을 적용

하여 가중평균 유출량 방법으로 모의한 직접유출량에 대해 정확도 평가

를 진행하였다(표6-8). 미계측 유역 CN 산정 방법별로 보면, NRCS 나

지 기준을 적용한 방법에서는 RMSE 17..65, MAE 15.99, NSE 0.9459로

나타나 미계측 산불피해지 CN 산정 방법 중 정확도가 가장 낮았다. 반

대로, 포화 수리전도도 방법(RMSE 9.00, MAE 8.31, NSE 0.9859)과 회

귀식 방법(RMSE 6.05, MAE 5.23, NSE 0.9936)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

였다.

CN 산정 방법별로 이번 연구대상 유역의 직접유출량을 모의한 결과,

NSE가 모두 0.8 이상인 “매우 좋음(very good)” 범위에 속했다(Moriasi

et al., 2015). 하지만 NSE의 경우, 극치에 매우 민감한 특성이 있기에

NSE 결과로만 정확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RMSE, MAE

는 0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고 입력값과 같은 단위를 쓰기에 해석하

기 쉬워 RMSE, MAE 결과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정확

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연구에서는 실측 자료 기반으로 추정한

유역의 CN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하지만 실측 자료 분석 방법

은 다른 피해유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한편, 미계측 산불피해지 CN 산정 방법에서는 직접유출량 정확도가

회귀식을 이용한 방법(회귀식법), 포화 수리전도도 방법(Ks법), NRCS 나

지 CN을 적용한 방법(나지적용법) 순으로 낮아졌다. 특히 모든 산불피해

유형에 NRCS 나지 기준을 적용할 시, Ks법 및 회귀식법보다 직접유출

량을 과대 추정하게 되어 산불피해지 강우-유출량 분석에 사용하기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Ks법이 회귀식법보다 직접유출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지의

산불피해유형별 면적 비율에 따른 차이로 추정된다. Ks방법은 CC 유형

CN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었고 FN 유형과 SC 유형 CN이 작게 산

정되었다. CC 유형 면적 비율이 높은 이번 연구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유역의 직접유출량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대상지에서 회귀식법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을지라도 산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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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유형 양상이 다른 산불피해 유역에 적용할 시 두 가지 방법의 정확도

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산불피해 유역 모델링 연구(오청현 등, 2019)에서 사용되는

NRCS 나지 기준 적용법은 직접유출량이 가장 과대 추정되었기에 산불

피해지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산불

피해유형을 반영한 Ks법과 회귀식법 모두 산불피해지 CN을 효과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써 NRCS 나지 기준을 산불피해지에 일괄 적용하는

방법의 대안으로 가능할 것이다.

Livingston et al. (2005)은 산불피해유형에 따라 CN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피해가 심한 지역은 6∼10년이 걸린다고 하였다. 토양 수

리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제4장의 연구 결과와 식생 회복 정도 등

요인으로 하여, 이번 장에서 제안한 CN 산정 방법 또는 산정된 CN의

유효 기한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결론

이 연구에서는 산불피해를 받은 유역의 CN 산정을 통해 산불이 피해

유역 직접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불 발생 3개

월 후부터 긴급벌채를 진행하기 전까지의 산불피해유역의 강수량 및 유

출량을 조사하였다.

실측 강수량 및 직접유출량 자료로부터 피해유역의 CN을 추정한 결

과, AMC 조건별로 CN(I) 76, CN(II) 88, CN(III) 94로 나타났다. 또한

미계측 유역 직접유출량 산정을 위해 포화 수리전도도 적용법, 회귀식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불피해유형별 CN을 추정하였다.

먼저 제5장의 산불피해유형별 포화 수리전도도 결과를 적용하여 추정

된 산불피해유형별 CN은 UB 55, SC 55, FN 80, CC 94로 나타났다. 또

한 해외 선행연구의 산불 발생 전후 CN 변화율이 산불피해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에 산불피해유형별로 CN 변화율에 대한 회귀식을 도출

하였다. 이를 국내 산림 기준 HSG별 CN에 적용하여 HSG 및 산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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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CN을 결정하였다.

더불어, NRCS 나지 CN을 포함하여 제시된 세 가지 산불피해지 CN

에 대해 직접유출량을 모의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NRCS

나지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은 직접유출량을 과대 추정하며 포화 수리전

도도 적용법, 회귀식 방법 순으로 정확도가 높아졌다. 이번 연구대상지에

서 회귀식 방법의 정확도가 포화 수리전도도 적용법보다 조금 높게 나타

났지만, 이는 산불피해유형별 면적 비율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아, 두 가

지 방법 모두 산불피해를 받은 유역의 CN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유역에서만 검증되었다는 한

계가 있다. 또한, 산불 발생 직후의 관측 자료 부족, 산불피해지 긴급벌

채로 인해 강우-유출 자료 관측 기간이 짧아 연구에 사용된 강우사상이

다소 적어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산불 발생 전후

직접유출량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산불 발생 이전의 강우-유출

자료 부족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도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국

내 산불피해지에 적용하려면 우선 다른 산불피해 지역 수문 자료에 대한

정확도 검증을 통해서 신뢰도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로, 후속 연

구를 통해 산불 후 경과시간에 따른 직접유출량 변화를 고려하는 방법이

개발되면, 미계측 산불피해지의 직접유출량 추정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산불로 인한 강우-유출 특성 변화, 특히, 산불 발생

전후 CN 변화율 회귀식을 적용하여 산불피해유형별 CN을 산정하기 위

해서는 산불 미발생지 산림 CN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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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종합결론

이 연구의 최종목적은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의 수리 특성을 고려

한 산불피해지 CN 산정을 통해 산불이 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red-edge 기반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하여 산불피해유형 분류의

시공간적 범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산불 사례로 지도학습을 진

행한 방법1은 과적합 위험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고, 세 가지 산불피해지

혼합자료로 학습한 방법2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어 산

불 발생 시기와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한, XAI 기법인 SHAP을 이용하여 산불피해유형 분류에 가장 적합한 분

류기의 입력변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변수 기여도 분석 결과, MIRBI,

NBR2 등의 지수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 제안한 NBRre3와 NDre3r 지수

의 기여도도 높게 나타나 추후 산불피해유형 분류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변수 기여도 상위 20개 변수를 활용한 Post 선택

분류기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한 결과, Post 선택 분류기 역시 산불피

해유형 분류에서의 적용성이 충분하여, 향후 산불피해유형 분류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원격탐사를 이용한 직접적 구분이 어려운 토양 수리 특성 변화

에 대한 간접적 대안으로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먼저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과 토양 발수성

을 조사하였고 다음으로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의 물리특성 및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토양 발수성 및 포화 수리전

도도 모두 산불피해유형에 따라 달랐다. 특히 식생피해가 심할수록 토양

발수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포화 수리전도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토양이

받는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산불 발생 시 토양이 가열

된 온도, 생성된 재의 양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불 발생 직후의 토양 포화 수리전도도는 식생피해 정도가 심할

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3개월 후에도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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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아졌으며, 9개월 후 산불피해지에서는 산불피해유형을 막론하고 전

부 미피해지(UB)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포화 수리전도

도는 전반적으로 가비중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산불피해유형에 따른 토양의 수리 특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여건에서

토양의 특성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산불이 피해유역 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산불피해

지의 CN을 추정하였고 이로부터 산정된 직접유출량에 대한 정확도 평가

를 진행하였다. 먼저 실측 자료 기반의 피해유역 CN은 AMC 조건별로

CN(I) 76, CN(II) 86, CN(III) 94로 나타났다. 미계측 산불피해지에 대한

직접유출량 산정 방법의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방법별 정확도를 평

가한 결과 나지 적용법, Ks법, 회귀식법 순으로 정확도가 높아졌으며 나

지 적용법보다는 산불피해유형을 고려한 CN 산정 방법인 Ks법과 회귀

식법이 산불피해지 CN을 더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산불피해지의 토양 특성 및 산불피해유형을

고려한 산불의 수문 영향 분석으로서, 추후 산불피해유형을 반영한 산불

피해유역의 수문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법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산불피해유형에 관한 자료가 없는 지역에서 산불피해유형

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산불피해지 토양피해 정도의 간

접적 분석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산불피해 토양의 수리 특성 변화를 고려한 산불피해유형 기반의 유역평

가 접근법은 산불피해지 유역관리 사업의 계획 및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발수성 및 포화 수리

전도도는 공간적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다른 산불피해지의 토양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산불 발생 전 토양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산불에 의한 토양 특성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지 못

하였다. 포화 수리전도도를 반영한 CN 산정 방법과 선행연구 회귀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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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산정한 CN이 연구대상 유역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라도, 다른 미계

측 산불피해지로의 확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추후 더

많은 산불피해지에서의 적용 및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산불피해유형 기반 유역평가 접근법

은 산불피해지 토양 특성 및 산불의 수문 영향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더불어 Red-edge 기반 산불피해유형 분류 방법은 우리나라 산불

피해지에서 생태 및 수문 환경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불피해유형별 토양 특성을 고려한 CN 산정 방법은 국내 미계측

산불피해유역의 강우 유출량 예측과 산불 발생 후 유역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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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울산 울주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Post 밴드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400 68 4 1 473 0.846
FN 34 582 152 32 800 0.728
SC 1 114 618 67 800 0.766
UB 3 28 33 736 800 0.920
계 438 792 807 836 2873
UA 0.913 0.735 0.766 0.880

(b)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64608 11539 217 308 76672 0.843
FN 4366 33126 17044 12032 66568 0.498
SC 210 1142 18503 36107 55962 0.331
UB 634 394 3558 150785 155371 0.970
계 69818 46201 39322 199232 354573 　
UA 0.925 0.717 0.471 0.757 　 　

(c)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4350 5892 181 165 10588 0.411
FN 182 6609 2703 4508 14002 0.472
SC 16 1046 3070 3891 8023 0.383
UB 78 500 876 11625 13079 0.889
계 4626 14047 6830 20189 45692 　
UA 0.940 0.470 0.449 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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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 울주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Post 지수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89 84 0 0 473 0.822
FN 43 600 130 27 800 0.750
SC 1 130 579 90 800 0.724
UB 0 32 35 733 800 0.916
계 433 846 744 850 2873 　
UA 0.898 0.709 0.778 0.862 　 　

(b)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65805 10551 228 88 76672 0.858
FN 4630 36407 18889 6642 66568 0.547
SC 190 1118 25140 29514 55962 0.449
UB 224 427 5161 149559 155371 0.963
계 70849 48503 49418 185803 354573 　
UA 0.929 0.751 0.509 0.805 　 　

(c)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5250 4998 268 72 10588 0.496
FN 312 5952 4409 3329 14002 0.425
SC 107 804 4112 3000 8023 0.513
UB 111 435 1171 11362 13079 0.869
계 5780 12189 9960 17763 45692 　
UA 0.908 0.488 0.4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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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 울주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Post 전체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99 70 4 0 473 0.844
FN 41 615 127 17 800 0.769
SC 1 150 578 71 800 0.723
UB 0 32 38 730 800 0.912
계 441 867 747 818 2873 　
UA 0.905 0.709 0.774 0.892 　 　

(b)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65086 11249 256 81 76672 0.849
FN 4277 36771 18691 6829 66568 0.552
SC 188 1213 23034 31527 55962 0.412
UB 276 455 4403 150237 155371 0.967
계 69827 49688 46384 188674 354573 　
UA 0.932 0.740 0.497 0.796 　 　

(c)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5582 4698 241 67 10588 0.527
FN 220 6509 4095 3178 14002 0.465
SC 33 986 4064 2940 8023 0.507
UB 102 483 1146 11348 13079 0.868
계 5937 12676 9546 17533 45692 　
UA 0.940 0.513 0.4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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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 울주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Delta 밴드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73 82 16 2 473 0.789
FN 38 484 252 26 800 0.605
SC 5 208 504 83 800 0.630
UB 1 20 40 739 800 0.924
계 417 794 812 850 2873 　
UA 0.894 0.610 0.621 0.869 　 　

(b)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64380 12120 127 45 76672 0.840
FN 18578 45573 1338 1079 66568 0.685
SC 1451 32818 3636 18057 55962 0.065
UB 938 31004 6406 117023 155371 0.753
계 85347 121515 11507 136204 354573 　
UA 0.754 0.375 0.316 0.859 　 　

(c)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5116 5107 272 93 10588 0.483
FN 686 7186 3689 2441 14002 0.513
SC 41 1219 2210 4553 8023 0.275
UB 42 300 787 11950 13079 0.914
계 5885 13812 6958 19037 45692 　
UA 0.869 0.520 0.3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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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산 울주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Delta 지수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86 84 2 1 473 0.816
FN 46 595 134 25 800 0.744
SC 2 134 588 76 800 0.735
UB 0 29 30 741 800 0.926
계 434 842 754 843 2873 　
UA 0.889 0.707 0.780 0.879 　 　

(b)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3575 2878 215 4 76672 0.960
FN 20845 26094 19558 71 66568 0.392
SC 838 2097 49604 3423 55962 0.886
UB 923 1040 70769 82639 155371 0.532
계 96181 32109 140146 86137 354573 　
UA 0.765 0.813 0.354 0.959 　 　

(c)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8152 2145 275 16 10588 0.770
FN 679 6725 5518 1080 14002 0.480
SC 67 1277 4380 2299 8023 0.546
UB 114 606 1112 11247 13079 0.860
계 9012 10753 11285 14642 45692 　
UA 0.905 0.625 0.388 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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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울산 울주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Delta 전체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99 70 4 0 473 0.844
FN 49 577 159 15 800 0.721
SC 3 144 585 68 800 0.731
UB 0 31 33 736 800 0.920
계 451 822 781 819 2873 　
UA 0.885 0.702 0.749 0.899 　 　

(b)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2678 3208 780 6 76672 0.948
FN 17928 16315 32218 107 66568 0.245
SC 603 1972 48443 4944 55962 0.866
UB 511 8137 58479 88244 155371 0.568
계 91720 29632 139920 93301 354573 　
UA 0.792 0.551 0.346 0.946 　 　

(c)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785 2411 365 27 10588 0.735
FN 729 6636 5318 1319 14002 0.474
SC 48 1464 4053 2458 8023 0.505
UB 81 522 1083 11393 13079 0.871
계 8643 11033 10819 15197 45692 　
UA 0.901 0.601 0.375 0.750 　 　



- 174 -

7. 안동 풍천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Post 밴드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616 379 3 2 4000 0.904
FN 395 3166 415 24 4000 0.791
SC 15 404 3371 210 4000 0.843
UB 4 26 293 3677 4000 0.919
계 4030 3975 4082 3913 16000 　
UA 0.897 0.796 0.826 0.940 　 　

(b)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584 1079 12 50 4725 0.759
FN 2242 21543 1383 160 25328 0.851
SC 87 10630 14389 1366 26472 0.544
UB 464 35141 19334 20822 75761 0.275
계 6377 68393 35118 22398 132286 　
UA 0.562 0.315 0.410 0.930 　 　

(c)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4497 5943 101 47 10588 0.425
FN 418 9919 3384 281 14002 0.708
SC 43 3563 4175 242 8023 0.520
UB 168 4951 4909 3051 13079 0.233
계 5126 24376 12569 3621 45692 　
UA 0.877 0.407 0.33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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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동 풍천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Post 지수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608 390 2 0 4000 0.902
FN 352 3293 333 22 4000 0.823
SC 13 406 3250 331 4000 0.812
UB 4 34 392 3570 4000 0.892
계 3977 4123 3977 3923 16000 　
UA 0.907 0.799 0.817 0.910 　 　

(b)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651 969 60 45 4725 0.773
FN 2257 21920 1037 114 25328 0.865
SC 65 10933 14876 598 26472 0.562
UB 205 31123 22162 22271 75761 0.294
계 6178 64945 38135 23028 132286 　
UA 0.591 0.338 0.390 0.967 　 　

(c)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6437 4023 120 8 10588 0.608
FN 767 8901 4049 285 14002 0.636
SC 56 2264 5534 169 8023 0.690
UB 140 3900 6458 2581 13079 0.197
계 7400 19088 16161 3043 45692 　
UA 0.870 0.466 0.34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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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동 풍천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Post 전체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622 375 3 0 4000 0.905
FN 393 3221 367 19 4000 0.805
SC 15 448 3289 248 4000 0.822
UB 8 29 328 3635 4000 0.909
계 4038 4073 3987 3902 16000 　
UA 0.897 0.791 0.825 0.932 　 　

(b)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588 1043 49 45 4725 0.759
FN 2020 22120 1028 160 25328 0.873
SC 53 11306 14404 709 26472 0.544
UB 213 29969 20780 24799 75761 0.327
계 5874 64438 36261 25713 132286 　
UA 0.611 0.343 0.397 0.964 　 　

(c)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5843 4628 113 4 10588 0.552
FN 586 9163 3941 312 14002 0.654
SC 39 2379 5403 202 8023 0.673
UB 108 3872 6122 2977 13079 0.228
계 6576 20042 15579 3495 45692 　
UA 0.889 0.457 0.34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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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동 풍천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Delta 밴드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570 418 11 1 4000 0.892
FN 383 3167 401 49 4000 0.792
SC 17 715 2872 396 4000 0.718
UB 6 61 494 3439 4000 0.860
계 3976 4361 3778 3885 16000 　
UA 0.898 0.726 0.760 0.885 　 　

(b)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1296 1014 420 1995 4725 0.274
FN 194 1076 7223 16835 25328 0.042
SC 1 72 5545 20854 26472 0.209
UB 0 0 3942 71819 75761 0.948
계 1491 2162 17130 111503 132286 　
UA 0.869 0.498 0.324 0.644 　 　

(c)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5400 3297 1753 138 10588 0.510
FN 83 1025 8668 4226 14002 0.073
SC 0 37 3600 4386 8023 0.449
UB 0 4 1769 11306 13079 0.864
계 5483 4363 15790 20056 45692 　
UA 0.985 0.235 0.228 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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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동 풍천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Delta 지수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611 383 5 1 4000 0.903
FN 384 3210 386 20 4000 0.802
SC 10 400 3257 333 4000 0.814
UB 1 23 348 3628 4000 0.907
계 4006 4016 3996 3982 16000 　
UA 0.901 0.799 0.815 0.911 　 　

(b)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483 691 27 524 4725 0.737
FN 3900 8286 1015 12127 25328 0.327
SC 293 3442 6766 15971 26472 0.256
UB 169 107 974 74511 75761 0.984
계 7845 12526 8782 103133 132286 　
UA 0.444 0.662 0.770 0.722 　 　

(c)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470 2900 132 86 10588 0.706
FN 1732 5754 4006 2510 14002 0.411
SC 201 839 4264 2719 8023 0.531
UB 97 104 1001 11877 13079 0.908
계 9500 9597 9403 17192 45692 　
UA 0.786 0.600 0.453 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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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동 풍천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Delta 전체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623 370 6 1 4000 0.906
FN 383 3214 381 22 4000 0.803
SC 11 439 3237 313 4000 0.809
UB 5 32 354 3609 4000 0.902
계 4022 4055 3978 3945 16000 　
UA 0.901 0.793 0.814 0.915 　 　

(b)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444 813 86 382 4725 0.729
FN 5464 9779 1859 8226 25328 0.386
SC 668 4532 7494 13778 26472 0.283
UB 559 513 1972 72717 75761 0.960
계 10135 15637 11411 95103 132286 　
UA 0.340 0.625 0.657 0.765 　 　

(c) 안동 임동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137 3216 165 70 10588 0.674
FN 1830 5799 4267 2106 14002 0.414
SC 184 886 4475 2478 8023 0.558
UB 116 199 1393 11371 13079 0.869
계 9267 10100 10300 16025 45692 　
UA 0.770 0.574 0.43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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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동 임동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Post 밴드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19 70 10 1 800 0.899
FN 71 580 115 34 800 0.725
SC 4 140 619 37 800 0.774
UB 1 12 50 737 800 0.921
계 795 802 794 809 3200 　
UA 0.904 0.723 0.780 0.911 　 　

(b)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512 977 45 191 4725 0.743
FN 11699 10915 1871 843 25328 0.431
SC 2174 11122 9564 3612 26472 0.361
UB 709 7197 5632 62223 75761 0.821
계 18094 30211 17112 66869 132286 　
UA 0.194 0.361 0.559 0.931 　 　

(c)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1207 4886 265 314 76672 0.929
FN 18738 35061 6868 5901 66568 0.527
SC 585 9708 19374 26295 55962 0.346
UB 216 1685 5502 147968 155371 0.952
계 90746 51340 32009 180478 354573 　
UA 0.785 0.683 0.6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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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동 임동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Post 지수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04 87 5 4 800 0.880
FN 76 534 137 53 800 0.667
SC 6 159 554 81 800 0.693
UB 1 41 82 676 800 0.845
계 787 821 778 814 3200 　
UA 0.895 0.650 0.712 0.830 　 　

(b)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925 766 23 11 4725 0.831
FN 10775 12353 1576 624 25328 0.488
SC 2110 11871 9883 2608 26472 0.373
UB 570 6383 6566 62242 75761 0.822
계 17380 31373 18048 65485 132286 　
UA 0.226 0.394 0.548 0.950 　 　

(c)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2541 3916 168 47 76672 0.946
FN 21475 34911 6801 3381 66568 0.524
SC 745 9580 26193 19444 55962 0.468
UB 242 1360 8074 145695 155371 0.938
계 95003 49767 41236 168567 354573 　
UA 0.764 0.701 0.635 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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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동 임동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Post 전체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29 63 5 3 800 0.911
FN 65 545 144 46 800 0.681
SC 3 129 612 56 800 0.765
UB 1 30 57 712 800 0.890
계 798 767 818 817 3200 　
UA 0.914 0.711 0.748 0.871 　 　

(b)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923 763 28 11 4725 0.830
FN 11278 12252 1119 679 25328 0.484
SC 2166 13413 7992 2901 26472 0.302
UB 503 6114 5715 63429 75761 0.837
계 17870 32542 14854 67020 132286 　
UA 0.220 0.376 0.538 0.946 　 　

(c)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2274 4181 166 51 76672 0.943
FN 21333 34744 7151 3340 66568 0.522
SC 737 9071 24932 21222 55962 0.446
UB 228 1363 7080 146700 155371 0.944
계 94572 49359 39329 171313 354573 　
UA 0.764 0.704 0.63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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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동 임동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Delta 밴드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13 80 2 5 800 0.891
FN 66 513 164 57 800 0.641
SC 4 134 535 127 800 0.669
UB 0 33 87 680 800 0.850
계 783 760 788 869 3200 　
UA 0.911 0.675 0.679 0.783 　 　

(b)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2520 2162 23 20 4725 0.533
FN 3055 20678 769 826 25328 0.816
SC 535 21009 2040 2888 26472 0.077
UB 10 7326 4373 64052 75761 0.845
계 6120 51175 7205 67786 132286 　
UA 0.412 0.404 0.283 0.945 　 　

(c)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6412 249 9 2 76672 0.997
FN 50220 16164 87 97 66568 0.243
SC 11080 33155 5430 6297 55962 0.097
UB 7655 53682 12290 81744 155371 0.526
계 145367 103250 17816 88140 354573 　
UA 0.526 0.157 0.3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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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동 임동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Delta 지수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08 86 3 3 800 0.885
FN 56 546 140 58 800 0.682
SC 2 150 543 105 800 0.679
UB 0 30 56 714 800 0.892
계 766 812 742 880 3200 　
UA 0.924 0.672 0.732 0.811 　 　

(b)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2747 1926 28 24 4725 0.581
FN 4392 18862 656 1418 25328 0.745
SC 548 17470 4236 4218 26472 0.160
UB 16 4911 4273 66561 75761 0.879
계 7703 43169 9193 72221 132286 　
UA 0.357 0.437 0.461 0.922 　 　

(c)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6188 475 4 5 76672 0.994
FN 49118 17045 361 44 66568 0.256
SC 5282 28249 19261 3170 55962 0.344
UB 1115 33440 35884 84932 155371 0.547
계 131703 79209 55510 88151 354573 　
UA 0.578 0.215 0.347 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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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동 임동 학습기 예측 결과 혼동행렬 - Delta 전체

(a) 검증데이터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13 83 3 1 800 0.891
FN 70 555 139 36 800 0.694
SC 2 151 553 94 800 0.691
UB 0 28 60 712 800 0.890
계 785 817 755 843 3200 　
UA 0.908 0.679 0.732 0.845 　 　

(b) 울산 울주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2729 1939 37 20 4725 0.578
FN 3262 20174 571 1321 25328 0.797
SC 319 19160 3042 3951 26472 0.115
UB 10 4869 5063 65819 75761 0.869
계 6320 46142 8713 71111 132286 　
UA 0.432 0.437 0.349 0.926 　 　

(c) 안동 풍천 산불피해지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76364 303 2 3 76672 0.996
FN 51054 15275 177 62 66568 0.229
SC 8282 29415 14226 4039 55962 0.254
UB 3412 39962 16818 95179 155371 0.613
계 139112 84955 31223 99283 354573 　
UA 0.549 0.180 0.45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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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혼합자료 검증데이터 분류 결과 혼동행렬

(a) Post 밴드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1809 250 11 3 2073 0.873
FN 189 1801 339 71 2400 0.750
SC 11 390 1768 231 2400 0.737
UB 8 88 186 2118 2400 0.882
계 2017 2529 2304 2423 9273 　
UA 0.897 0.712 0.767 0.874 　 　

(b) Post 지수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1796 267 7 3 2073 0.866
FN 172 1793 344 91 2400 0.747
SC 7 421 1665 307 2400 0.694
UB 4 101 223 2072 2400 0.863
계 1979 2582 2239 2473 9273 　
UA 0.908 0.694 0.744 0.838 　 　

(c) Post 전체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1826 243 3 1 2073 0.881
FN 188 1771 346 95 2400 0.738
SC 9 346 1811 234 2400 0.755
UB 4 75 182 2139 2400 0.891
계 2027 2435 2342 2469 9273 　
UA 0.901 0.727 0.773 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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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elta 밴드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1780 243 44 6 2073 0.859
FN 178 1604 519 99 2400 0.668
SC 10 492 1586 312 2400 0.661
UB 6 73 223 2098 2400 0.874
계 1974 2412 2372 2515 9273 　
UA 0.902 0.665 0.669 0.834 　 　

(e) Delta 지수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1818 247 5 3 2073 0.877
FN 165 1802 359 74 2400 0.751
SC 3 386 1771 240 2400 0.738
UB 4 60 191 2145 2400 0.894
계 1990 2495 2326 2462 9273 　
UA 0.914 0.722 0.761 0.871 　 　

(f) Delta 전체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1831 227 8 7 2073 0.883
FN 194 1759 362 85 2400 0.733
SC 9 394 1755 242 2400 0.731
UB 0 54 182 2164 2400 0.902
계 2034 2434 2307 2498 9273 　
UA 0.900 0.723 0.761 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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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혼합자료 분류기 강릉ㆍ동해 참조지역 검증 결과 혼동행렬

(a) Post 밴드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48451 7168 146 48 55813 0.868
FN 10113 28955 7191 4090 50349 0.575
SC 69 4825 6943 5631 17468 0.397
UB 1267 1504 11719 82129 96619 0.850
계 59900 42452 25999 91898 220249 　
UA 0.809 0.682 0.267 0.894 　 　

(b) Post 지수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48501 7217 87 8 55813 0.869
FN 9755 30938 7791 1865 50349 0.614
SC 63 5138 10122 2145 17468 0.579
UB 1244 1690 18134 75551 96619 0.782
계 59563 44983 36134 79569 220249 　
UA 0.814 0.688 0.280 0.950 　 　

(c) Post 전체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48555 7143 92 23 55813 0.870
FN 10315 29835 7690 2509 50349 0.593
SC 114 4992 8702 3660 17468 0.498
UB 1271 1633 11932 81783 96619 0.846
계 60255 43603 28416 87975 220249 　
UA 0.806 0.684 0.3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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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elta 밴드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33680 16768 3856 1509 55813 0.603
FN 4185 14588 13384 18192 50349 0.290
SC 21 1070 2543 13834 17468 0.146
UB 171 1121 1743 93584 96619 0.969
계 38057 33547 21526 127119 220249 　
UA 0.885 0.435 0.118 0.736 　 　

(e) Delta 지수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50112 5625 31 45 55813 0.898
FN 10661 28929 4779 5980 50349 0.575
SC 41 4166 4163 9098 17468 0.238
UB 719 2011 1466 92423 96619 0.957
계 61533 40731 10439 107546 220249 　
UA 0.814 0.710 0.399 0.859 　 　

(f) Delta 전체

예측
CC FN SC UB 계 PA

실제

CC 49058 6674 26 55 55813 0.879
FN 8144 30944 3493 7768 50349 0.615
SC 47 4410 3244 9767 17468 0.186
UB 348 2265 1247 92759 96619 0.960
계 57597 44293 8010 110349 220249 　
UA 0.852 0.699 0.4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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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혼합자료 분류기로 예측한 강릉ㆍ동해 피해지도 - Post 밴드

22. 혼합자료 분류기로 예측한 강릉ㆍ동해 피해지도 - Post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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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혼합자료 분류기로 예측한 강릉ㆍ동해 피해지도 - Post 전체

24. 혼합자료 분류기로 예측한 강릉ㆍ동해 피해지도 - Delta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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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혼합자료 분류기로 예측한 강릉ㆍ동해 피해지도 - Delta 지수

26. 혼합자료 분류기로 예측한 강릉ㆍ동해 피해지도 - Delta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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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soil hydraulic

properties by different types of

forest fire damage and its

influence on hydrologic

responses

LI Qiwen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est fires burns the combustible substances, such as leaf litter,

understory, and trees. The forest fire patterns in Korea are changing

due to climate change, which has led to growing concerns about the

secondary damages post fire events. Such damages can be effectively

prevented by understanding the hydrologic cycle in fire-damaged

watersheds. The runoff rate occurring in burned watersheds

immediate after fire is related to the changes in vegetation cover and

soi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available data on rainfall-runoff

characteristics on burned watersheds only reflects whether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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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ed by the fire, and information on the impact of the damages

caused by forest fires on vegetation and soil characteristics is

insufficient. To understand the rainfall-runoff characteristics of burned

watershed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runoff curve number (CN).

The post-fire hydrologic response of burned watersheds was

analyzed in this study.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1) develop a spatio-temporally applicable method for classifying the

types of forest fire damages, 2) analyze changes in soil characteristics

with forest fire damage types, and 3) estimate the CN of burned

watersheds correspond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forest fire damages

and soil hydraulic properties.

To satisfy the first objective, various sets of fire-damaged areas

and the taken time of satellite images were used for supervised

learning. Three different post-fire image data were used to train the

classifier. It showed a good performance in the validation region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classifier with the important 20

variables that were selected by analyzing their attributes from the

best-performing dataset would also be able to classify the types of

forest fire damage.

To fulfil the second objectiv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water

repellency, and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of fire-damaged soils

were measured for each damage type. It was observed that both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water repellency were affected by

burning intensity. Additionally, a higher degree of damage

corresponded to the formation of a stronger and deeper water

repellent layer. The results of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experiments were also associated with the type of the forest fire

damage, where a higher degree of damage corresponded to a lower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After three months, the satu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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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burned areas decreased, but recovered

after nine months in all forest fire damage types. Thus, it is inferred

that the changes in soil properties are related to the type of damage.

In particular, changes in the soil hydraulic properties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analyze the post-fire hydrologic response of

burned watersheds.

Finally, to analyze the impact of forest fire on hydrology, various

CN estimation methods were considered with respect to the forest

fire damage type. The hydrological data for analyzing the

rainfall-runoff characteristics in fire-damaged watersheds were

obtained. From the accuracy evaluation of the CN estimation method

considering the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by forest fire damage

types and the regression method, it is inferred that both methods

could be applied to burned watersheds.

In summary, the impacts of forest fires on the hydrology of burned

watersheds can be evaluated by studying the changes in soil

hydraulic properties by forest fire damage type, and could be

efficiently us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burned watershed

hydrology. It is expected that the estimation of post-fire

rainfall-runoff could contribute to the post-fire management of burned

watersheds.

keywords : forest fire damage type, remote sensing, soil water

repellency,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rainfall―runoff,

runoff curve number

Student Number : 2015-3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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