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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GIS는 환경자원 관리의 특히 재해방지와 수 

습에 이용될 수 있다. GIS플 이용하여 재해를 예 

측한다면， 재해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재해를 신속 

히 수습할 수 있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환경의 공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재해에 관련된 환경과 인간에 

대한 철저한 이해릎 요구한다. 제 현상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간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GIS는 이러한 작업을 행하는 기법으로 

서 이용된다. 

산불은 매년 발생하는 재해 중의 하나이다. 산 

불의 발생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캐나다와 미 

국 등에서는 자연발화에 의한 경우가 주를 차지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위적인 요인， 즉 입산 

자들의 부주의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이유로는 산불발생 

즉시 발견되기 어렵고， 산불확산에 미치는 요인 

들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산불진압을 위한 

인력과 장비동원시 많은 시간이 소비되며， 진화 

에 필요한 도로 · 수계 · 피신지 등의 지형자료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산불확산예측과 대책에는 공간적이면서 시간 

적인 심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 

하다. 전통적인 GIS 공간자료모델들은 지리적인 

주제들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 

며， 대부분이 불연속적인 시간구조로 정적인 정 

보만을 가지고 있다 1) 산불은 공간상에서 연속적 

인 시간의 흐름을 가진 현상이므로， 이러한 특징 

이 기존의 GIS 모텔링에 가미되어야 한다. 

만약에 산불이 일어날 경우， 실시간 산불확산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산불진 

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불진압 

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다면， 산불 

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GIS는 산불관리자에게 공간전략으로서 효과적 

인 도구를 제공한다. GIS를 통해 관리자는 관련 

자료를 구축， 속성을 갱신 · 추출하고， 산불확산예 

측 모델을 세우고， 복잡한 공간 단계를 분석하여， 

진화에 필요한 관리구역내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산불확산예측과 대책에 필 

요한 자료를 구축해 놓음으로써， 산불관리뿐만 

아니라 자원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본 논문은 펼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선 유근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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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利用한 산불많散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1) GIS를 이용한 산불관리 모델 

링의 기초단계 작업으로서 산불확산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살펴 보고， 2)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실시간 산불확산 변화패턴 

예측을 위한 산불확산 모텔링을 해 보고자 한다. 

2. 산붙관리 모델링의 연구동향 

실세계에서의 모든 현상들은 3차원이며， 시 

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 

으로 인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복 

잡한 구조는 다양한 시 · 공간상태로 존재하며， 

너무나 복잡해서 단순화시키지 않고서는 그 구조 

를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모텔은 복잡한 실 

세계의 현상들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시킨 것이 

다. 단순화된 현상들은 모텔에 의해서 추정될 수 

있다. 모텔을 통해 추정할 때， 모델 내에 존재하 

는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폰재 

하는 이유는 모델이 1)현상의 제한적인 과정만을 

다루고， 기현상의 과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거나 부적당하게 다룰 수 있고， 3) 시 · 공간이 실 

세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에 

도 불구하고 모텔은 사용자에게 과학적이고， 실 

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시률레이션 모델은 다양한 실세계 과정들을 흉 

내내거나 모방하는 컴퓨터 기반 기술로서 정의될 

수 있다. 그런 예로 지하수 흐름， 열전환， 생물 

성장 기계론， 생태계 발달이 있다. 이런 과정들 

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기본 

법칙(예; 뉴우튼의 만유인력 법칙)이나 다른 유형 

들의 전제가 요구된다. 이런 법칙이나 전제들은 

수학적 또는 논리적인 관계로서 표현될 수 있다; 

집합적으로 그들은 모델을 표현한다. 종종 전제 

들로 인해 방정식들이 단순화된다. 

”모델링”은 ”모텔” 겸증의 연구과정이다. 모델 

링은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모델을 개발하고， 실 

험하고， 평가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들을 

포함한다. D.W.Rhind은 모델링이란 통제된 관찰 

을 통해 미리 선택된 과정에 근거한 모델을 편집 

·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2) 

모델링 중에서도 환경모델링은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다 Lotka( 1924)는 생태계와 생물학적인 

문제에 수많은 분석적인 접근을 활용했고， 수문 

학 같은 분야는 백년 이상의 모델링 역사를 가지 

고 있다. 

Law와 Kelton(1982)은 시 률레 이 션 모델 링 에 관 

한 전 반적 인 내 용을 소개 했고 Frenkiel와 

Goodall(1978)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율 

레이션 모델을 발표했으며， 모델링에 관한 많은 

내용이 몇몇 보고서에서 소개되었다. 

실세계의 현상들을 모방하고 예측하는 데서 수 

학적 모델이 가지는 뛰어난 능력은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오고 있으며 현격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들은 아직 공 

간차원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분야 

와는 달리 GIS는 고정좌표체계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며， 지표 사상들의 위상관계를 고려하여 

저장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그러한 이점으로 1960년대 GIS 개념이 처음 도입 

된 후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 GIS는 복잡한 분석 

에서부터 공간자료의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하게 확산되었다. 

특히， 지난 10년동안 대기오염연구와 wind 

energy engineering 분야에 서 wind modeling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불 행태에 있어 바람의 영 

향을 고려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GIS 기술로， 

바람 행태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연료의 유형， 습 

도， 지형 같은 정보들을 통해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은 역동적인 

산불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Chou는 미국 남부 캘리포 

니아의 Idyllwild 7.5分 도엽 자료를 분석하는데 

GIS를 이용했다 3) GIS의 가능한 예방조치와 산 

불진압하는 방법의 공간적인 전략을 평가하면서 

산불관리자들을 보조하는 방법론과 운용적인 절 

차를 발달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형， 식생， 

기온， 강수， 건물 근접도(proximity) ， 교통 근접도 

를 고려한 확률모텔은 불발생의 확률분포를 보여 

주기 위해 구축되었다. 불이 발생한 지역에서부 

터 진압을 필요로 하는 위험지대를 그려주었다 

統制入火(prescribed burning)가 자연발화의 위험을 

축소시키고， 더 바람직한 공간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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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tz는 연기를 동반한 대규모의 불을 

Grumman Data Systems이라는 3차원의 새로운 다 

이나믹한 시률레이션 시스댐으로 모텔화하고 실 

제처럼 시각화했다 4) 시스댐은 소방대원들을 훈 

련시키고， firepaths 같은 현상을 예측하는데 이용 

될 수 있다. 게다가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대상물 

들을 조건과 옵션을 통해 산불진압을 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Tonto 國有林 관리 소장(National Forest 

Supevisor’s of:당ce) ， Bill Wessel1은， 1990년 6월 25 

일， Arizona Phoe띠x의 북동쪽 120마일가량에 있는 

Tonto 국유림에서 6일 동안 계속된 불로 약 

28,000 에이커의 삼림이 소설되자， 삼림의 회복을 

위해 그 지역에 관한 자료가 필요했다. 그는 

GPS(Global Positioanl System)와 GIS를 사용하여 

그 지역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얻었다. Tonto 화 

재는 GPS/GIS의 연계가 다양한 면에서 가치있었 

음을 증명해주는 한 예이다 5) 

많은 산불관련 연구를 한 Kessell(1990)은 산불 

관리 에 GIS를 이 용한 GIMS(Geographic외 Infor

mation 뻐d Modelling System)를 연구했다 6) GIMS 

는 실시간 불의 행태를 예측함으로서 산불관리자 

들에게 효과적인 의사결정보조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Y osemite GIS 프로그램은 199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큰 회색 올빼미의 서식지분석 

과 낙뢰의 공간분포에 대한 응용 연구는 주목을 

받았다 7) 더우기， 서식지 선정과 1990년 Yosemite 

화재들의 진화와 평가를 위해 GRASS GIS를 이 

용했다. 큰 회색 올빼미 연구는 목초지가 거주지 

로써 적합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고도에 따라 목 

초지와 삼림식생을 조합했으며， 그리고나서 GIS 

에 의해 생성된 지도들은 올빼미들을 조사하는데 

이용되었다. 이 연구로 기존에 알려진 26가지의 

올빼미 종류에서 2배인 52가지의 종류가 조사되 

었다. 낙뢰 분석은 1985년에서 1989년 동안 

Yosemite에 서 발생 한 9,0007ß 의 낙뢰 가 경 사， 사 

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낙뢰 확률도는 자료를 

통해 만들어졌다. 캘리포니아 Yosemite 계곡의 

잠재적으로 가능한 거주지역에 대한 평가를 위해 

GIS 레이어로 구축된 경사， 고도， 도로，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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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조합했다. 작성된 지도는 보존가치가 

있는 고고학적 장소， 희귀한 식생분포지역， 큰 회 

색 올빼미 서식보호지역과 화재 피해지역을 보여 

주었다. 

큰 Yosemite 화재들은 GIS를 이용해서 화재대 

처계획， 운용， 화재이후-화재 평가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사고구조팀 

들은 연료모텔과 경사， 식생 그리고 이전에 발생 

했던 화재들과 산불(wildfire)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초기 계획과 화재 행태 예 

측에 이용되었다. 화재가 진화된 후， GIS는 산불 

심각도(bum’s severity)와 수계， 지표지질， 경사와 

토지소유도를 가지고 피해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Yosemite의 GIS는 많은 운용도구로서 도 

움을 주어왔으며， 공원조사를 위한 중요한 부분 

이 되었다. 

Woods와 Gossette는 GIS가 어 떻 게 산불관리 에 

이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8) 도시가 삼 

림으로까지 확장되어 가면서， 산불발생시 그 피 

해가 큰 데， 화재관리자들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식생， 지형， 날씨， 인간활동이 화재발 

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글 

에서는 1)화재 관리에 이용되는 공간정보를 분류， 

레이어로 정보 저장， 2)존재하고 있는 화재피해 

모텔을 중복， 전통적인 지도 작성， 3)어떻게 GIS 

가 ‘전통적인 지도’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연구지역은 캘리포니아 산타모 

니카산의 한 지역을 이용했다. 이 지역은 다양한 

지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후는 지중해 

성이다. 화재피해변수는 식생， 지형， 날씨， 산불 

사， 교통망이다. 전국화재위험률평가 시스댐 

(National Fire Danger Rating System)을 사용해 방 

화선을 계산하고， 방화선 강도는 BEHAVE 화재 

모텔링 프로그램으로 계산했다. 

GIS는 지리적인 변수들을 저장하는 능력， 존재 

하는 산불피해 모텔을 중복하는 능력， 새로운 모 

델과 지도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산불관리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GIS를 이용한 산불관련 

모텔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산불발생 위험도 예측과 임지관리 측면에서 

q J 



GIS뜰 利m한 산불폈散 모델링 

의 연구가 다소 있을 뿐 GIS를 이용한 산불확산 

에 관련된 연구가 없다. 

3. 우리나라 산톨 현황 

우리나라는 대륙권 기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후적으로 가장 건조하고 낙엽이 많이 쌓여있는 

춘기(3-5월)와 추기(11-12월)에 집중적으로 산 

불이 발생한다. 계절별 발생횟수를 살펴보면， 

1990-1995년 평균 봄(3 -5월) - 69% , 여름(6-8 

월) - 4% , 가을(9-11월) - 9% , 겨울(12-2월) -

18%로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겨울， 가을， 여 

름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1973년부터 실시된 

낙엽 채취의 전면 금지둥으로 인하여 산림내 낙 

엽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 산불발생의 

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다. 

1995년 산림보호 예산현황 중 산불방지대책은 

병충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할당받고 

있다. 1994년엔 전체 예산 중에 24%를 차지한데 

반해， 1995년도엔 31%로 증가하였다.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1990년은 71 건， 

1992년은 139건， 1993년은 278건， 1994년은 433건 

으로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1990년은 175ha, 

1991년은 429ha, 1992년은 640ha, 1993년은 

1,752ha, 1994년은 781ha로 1993년까지는 증가하 

다가 1994년 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1 . 연도벌 산불발생 현황 

| 1990년 11991년 11992년 11993년 11994년 

건 수 71 98 139 1 278 1 433 
--_-_---1---- 十 - -- 十 ----t---- 十 - - -
면적 (ha) 1 175 1 429 1 640 1 1,752 1 781 

자 료: 산림청， 1995, 산불현황 

산불발생 원인은(1990-1994년 평균) 입산자 

실화가 44%(97/220), 논 · 밭두렁 소각이 

22%(4이220) ， 성묘객 실화가 7% (1 6/220) , 어린이 

불장난이 5% (1 1/220), 기타가 23%(5이220)를 차지 

하고 있다. 

시간대별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1990-1994년 

평균 오후(14-18시) - 49% , 정오(1 1-13시) 

38% , 야간(19-04시) - 9% , 오전(05-10시) - 4% 

를 차지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 후， 보고가 들 

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내가 41.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부분 2시간 이내 (7 1.4%)였다. 

표 2. 시도벌 시간대벌 산불보고 ( 1994) 

(단위:건) 

구분 건수 
발생보고 시간대별(분) 

30 31-45 46-60 61-90 91-120 121 

이내 이상 

합계 100.0 41.1 21.9 12.1 8.3 5.1 10.4 

비율 % % % % % % % 

자 료: 산림청， 1995, 산불현황 

표 3. 시도별 시간대벌 진화소요 시간대벌( 1994) 

구닙 켜{ 
lr ~T 

(단위:건) 

진화 소요시간대별(분) 

30 31-60 61-120 120- 181- 240 
이내 180 240 이상 

합계 100.0 12.7 23.1 35.6 15.5 3.5 9.7 
비율 % % % % % % % 

자 료: 산림 청， 1995, 산불현황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예보제와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계획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산불예보제는 기상청의 기상자료와 전국 

F 설치된 습도측정봉을 이용한 산림내 실효습도 

날 측정하여 위험지수에 따른 지역별 산불위험예 

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산불위험지수가 41-60이 

면 산불주의경보， 61-80은 산불경계경보， 81-

100은 산불위험경보를 나타낸다. 이것은 현재 기 

상예보시간에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많은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 

각은 읍， 면， 동장， 관리소장 책임 하에 소각계획 

에 의거해 추진된다. 대상은 산립과 연접 또는 

개재된 농경지， 과수원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이 

된다. 

진화대책으로는 1)진화지휘 영상 송 · 수신 시 

스템을 구축하여 산불의 규모， 진행속도， 인력 및 

장비동원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진화작업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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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資料源의 개요 

GIS 레이어 l 입 력 

걷%.Jl λ ~ 지형도 

경사도 지형도 

사면방향도 ; 지형도 

고도분포도 | 지형도 

임상도 임상도 

연료분포도 : 

도로 지형도 

화재보호지역: 지형도 

수계 지형도 

화재민감지역| 

율적으로 지휘， 2)헬기보유 각 군부대 및 내무， 소 

방부서와 공간체제를 유지하여 급수차 진입로 파 

악 및 위치도 작성을 할 계획으로 있다 9)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지리학 · 임학 · 기타 관련 분야에서 

이룩해 놓은 연구성과를 검토하는 데서 출발하였 

다. 우리나라 경우， 산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산불이 식생이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나 

산화위험 예측에 관한 연구로， 접근방법이나 얻 

어진 결과만을 볼 때， 관리측면보다 요인분석 측 

면이 강했다. 외국의 산불관련 연구는 산불발생 

과 확산에 미치는 요인분석과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하여 GIS를 이용한 실제 사례결과까지 다양 

하다. 

기존에 연구되어진 산불확산 요인 분석에 관한 

자료로부터 요인들을 선택하여 그 요소들에 대한 

값을 도출하여 가중치를 할당하였다. 가상의 모 

델로 산불확산을 실시간 예측， 그에 따른 재해 대 

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불관리 모델링은 가상 

모텔이기 때문에 앞서 자료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기 

위해 실제 산불이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을 대상 

(강원도 한계리)으로 산불확산 프로그램을 적용시 

켜 산불이 번져 진화될 때까지의 시간과 피해면 

적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소프트 

웨어는 Arc/Info이며 주로 Grid모률을 사용했다. 

축척 GIS레이어 생성과정 

1:25,000 지형도에서 등고입력 

" 수치고도자료에서추출 

" 

임상도 입력 

임상도에서 추출 

지형도에서 입력 

" 

각 그리드자료 중첩 

II. 모델링 구성요소와 모델링 

1. 연료 

산불의 확산과 피해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는 

연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주로 木質

素(lignin) ， 셀룰로즈(cellulose)로 이루어 진 연소물 

질들은 식물성장기 동안 광합성작용에 의해 계속 

형성되어 산불발생시 크게 확산되어 피해를 준 

다. 

연료는 유형， 양， 수분함유량에 따라 산불에 미 

치는 영향이 변화하는데， 산불현장에서 쉽게 사 

용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한다. 

1) 연료의 유형 

연료는 분포위치에 따라 ground fuel , surface 

fuel , aerial fuel로 구분할 수 있다. 

CD ground fuel: 지표 덮개짚(surface litter) 아래 

에 있는 가연성 물질들을 말한다. 예로는 썩은 

낙엽， 나무 뿌리， 썩은 나무， 토탄(peat) , 톱밥 

(sawdust) 둥이다. 이 연료들은 불꽃(flame)보다는 

연소를 일으키 게 한다. 일반적으로 surface fuel이 

나 aerial fuel보다 더 높은 습기를 보유하며， 습기 

가 20%이하가 될 때까지 점화되지 않는다. 그러 

나， 한번 불이 붙으며， 연소가 매우 지속이다. 이 

연료들은 불의 초기확산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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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료유형 

令級 林木數(ha)

조림지 (3，αm 이상) 

2，500-3 ，αm 

(5 미만) 

樹 高(m) 연료(바la) I 연료유형 

(lm 미만) 

(2m 미만) 

2-3 

3-5 

1 -1 

1 -2 

- 천연립 -

침 엽 수림 2,000-3,000 3-5 1 -3 

활엽수림 3,000-4,000 3-5 1 -4 

혼효림 1,500-2,500 3-5 1 -5 ------------r--------r----------r----------õ --------• -------
조림지 1 ，500깅，500 (lOm 미만 4-7 I1 -1 

- 천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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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임업연구원보고서， 1989, 산화위험률 예측에 관한 연구， p .120. 

않지만， 썩은 낙엽이나 E원파토양충10)에 존재하는 

ground fire는 매 우 파괴 적 이 다. 

(2) surface fuel: 덮개짚(litter) ， 풀， 낮은 관목， 廣

葉초본(forb) ， 그루터 기 (stump)를 말한다. 1.2m 이 

상의 관목들은 지층수관 연료(understory fuel)에 

포함된다. 삼림의 surface fires 확산에 있어서 가 

장 일반적인 연료이며， 

그것의 화학적 구성보다는 양과 물리적인 특성 

에 의해 연소된다. 즉， 이 연료들은 바람， 온도， 

대기의 습도에 민감하게 변한다. 

@ aerial fuel: 저 층수관(understory )과 상충수관 

(upper forest canopy)에 위치하며， 지표로부터 

1.2m 이상 되는 지점에 분포하는 모든 가연성 물 

질들을 말한다. 연료의 예로는 나무나 관목의 가 

지， 잎， 이끼， 지의류， 착생 식물(epiphytic plants)이 

있다. 일반적으로 활엽수보다는 상록수관목들이 

더 불에 잘 탄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록수 

의 잎은 휘발성류을 가지고 있으며， 활엽수의 잎 

보다 수분을 적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료의 유형은 산불현장에 따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Deeming이 13개 형 으로 大分類하여 1972년부터 

실용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임업연구원 

에서 1986-1988년 기간중 소나무외 5개 임상의 

지피물량 조사결과 127~ 형으로 분류하였다. 

2) 연료량 

산불확산률은 연료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단일식생에서 생성된 연료일 경우 연료입자 크기 

나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연료량에만 영 

향을 받는다. 연료량은 임상의 종류， 밀도 뿐만 

아니라 계절별 낙엽량 같 

은 지피물량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임업연 

구원에서 경기， 강원지역의 수종별 1 -ill令級에 

대한 가연성 지피물량을 조사한 결과， 봄에 I令級

은 2.7 -4.4 tonfha, I1, ill령급은 

약 1.2-2.5배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가을에 동일조사지에서의 낙엽량은 봄에 비 

하여 1-10% 증가했다. 그러나 연료량은 항상 

동일한 것이 10% 증가했다. 그러나 연료량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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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인이 아닌 이상 변화하지 않지만， 연료량 

은 계절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별 자료구축퉁 

이 필요하다. 

〈그림 1>은 구축된 임상도의 예이며， <표 7>은 

엄상에 관한 정보를 유형， 令級， 밀도， 토지이용에 

따라 작성한 look-up 파일이다. 

地理學論難 第27號0996. 2) 

상 동일한 것이 아니기에 현장조사가 더욱 필요 

한 부분이며， 국부적인 경사에 따라 낙엽량의 차 

이가 생기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한다. 

그림 1. 임상도 

표 6. 임상도의 데이타베이스 

TYPE ; AGE ; DENSIπ 
M 4 B 
C 4 A 
D 4 A 

D 3 A 

M 3 A 

* ’ * ’ * 
M 3 B 

M 4 B 

3) 연료수분함유량 

연료의 수분함유량은 불의 행태와 연소에 중 

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낙엽같이 죽은 연료 

(nonliving fuel)의 수분 함유량은 살아있는 연료 

(living fuel)의 수분 함유량보다 범 위 가 넓 게 분포 

한다. 전자의 경우， 수분 함유량이 2%아래로 떨 

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장기간 비가 온 후에 

는 200%가 넘기도 한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수 

분함유량이 건조무게의 75-150%를 차지한다. 

죽은 연료의 수분함유량은 강우， 상대숍도， 기 

온 둥의 날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바랍과 햇 

빛은 연료를 건조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 25이나 30%의 수분함유량을 가진 연료들 

이 많은 양의 수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우에 의해서이다. 그래서 강우 후 경과한 날짜 

는 연료수분함유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 

분이 된다. ω
 
-F 
-F 
-F 
-F 
-F 
-L 
-F 
-F 

$RECNO 

2 
3 
4 

5 
6 
7 

8 

산불의 발생과 연소에는 일사， 바람， 기온， 습 

도 둥 기상인자와 경사， 사면의 지형인자가 크게 

관여한다. 

1) 기상 

@ 日射: 日射는 연료건조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인자로 계절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한 하루 

중에도 기상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주로 구름양에 반비례하고 있다. 日射가 강하면 

- 7 -

TYPE: M(혼효립)， c(침엽수)， D(활엽수) 

DENSITY: A(고)， B(중)， C(저) 

LU: F(산림)， L(경작지) 

2. 자연조건 

4) 데이타빼이스 구축 

데이타베이스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세 

계를 저장하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연료에 관 

한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 

라， 계절별 · 년도별에 따라 변하는 연료정보에 

동적으로 대웅하고 있지 못하다. 

지형도는 엄상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1:25,000 축척의 임상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임상도는 유형， 令級， 밀도，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원하 

는 항목을 지도로 살펴볼 수 있다. 관련 자료들 

은 look-up 화일로 작성되어， tables에 저장했다. 

사용되는 자료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그 변 

화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 

으로 수정할 수 없다. 변화가 작은 것은 주기적 

으로 변화 내용을 파악하여 자료를 갱신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변화가 큰 대상은 오히려 재측정 

을 통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임상 유형은 조림사업이나 개간， 개발 등의 인위 



GIS를 利用한 산불歐散 모댈링 

林內가연물의 온도가 상승하고 건조가 빨라진다. 

봄철에 산불이 많은 이유가 日射가 강하고 일조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 바람: 바람은 연료가 타도록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연소률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강 

풍은 불길이 앞쪽으로 기울게 함으로서 불확산률 

을 증가시 킨다. 온난건조한 바람은 가연물을 급 

속히 건조시켜 산불의 확대， 연소속도를 증가시 

킨다. 풍속이 낮을 때 산불발생이 많으나 피해면 

적은 풍속이 빠를 때 시간경과에 따라 급속히 증 

가한다. 큰 산불은 건조한 강풍하에서 발생하며 

지 형 에 따라 풍향이 변화한다. 

@ 기온: 산불발화온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는 그 자체로 산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 

하지만， 연료에 함유된 습도를 변하게 할 때 중요 

한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습도가 낮고 온도가 

높다면 낙엽의 수분 손실은 크게 될 것이며， 살아 

있는 식생의 수분증발률은 증가할 것이다. 

@ 강우: 강우는 직접적인 소화효과를 갖고 

있고， 임내가연물의 함수량을 증가시킨다. 강우 

량이 5mm이하일 때는 다음날， IOmm이하일 때는 

강우 3일후에 임내가연물이 연소할 정도로 건조 

해진다. 

@ 습도: 습도는 지피물의 건조도를 좌우하는 

데， 산불발생에 큰 영향을 준다<표 7>은 습도 

별 산불발생률 및 위험도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습도가 100% 에 가까우면 풍속이 강해도 

산불발생이 없는 반면， 바람이 없어도 습도가 낮 

으면 산불발생률이 높다. 이와같이 기상인자는 

서로 관련되어 작용한다. 

2) 지형 

바람의 영향처럼 지형도 산불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산불행태 

요소로 여져지고 있다. 급경사의 상향사면을 따 

라 확산되는 불은 강한 바람에 의해 확산되는 

불의 행태와 비슷하다. 보통 불은 상향사변을 

따라 확산되 지 만， 높은 강도의 불은 상향사면 뿐 

만 아니라 하향사변을 따라서도 확산된다.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산불이 상향사면을 따라 올라 

가면서 산불이 확산되고， 능선을 넘어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진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시영 

표 7. 습도벌 산불발생률 및 위험도 

당일의 공기= 발화율 τ 산화발생위험도 
최저온도 관계습도 

20%이하 48.83% 30%이하 극히 발생하기 쉽 

20-40% 37.21 % 30-40% 고 진화가 어려웅 

40-60% 9.30% 40-50% 발생 이 쉽 고 빨리 
연소됨 

6ι80% 2.33% 50-60% 발생하나 진행이 
느림 

80%이상 2.33% 60%이상 잘 발생하지 않음 

자 료: 산림청， 1981, 임업기술， p.475. 

(1994)은 경남 부안외 19개소에 대하여 산불연소 

가 정지했던 부분을 조사했는데， 능성부가 

42.9%, 상향사면이 24.4%, 하향사면이 23.9%, 계 

곡이 9.1%로 능성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을 언급했다. 

사변의 방향은 일사량과의 관계 속에서 연료수 

분함유량에 영향을 미친다. 평탄한 지형은 완만 

한 경사로 동일한 일사량을 받아 연료의 수분함 

유량이 동일하지만， 굴옥이 심한 지형은 지형에 

따라 일사량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연료수분 

함유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3) 데이타빼이스 구축 

기상인자는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내용이므로 

자료구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작성하므로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기상인 

자는 연료수분함유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만 

고려하고， 자료로 구축하지 않았다. 단， 바람은 

불의 행태와 속도에 큰 영향을 주므로 프로그램 

내의 변수로 설정했다. 

지형인자는 1:25,000 지형도를 20m 등고간격으 

로 입력하여 수치고도화일을 작성했고， TIN모률 

을 사용해서 경사와 사변을 분석했다<표 8>과 

〈표 9>는 경사와 사면을 분류해서 부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경사는 경사도가 클수록 산불확 

산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사면은 일사량 

의 차이로 연료수분함유량의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사량이 가장 큰 남향， 동 · 서향， 북향으 

로 구분하여 값을 부여하였다. 

산림지대는 특별한 목적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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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지형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구축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 3 ， 4>는 구축된 지형자료들이다. 

표 8. 경사 분류 

경사c ) 값 비 율(%) 
0-15 

15-30 

30-45 

45-90 

사면 

북 
동·서 

l.-l-

2 

3 

4 

표 9. 사면 분류 

그림 2. 등고선 

그림 3. 경사도 

1.44 

23.08 

46.76 

14.09 

비 율(%) 
16 
4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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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면방향도 

3. 붙의 행태 

일반적으로 불의 성장모양은 지형이나 풍속에 

영향을 받아 타원형을 이룬다. 불은 발생지점으 

로부터 가장 빠른부분을 축으로 확산되는데， 前

面(head) ， 測面(flank), 後面(rear)으로 나눌 수 있다. 

前面에서 확산되는 불은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부분이며， 測面에서 확산되는 불은 전면으로 확 

산되는 불의 수직각 또는 비스듬하게 확산된다. 

後面에서 확산되는 불은 불의 꼬리부분을 가리키 

는데， 前面에서 확산되는 불의 반대방향으로 확 

산된다. 불의 확산률은 前面→測面→後面 순으 

로 감소한다(그림 5). 

우리나라의 산불 연소 형태는 대부분 단순 사 

면형으로서 산불이 일단 발생되면 빠른 속도로 

능선 부위까지 발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정이 
다 11) 

ftill 

자 료: Brown, A. A., and Da띠s， K. P., 1952, Forest Fire 

Control 때d Use, p.185. 

그림 5. 전형적인 불의 확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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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利用한 산불械散 모델링 

1) 산불의 유형 

산불은 어떤 종류의 연료가 타는냐에 따라 분 

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연료의 유형 

에 따라 地中火(ground fire) , 地表火(surface fire) , 

樹冠火(cro뼈 fire)로 나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의 연소상태와 피해상태에 따라 地中火， 地表火，

樹幹火， 樹冠火로 분류하고 있다 12) 

CD 地中火(Ground 잠re): 地中火는 산림의 지표 

덮개짚(surface litter)아래에 있는 유기물들 - 썩은 

가지， 나무 뿌리 둥 - 을 태우는 불을 말한다. 유 

기층의 수분함유정도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수 

분함유량이 적올 경우， 지표 아래 깊숙이 침투하 

여 큰 피해를 낸다. 이 불은 불길이나 연기가 거 

의 없는 상태로 느리게 타는 것이 특징이다. 

@ 地表火(Surface fire): 地表火는 지표 덮개짚 

(surface litter) , 산림 충(forest floor)과 작은 식 생 들 

을 태운다. 이것이 산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 

인 유형이다. 

표 10. Rothermel의 기본방정식을 이용하여 예측한 ROS 값 

연료수분 풍속ün/sec) 
연료유형 

함유량 (%) 
경사 

2 3 4 5 

15。 1.33 1.55 2.57 2.96 4.07 4.66 5.76 6.59 7.62 8.70 

10% 30。 2.45 2.86 3.69 4.26 5.19 5.97 6.89 7.89 8.74 10.00 

45。 5.32 6.19 6.56 7.60 8.06 9.30 9.75 11.23 11.61 13.34 

15。 1.09 1.27 2.11 2.42 3.33 3.81 4.72 5.39 6.24 7.12 

15% 30。 2.01 2.34 3.02 3.49 4.25 4.88 5.64 6.46 7.16 8.19 

침엽 
45。 4.36 5.07 5.37 6.22 6.60 7.62 7.98 9.19 9.50 10.92 

15。 0.89 1.03 1.72 1.97 2.72 3.1 1 3.85 4.40 5.09 5.81 

20% 30。 1.64 1.91 2.47 2.85 3.46 3.98 4.60 5.27 5.84 6.68 I 

45。 3.55 4.13. 4.38 5.07 5.38 6.21 6.51 7.49 7.75 8.90 

15。 1.30 1.50 2.67 3.04 4.47 5.06 6.62 7.48 9.07 10.25 

10% 30。 2.46 2.82 3.83 4.35 5.62 6.38 7.77 8.80 10.23 11.57 

45。 5.42 6.18 6.78 7.72 8.58 9.75 10.73 12.17 13.19 14.93 

15。 1.07 1.23 2.18 2.48 3.65 4.14 5.41 6.12 7.42 8.38 

15% 30。 2.01 2.30 3.13 3.56 4.60 5.22 6.36 7.20 8.37 9.46 

45。 4.43 5.06 5.55 632 7.02 7.97 8.78 9.95 10.79 12.22 

활엽 15。 0.71 0.81 1.45 1.65 2.43 2.75 3.60 4.07 4.94 5.58 

20% 30。 1.34 1.53 2.08 2.37 3.06 3.47 4.23 4.79 5.57 6.29 

45。 2.95 3.37 3.69 4.20 4.67 5.30 5.84 6.62 7.18 8.13 
10。 1.32 1.52 2.61 2.99 4.25 4.84 6.15 6.99 8.27 9.39 

10% 30。 2.46 2.83 3.75 4.30 5.39 6.15 7.29 8.30 9.41 10.70 

45。 5.37 6.19 6.67 7.66 8.30 9.51 10.20 11.66 12.33 14.06 
10。 1.08 1.25 2.15 2.46 3.49 3.98 5.06 5.75 6.81 7.13 

15% 30。 2.02 2.33 3.09 3.54 4.43 5.06 6.00 6.83 7.75 8.81 

45。 4.42 5.10 5.49 6.30 6.84 7.82 8.40 9.59 10.15 11.57 
혼효 

15。 0.83 0.96 1.64 1.88 2.67 3.04 3.87 4.40 5.21 5.91 

20% 30。 1.55 1.78 2.36 2.71 3.39 3.87 4.59 5.22 5.93 6.74 

45。 3.38 3.90 4.20 4.82 5.23 5.98. 6.42 7.34 7.76 8.85 

자 료: 정 연하， 1992, 낙엽의 연소특성과 기상조건 따른 산화위험 예측에 관한 연구，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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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樹冠火(Cro、m fire): 나무나 관목의윗부분을 

따라 확산되는 불을 가리켜 樹冠火라 한다. 樹冠

火는 진압대원들의 위에 존재하며 빠르게 확산되 

기 때문에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불이 확산될 때는 이러한 3가지 유형이 

동시에 혼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중에서 

地表火가 가장 일반적이며， 地表火에서 樹冠火로 

발전할 수도 있고， 樹冠火가 지표에 떨어져 地表

火가 될 수 있다. 유사하게， 地表火는 地中火로 

발전하여 진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덤고 건조하고 바람부는 오후같은 경우， 地中火

는 地表火나 樹冠火로 확산될 수 있다. 

2) 확산률(Rate of Spread) 

Canadian Forestry Service( 1987)에 의하면， 확산 

률(Rate of Spread)을 “바람이 평 형 상태 나 정 상상 

태에 도달한 후에 기복이 있는 지형상에서 바람 

따라 앞으로 확산되는 비율， 또는 바람없이 방사 

상으로 확산되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13) ROS 

는 분당 미터 (m/min)와 시간당 킬로미터 (kmfh)로 

표시된다. 산불 발생지점으로부터 진행거리나 

방사상의 확산거리는 발화된 후 경과된 시간을 

ROS에 곱해서 얻을 수 있다. 

ROS를 계 산하는 식 은 Rothermel(1972)과 

Albini(1976)에 의해 발달되었는데， 산불모텔을 통 

해 연료습도， 경사， 풍속， 연료유형의 관계식에서 

ROS값을 」출해 내 었다<표 10>은 4가지 요인 

을 사용히여 예측된 ROS값이다. 정연하(1990)는 

침 · 활엽수를 사용한 연소실험에서 진행속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구했다 14) 

ROS(4cm,R2=0.91 **)=-0.21H+0.20S+ 1.07W-0.59F-

1.56 

ROS( 6cm,R2=0.85**)=-0.43H+0.24S+ 1.16W -0.02F-

1.08 

H: 연료습도(%)， S:경사도c ), W:풍속(m/sec) ， F: 

試料젠類 

ROS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사도， 풍속， 연료 

습도인데， 경사가 급할수록 풍속이 강할수록， 연 

료습도가 낮을 수록 ROS는 증가하며， 경사도가 

급할 경우 연료습도간의 ROS 차는 작아진다. 

ROS를 계산하는데 있어， 위에서 언급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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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것은 상향사면과 하향사면 

에 대한 ROS의 차이이다. 같은 경사도를 가진 

지역이라 할지라도 상향사면을 따라 불이 확산되 

는 경우와 하향사면을 따라 확산되는 경우 각기 

다른 불의 확산률을 보인다. 이시영(1994)과 

Wagner(1988)는 상향사면의 경우，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풍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연소 진행속 

도는 증가하는 반면， 하향사면은 15 0_30 。까지의 

연소진행 속도는 감소하나， 30 。이후부터는 증가 

함을 보였다. 

3) 화재 면적과 변수길이 

캠프파이어나 번개와 같은 한 점화지점에서 생 

긴 일반적인 산불의 성장패턴이나 유형은 지표면 

상에서 부는 바람의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풍향이 계속 일정하다면， 불은 바람을 따라 성장 

하면서 전체적으로 타원의 형태를 갖춘다15) 

Ale빼빼와 Lan애l1e(1988)는 캐 나다 북부지 역 의 산 

림지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풍속에 따라 불 

의 모양을 결정짓는 변수들의 값을 도출해 냈다. 

〈그림 6>에서 (a)는 한 점화지점에서 생긴 산불이 

풍향에 따라 타원형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는 불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을 뿐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바람과 경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산붙은 발화점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확산된다. (b)는 타원형태인 산불의 면적과 변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식이다. 그 

도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값들은 〈표 11>에 제 

시되고 있다. 이 값들을 사용하여 前面확산거리 

(Forward spread distance)과 後面확산거 리 (Backfire 

spread distance)를 계산하고 화재면적과 周界길이 

를 계산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식으로는 아래와 

같다. 

A(ha)=[KA X ROS(m/min) X T(min)] 2 -:-10,000 or 

[KA X ROS(km/h) X T(h)]2 X 100 

P(m)=Kp X ROS(m/min) X T(min) or P(km) 

Kp X ROS(km/h) X T(h) 

前面확산거리 =ROSx 발화한 후 경과한 시간 

後面확산거리=前面확산거리 -:- H/B 

전체확산거리=(前面확산거리+後面확산거리)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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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B 

면적증가율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그 

것은 점화된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가 점차 증가한다. 즉， 불탄 지역은， 처음의 

ROS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간 

격의 제곱에 상응하여 증가할 것이다. 예로， 

표 11 . 풍속에 따라 불의 모양을 결정짓는 변수들의 값 

1αm개 길이/넓이 면적형 周界型 ïW後面

방풍속 비 계수 계수 확산비 

뻐바1] 띠B] κAl κp] 떼B] 

o 1.00 3.14 6.28 1.00 
5 1.04 1.88 4.86 1.57 

10 1. 17 1.16 3.84 3.16 
15 1.41 0.77 3.17 5.78 
20 1.76 0.54 2.75 10.3 

25 2.23 0.39 2.49 17.8 
30 2.82 0.30 2.32 29.8 
35 3.54 2.22 48.1 0.23 
40 4.39 0.18 2.15 75.1 
45 5.37 0.15 2.10 114 
5o 6.48 0.12 2.07 166 

자료 M. E. Alexander, 1985, Predicting fire 
behavior in the black spruce-lichen 
woodland fuel type of westem and 
northem canada, Forestry Canada 

불이 난 후 60분이 경과했을 때는 30분이 경 

과했을 때보다 4배의 지역이 불에 타고 있을 것 

이다. 

불 행태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경사와 사면， 

연료분포와 기상자료 특히 바람과 같은 입력자료 

들이 필요하다. 불이 확산될 때 물리적인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경사와 사면， 연료자료가 구 

축된 상태에서 바람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 

다. 바람은 기상청에서 측정되는 자료 이외에 국 

지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불이 발생해 

가면서 대기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 지역내 

의 국지풍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산불현 

장에서 직접 측정되는 풍향과 풍속을 직접 입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뀔讓파끓월 
101m이1 ζ=그~ 

/1 ........ \ 

~~띤廳B 
50kmlh 

(a) 

화재 빼휴 길이 : 뼈界쩔 깨수~7 

화재연적 연적쩔 계수(KA)X씩b) 
자료 M. E. Alexander, 1985, 

Predicting fire behavior in 
the black spruce-lichen 
woodland fuel type of 
westem and northem 
C때ada， Forestry C없1ada. 

그림 6. 바람에 의한 불의 행태 

m. GIS를 이용한 산불확산 모형 

1.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1) 하드혜어 

이 논문에서 사용된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다. 

o 자료분석: SUN SPARK 10, IBM PC/586 

o 자료입 력 : ALTEX AC31 DIGITIZER 

o 출 력 : HP650C, INK-JET PLOTTER 

2) 소프트웨어 
지형도와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AutoCAD 

release 12, Workstation-based ARC/INFO 시 스템 을 

m 

μ
 



사용하였다. ACAD12는 기본도 작성에 사용되었 

으며， ARC/INFO는 산불확산 모델링에 필요한 자 

료구축과 모탤링 에 사용되 었다. 산불확산 모델 

을 검증하기 위해선 IDRISI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2. 산붙확산 모형 

산불확산 모형 은 Arc/Info의 AML(ARC Macro 

Language)를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이 모형에는 

산불확산 모델링에 필요한 기본도， 그리드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start.뻐괴과 하부프로 

그램 인 main.menu, ini.aml, fire.aml , spread.aml로 구 

성되어 있다 

산불확산 모형 

ST쐐AML 
MAIN.MENU INI.AML FIRE.AML 

SPREAD.AML 

그림 7. 프로그램 구성도 

1) 산불확산 모형의 메뉴체계 

산볼확산 모형은 자료가 들어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ARC 프롬프트 상에서 &r start라고 

입력을 하면 〈그림 8>과 같은 윈도우가 화면상 

에 나타난다. 윈도우에는 기본도， GRID자료， 산 

불확산， 측정， 중첩， 화면소거， 종료의 주메뉴와 

서브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각 메뉴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본도 - 등고선， 경사도， 사면방향， 임상도 

와 산불진화에 필요한 도로， 수계， 등산로， 화재 

보호지역 지도를 화면상에 출력시킬 수 있다. 

ø GRID 자료 - 섣시간 산불확산 예측을 위한 

GRID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다. 기본도에 입력되 

어 있는 자료를 GRID로 변환하였다. 고도분포， 

경사분포， 사면방도， 연료량분포를 보여주는 

GRID자료와 산불확산예측을 위한 최종커버리지 

인 화재민감도를 화면상에 출력한다. 

@ 산불확산 - fire.aml과 spread.aml에 짜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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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산불확산 모형 화면 

프로그램에 의해 불의 행태를 보여준다. 화면상 

에 출력된 지도에 원하는 구역을 설정하면， 그 지 

역이 기본도의 범위만큼 확대되어 그려진다. 설 

정된 구역에 산불발생 지역을 다각형 형태로 입 

력하면， 프로그램에 입력되어진 변수값에 의해 

불이 확산되는 것이 화면상에 출력된다. 

@ 측정 - 산불의 확산 거리， 면적， 좌표의 자료 

를 명령툴 상에 보여준다. 

@ 중첩 - 산불 확산지역에 지도를 중첩시킨다. 

산불진화에 필요한 도로와 화재보호지역에 대한 

자료가 화면상에 출력 된다. 

@ 화면소거 - 화면을 깨끗하게 한다. 

@ 종료 - 시스댐을 종료한다. 

2) 산불확산 모렐링 

ARC/INFO GRID모률은 셀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과 확산을 보여주는데 적합하여 산불확산 

모델링에 사용되었다. 

모델링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사용된 변수틀 

은 burnrate, cellsize, φying.Jactor， er찌-없19le， tiregrid, 

iterations, r빼us， start_angle, 야얹h이d 이다. 

firegrid는 H 장에서 구축한 경사 · 사면 · 연 

료 자료를 중첩시켜 작성했으며， 각 셀마다 불에 

탈 수 있는 연료량 값을 가지고 있다(그림 10) 

burnrate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료가 소모되 

는 정도이다 iterations는 산불확산 단계를 설정 

한다. 예로 firegrid의 셀값이 30, burnrate가 10, 

iterations가 3이면， 3번째 확산단계에서 불이었던 

셀 이 재 로 표현 된 다 threshold는 잠regrid의 셀 이 

불에 노출되었을 때 탈 수 있는 최소치이다. 

threshold가 30으로 설정되면， 30이하의 값을 가 

진 firegrid의 셀은 불이 발생 하지 않는다. 

dηring_factor는 셀이 불에 노출되었을 때， 확산단 

계 때마다 셀값에 곱해져서 threshold가 넘으면 

붙이 붙게 된다 radius， start_angle, end_angle은 
풍향과 풍속을 표현한다 radius는 셀의 수로 풍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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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starcangle과 end_angle은 풍향을 표현한다. 

cellsize는 셀의 크기를 정해주는데， radius같이 풍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같은 cellsize에서 

radius의 차이가 주는 결과는， 같은 radius에서 다 

른 cellsize가 주는 결과와 같은 효과를 준다. 하지 

만， cel1size는 셀값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풍속을 표현하기 위해 radius를 사용했다<그림 

11>은 m이us=5， start_angle=290, er넘c-ang1e=330일때의 

확산을보여주고 있다. 

산불확산 모델링은 산불확산 알고리즘에 의 

해 확산된다. 산불확산 알고리즘은 firegrid에 발화 

지점을 입력하면， 인접셀을 계산하여 산불확산을 

보여준다. 

인접셀 계산은 GRID 모률내에 있는 Con 함수 

와 Focalmax 함수를 사용하였다 Con 함수는 각 

셀마다 조건선언문을 실행한다 Con 함수의 선 

언은 다음과 같다. 

Con ( <조건>， <참값>， 

{ <조건>， <참값>}， ... 

{ <조건>， <참값>}， 

{ <거짓값> } ) 

Focalmax 함수는 Con 함수내에서 사용되는 선 

언문이다. 사용자가 설정한 셀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하여， 처리 중인 셀들에 주어진다. 

Focalmax 함수 선언을 살펴보면 outgrid 

focalmax (ingrid, rectangle , 5, 5) 

표 12. 모델링에 사용된 번수 

변수 용
 

내
 

burnrate 칸편에 따른 연소율 

cellsize 셀의 크기 

빼ng_ 불에 노출되었을 때 firegrid X빼ng，.Jactcx 

fact아 : 가 일어나서 야양101d를 념으면 불이 붙음 
a'ltæ빼 l풍향의 큰 각 

fïregrid 붙에 탈 수 잊논 연료량을 조l~한 그리드 

iterations 산불확산 단계 

radius 확산되는 셀의 수 

없rt_angle I 풍향의 작은 각 

threshold I 셀이 불에 노출되었을 때 탈 수 있는 최 

l 소치 

ingrid에서 처리중인 셀의 5x5 셀이 계산되어 

그 중에 가장 큰 셀값이 outgrid의 같은 5X5 셀 

에 주어진다(그림 9). 

Con 함수와 Focalmax 함수의 이 러 한 과정 은 

변수선언에서 설정한 값에 일치할 때까지 반복 

적으로 일어난다. 

5x5 생 

그림 9. Focalmax 함수의 셀 처리방법 

〈그림 12>부터 〈그림 17>은 산불발생 후 3시 

간 동안 확산될 부분을 30분간격으로 살펴본 것 

이다. 모텔링에 설정된 변수값은 〈표 13>와 같 

다. 변수값 설정을 위해서 〈표 10>과 〈표 11> 

을 이용하였다. 변수값 설정을 위한 조건은 아 

래와 같다. 

@ 연료유형은 산림지역 (F)와 비산림지역 (L) 

으로 나누어 값을 부여했다. 

F=I , L=O 

@ 연료수분함유량은 사면에 따라 값을 부여 

했다(표 8). 

북사면=1 ， 동 · 서 사면=2， 남사면=3 

@ 경사는 〈표 10>을 사용하여 〈표 9>를 분 

류하고， 가중치를 할당하였다. 

@ 풍속 15km/h, 풍향=남서풍으로 〈표 11> 

의 계수를 이용하여 확산모댈링을 했다. 

표 13. 모델링에 설정된 번수값 

변 -까「‘ 값 

burnrate 2 

cellsize 20 

dryingjactor 10 

en:며w;le 260 

firegrid 1 - 100 

lteratlOns 6 

radius 5 

start_angle 200 

threshold 3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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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각 셀에 연료량을 가진 firegrid 

flre 嚴뿔 

ash 

엉 녕뇨“ 「및~.-

그림 11. radius = 5 , starCangle = 290 , 

end_angle = 330일 때의 확산유형 

fire 훌훌짧 

ash 

_~M- _ 
*‘~r'- ‘ 

그림 12. 시간대별 불의 확산 - 30분 후 

fire 짧뿔 

ash 

엇속댈 

그림 13. 시간대별 불의 확산 - 1 시간 후 

π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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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짧寶 

ash 

w니해?‘ 
캠r-' 

그림 14. 시간대벌 불의 확산 - 1 시간 30분 후 

fire 짧뿔 

ash 

W숙돼~ 
1ι、~-

그림 15. 시간대벌 불의 확산 - 2시간 후 

fire 훌훌 

a앙1 

~.-Jk‘ 
「획~' 

그림 16. 시간대별 불의 확산 - 2시간 30분 후 

lire 훌훌 

ash 

w쉽완 

그림 17. 시간대벌 불의 확산 - 3시간 후 



GIS를 利따한 산불歐散 모댈링 

3. 모델 검증 

산불확산 모델의 사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 

해， 최근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을 선정하여 검증 

하였다. 검증지역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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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발생한 지점과 풍향， 풍속을 산불확산 

모델에 입력해서 확산된 면적과 범위를 비교하 

였다. 

Ul~쩌 ;q억 톨l 

회채지역 ii!liifi1 

‘ J4s :r:(~-

그림 18. 확산모델에 의한 피해지역 

비교를 위해 두 커버리지를 재분류하여 값을 

부여하였다(표 14). 불이 난 지역은 1, 불이 나지 

않은 지역은 O 값을 주었다. 

"1 화:l1!1.!역 .. 

획;q지역 

.녕킹l 
""'17、y

그림 19. 확산모델에 의한 피해지역 

그림 20. 피해면적 비교 

tJljl 재치 삭 ... 

B 

C ι'i!!":!J 

W~새~， 
1까\-“ 

표 14. 산불피해 지역 커버리의 재분류 

| 불이 난 | 볼이 나지 

; 지역 ; 않은 지역 
산불확산모형의 

피해지역 
-----------十- - - - - t-, - - - - - - -
실제 산볼피해 

지역 
0 

재분류 되어진 두 커버리지를 중첩한 결과 

다음과 같다(표15). 산불확산 모형의 피해지역과 

실제 산불피해 지역이 동일하게 나오는 지역은 

2933셀， 실제 불이 났지만 확산모형에서는 표현되 

지 않은 지역이 1251 셀， 실제 불이 나지 않았는데 

표현된 지역이 1466셀 이었다. 이 결과를 실제 

산불피해 면적과 비교해 본 결과， 약 70%의 정확 

도를 보였다. 

- 16 -



표 15. 산불피해 지역 커버리지의 중첩 결과 

모형 ; 실제지역 ; 셀의 수 
o 0 34350 
1- - - 1" - - - - õ - - - - - ~ - - - i466 
0- - - 1" - - - - ï - - - - - ~ - - - ii5Ï 

-------十 ----~-----r---~~=----
1 1 2933 

표 16. 실제 산불피해 면적 

Class I Value I Frequency 
o 0 34816 

I 「 I 「 4I84 -

N.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한 산불관리 모델링 

의 기초단계 작업으로서 산불확산에 영향올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이론 

적인 고찰을 통해 실시간 산불확산 변화패턴 예 

측을 위한 산불확산 모델링을 했다.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불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료， 

기상， 지형이 있다. 연료는 유형， 양， 수분함유량 

에 따라 산불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한다. 

(2) 연료수분함유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사， 

바람， 기온， 강우 등의 기상인자들이다. 특히， 

바람은 가연물을 급속히 건조시켜 산불의 확대， 

연소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지형에 따라 풍향과 

풍속이 변화한다. 강한바람에 의해 확산되는 

불의 행태는 급경사의 상향사변을 따라 확산되 

는 불과 비슷하며， 사면의 방향은 일사량과의 관 

계속에서 연료수분함유량에 영향을 미친다. 

(3) 불의 행태는 지형이나 바람에 영향을 받아 

타원형을 이루는데， 지표면상에서 부는 풍속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4) 산불은 발생원인뿐만 아니라 산불확산에 

미치는 물리적인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각 환경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 

요하다. 미국의 BEHAVE와 캐나다의 CFFDRS 

(Canadian Forest Fire Danger System)는 기상조건 

地理學論蕭 第27號0996. 2) 

과 생태계 주기를 계산하여 자연발화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자연발 

화를 위한 자료보다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산불발생 위험도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미국과 캐나다는 지형상에 있어서 완만한 

경사를 가진 지역으로 기복이 심하지 않은 지역 

을 대상으로 산불확산모형을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형상의 기복이 심하고 국부적인 지 

형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려를 한 산 

불확산 모텔링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바람이외의 기상조건에 대 

한 부분이 배제되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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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fire spread modeling using GIS 

Eun-Gyoung Park* 

Summary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1) eva1uate the factors influencing forest fire spread as 

fundamental data for forest fire spread modeling, and (2) predict the pattem of forest fire spread 

using GIS at a real time,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of factors. 

Chapter 1 addresses the statement of the background to this study and the methodology 

used. Chapter II summarizes previous research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forest fire spread 

and constucts the databaserelated to it. 

Then, Chapter m presents forest fire spread modeling using Arc/Info GRID and AML at a 

real time and verifies it. 

Chapter N summarizes the conc1usion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pattern of spread is determined most1y by fuel and by topography and by the speed 

and direction of sU1iace wind. (2) With GIS technology, map products can be created that not 

only analyze fire behavior but incorporates such information as the type of fuels, moisture 

content, and the topography effects associated with fire conditions. 

(3) Successful forest fire spread strategies rely on fire behavior models, which in tum rely on 

the accurate data of each environment. Mayor causes of forest fire are natural combustion in 

the United States but are man-caused fire in us. 

(4)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orest fire spread modeling is applied to a gent1e 

change of slope at local-scale topography. But, In Korea we need to do forest fire spread 

modeling considering a steep change of slope at it. 

(5) The resulting 안nodel" can provide a more timely and comprehensive look at an active 

forest fire, or improve the successful control of forest fire spread. 

Keywords: forest fire spread modeling, fire behavior, model.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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