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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에서 산불 발생 공간분포는 인간 활동과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군집형태의 강한 공간의

존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존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점자료 분석법을 통한 산불발생의 공간분포패턴을 분

석하였다. Ripley의 K 함수를 이용하여 산불 발생 원인별 공간분포 형태를 파악하였으며, Kernel 함수를 통해 산불

발생의 공간적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도는 상이하지만 모든 원인의 산불이 임의(random) 분포가 아닌 군

집화(clustered)되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불 발생의 군집성을 원인별로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전국적 발생 패턴을 가지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활동과 관련된 것

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지적 군집성을 가지는 원인으로 담뱃불이나 어린이 불장난, 방화이다. 그 군집성의 범위는

30 km내외로 나타났으며, 그 범위 밖에서는 임의 분포하고 있었다. Kernel 함수에 의한 원인별 집중도 분석에서는

강한 군집도를 나타냈던 3가지 원인(담뱃불, 어린이 불장난, 방화)의 경우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

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Forest fire occurrence in Korea is highly related to human activities and its spatial distribution shows

a strong spatial dependency with cluster pattern. In this study, we analyzed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forest

fire with point pattern analysis considering spatial dependency. Distributional pattern was derived from Ripley's

K-function according to causes and distances. Spatially clustered intensity was found out using Kernel intensity

estimation. As a result, forest fires in Korea show clustered pattern, although the degrees of clustering for each

cause are different. Furthermore, spatial clustering pattern can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in terms of degrees

of clustering and distance. The first group shows the national-wide cluster pattern related to the human activity

near forests, such as human-induced accidental fire in mountain and field incineration. Another group shows

localized cluster pattern which is clustered within a short distance. It is associated with the smoker fire, arson,

accidental by children. The range of localized clustering was 30 km. Beyond of this range, the patterns of forest

fire became random distribution gradually. Kernel intensity analysis showed that the latter group, which have

localized cluster pattern, was occurred in near Seoul with high densed population.

Key words : spatial distribution, forest fire, point pattern, spatial analysis

서 론

2000년대 산불로 인한 입목피해는 연평균 90억7천만 원

에 달한다(산림청, 2009).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인간에 의한 실화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소

각에 의한 산불발생이 연평균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이시영 등, 2001a).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2,715건 중 건조한 봄철에 발생한 산불이 1,824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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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원명수 등, 2006). 최근에

는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강수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최광용과 권원태, 2008), 봄철 산불 위험은 더 커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낮은 습도의 영향으로 임분내

수분 함량 감소하게 되어, 산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급속

도로 확산되어 대형 산불이 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불이 어떠한 형태

로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

불 발생 분포에 대한 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산불

발생은 발생 지점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최근 GIS의 발달로 산불 발생 지점의 식생, 지형 등의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Chuvieco와 Salas(1996)와 Kasischke

등(2002)은 산불 발생 빈도와 관련 인자간의 특성을 연구

하여 산불발생 인자별 위험성을 파악한 바 있다. 한편으

로는 산불 발생에 관련된 인자와의 관계성을 다변량 분석

을 통해 모델링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Garcia 등, 1995;

Martell 등, 1987; Pew and Larsen, 2001). 국내에서도 산

불 발생과 인자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곽한빈 등, 2008; 안상현 등, 2004; 이병두 등,

2008; 이시영 등, 2001b; 이시영 등, 2002; 이시영 등,

2004). 최근에는 산불 자료에 점 패턴 분석법의 하나인 공

간통계학적인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Yang 등, 2007). 이

방법은 공간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는 한 지점의 관측치가

주위의 떨어져 있는 값들보다 가까운 값들과 더 상관을

갖는다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Schabenberger와

Gotway, 2005). 국내에서는 생태계나 범죄, 보건 자료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산불발생 패턴에 대한 공간적 분

석은 아직까지 시도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

불 발생지점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그 원인별 발생 패

턴을 공간통계학적 방법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산림과학원의 협조를 받아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집계된 산림청 산불발생 대장을 근

거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이에 포함된

속성정보는 발생일, 진화일, 주소정보, 국유지 여부, 발생

원인, 피해 면적, 수종 등이다. 산불발생 공간분포 자료는

기록된 주소지 정보를 기반으로 지적을 검색하여 해당 지

번에 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Figure 1). 

2. 발생원인별 분포 파악

산불 발생 원인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산불 발생 원인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

인에 대해 크게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농산부산물 소각, 어린이 불장난, 방화, 기타

로 8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산불 발생의 지역별 공간

통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마련하고 매핑을 통해 분포

패턴을 육안으로 파악하였다. 

Table 1. Attribute of forest fire data.

필드명 설명 자료 형태

F_Year 발생일자 Integer

F_Month 발생월 Integer

F_Day 발생일자 Integer

F_Time 발생시각 Time

F_Week 발생요일 Text

E_Year 진화년 Integer

E_Month 진화월 Integer

E_Day 진화일 Integer

E_Time 진화시각 Time

R_Time 소요시간 Integer

G_Offices 관서 Text

Loc_SiDo 시도 Text

Loc_Gungu 시군구 Text

Loc_Dong 동 Text

Loc_Ri 리 Text

PNU 지적번호 Long integer

PNU_Nam 지적이름 Text

Owner_Type 소유구분 Text

F_Cause 발생원인 Text

F_Type 수종 Text

D_Area 피해면적(ha) Double

Figure 1. Distribution of forest fire occurrence during

19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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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 패턴 분석(Point Pattern Process)

각 원인별로 점 패턴 분석 방법인 Ripley’s K 함수

(Ripley, 1976) 및 Kernel 집중도 분석 방법(Diggle, 1985)

을 사용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간통계적 분석에서 점 자료는 점 분석(Point

Process)이라는 틀로 분석을 한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사건은 D라는 임의(random)의 공간 안에서 일어난

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이 분석법에서 중요하게 생

각하는 데이터의 특징은 점 데이터 자체의 구체적인 값

이 아니라, 각 지점 자체의 위치이다. 각 지점간의 거리

관계를 이용하여 그 패턴을 파악하는 분석법이다. 우선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포아송 분포를 따르는 점 패턴의

완전한 임의 공간 분포를 가정하는데, 이를 완전공간임

의성(Complete Spatial Randomness, CSR)이라고 한다.

이 분포는 D공간에서 전체 사건의 개수만큼 밀도를 가

지는 공간이다. 

1) 공간분포패턴 분석 : Ripley’s K 함수

점 자료의 분석은 크게 1차 특성과 2차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1차 특성은 단위 면적당 일어나는 사건의 평균을

측정하는 것으로 밀도(intensity, λ)로 대표된다. 2차 특성

은 점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가

장 대표적인 방법은 두 점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점들간의 상호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상호의

존성을 파악 할 수 있다. 점 패턴의 2 차 속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최근린분석(Nearest neighbor analysis)(Getis와

Franklin, 1987)과 K 함수(Ripley, 1976) 방법이 있다. 전

자는 각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과의 거리의 평균을 통

해 전체 점 패턴을 도출하지만 후자는 각 지점에서 모든

점과의 거리에 따른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거리 별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 함수는 이론적으

로 규칙적인 점의 수와 일정 거리내의 실제 분포하는 점

의 수를 비교함으로써, 점이 군집되어 있는지 무작위로 분

포하고 있는지 판정한다. 그 식은 아래와 같다(식 1).

(1)

K(h): 거리별 점 군집도(Ripley의 K 값)

N : R 지역의 관측된 사건 수

R : R 지역의 면적

λ : R 지역의 사건 발생 밀도

dij : R지역 내 위치한 i번째 사건과 j번째 사건사이의

거리 ( )

h :밀도 분석을 위한 한 점에서의 임의의 범위(lag

distance)

Ih : Indicator (dij<h 이면 1, dij>h 이면 0)

식 1은 점 패턴 분석의 가장 기본 개념인 각 점간의 거

리에 대한 관계를 의미한다. 즉, 주어진 점 i에서 일정한

거리 h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 j와의 평균 거리를 밀도로

나누는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Ripley, 1976). 임의 패턴

일 경우, 각 점에서의 일정한 거리 h에 대한 밀도가 독립

적이며 일정하다. 점 패턴 분석에서 완전공간임의성을 만

족할 경우 균질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평균

점의 밀도를 λ라고 할 때, 주어진 점에서 h에 해당하는 범

위의 밀도는 λπh2이다(Baddeley와 Silverman, 1984). 즉

공간적 상호작용이 무작위적이라면 λ가 1이 되어 K(h) =

πh2라고 할 수 있다. 점간의 거리가 좁아 군집일 경우 K(h)

> πh2이고, 균질한 분포일 경우 K(h) < πh2이다. 

2) 집중도 분석 : Kernel의 집중도 지수

공간 자료의 공간적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밀도 분석이다. 밀도 분석은 점패턴의

1차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공

간에서 특정 위치에 대한 밀도는 격자(Quadrat)분석이나

비모수적 밀도추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Schabenberger

와 Gotway, 2005). 격자분석은 단위 면적의 크기를 어떻

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각

격자끼리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 약점이

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은 비모수

적 Kernel 추정법(Diggle, 1985; Silverman, 1981)이다.

본 연구에서는 Kernel 추정법에 의한 밀도 추정을 실시하

였고(식 2), Quadratic Kernel을 사용하였다(식 3). Kernel

밀도함수에서는 h에 해당하는 평활계수의 설정이 중요하

며, h를 증가시키면 추정된 확률밀도함수의 분산은 줄어

드나 편의가 커지고, h를 감소시키면 편의는 줄어드나 분

산이 증가하는 성질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최소제곱교차

타당성(least squares cross validation)방법을 통하여 h를

선택하였다(정형철과 전명식, 1991; Stone, 1984).

(2)

(3)

f(y0) : Kernel 집중도 추정함수

k(t) : 확률밀도함수

n : 개체 수

h : 평활계수

yi-y0 : 확률 밀도 구간

식 2는 비모수적 추정방법에 의거한 확률밀도 함수를

K h( )
1

λN
------- Ih

j

∑
i

∑ dij( )
1

λ
2
R

--------- Ih
j

∑
i

∑ dij( )= =

i j≠

f y0( )
1

nh
------ k

yi y0–

h
--------------⎝ ⎠
⎛ ⎞

i 1=

n

∑=

k t( ) 0.75 1 t
2

–( )  t 1≤

        0       이 외의 경우⎩
⎨
⎧

=

t
yi y0–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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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식이며, 이때 연속확률밀도 형태로 정의되는 Kernel

함수는 식 3에서와 같이 k(t)로 정의된다. 이때 Y=y
0
에서

의 확률밀도합수의 추정치로 [y
0
−h, y

0
+h]의 구간에서 나

타나는 자료의 수의 근사치로 나타나며 이 때문에 편이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h가 작아지면 편이도 작아

지게 된다(Diggle, 1985, Silverman, B. 1981).

결과 및 고찰

1. 원인별 산불 발생 분포

산불 발생 분포를 원인별로 나타내면 입산자 실화와 논

밭두렁 소각 등 원인에 의한 발화는 대체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만, 담뱃불 실화와 어린이 불장난, 방화

등에 의해 발생된 산불은 대도시 인근 또는 인구밀집지역

과 인접한 양상을 보인다(Figure 2의 c, f, g).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 실화의 경우 산

림 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특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이 원인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입산자 실화에서 특정한 패턴을 파악하기는 힘들

다. 다만 그 형태가 인구분포와 유사하다는 것에서 인간

이 산불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다른 원인들을 살펴보면, 담뱃불 실화가 오히려 대도시

에 집중되는 것은 산림 내에서는 산불에 대한 자각을 통

해 화기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어린이 불

장난의 경우 산림 내에서는 대부분 보호자의 동반 하에

이동하기 때문에 산불 발화가 거의 잃어나지 않지만, 대

도시 주변 주거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 불장난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방화의 경우도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주변에서 많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밭두렁 소각과 농산물 부

산물 소각 및 성묘객의 실화에 의한 산불은 전국적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점 패턴분석

1) 원인별 공간분포 패턴(Ripley의 K함수)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농산물 부산

물 소각 등과 같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발화패턴 중

에서도 입산자 실화의 군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ure

3). 그 거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함

에 따라 군집성이 서서히 높아지고 그 이후로는 공간 군

집성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

은 전체적인 군집성에서 거리에 의한 차이가 거의 없이

일정한 군집성의 정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담뱃불 실화, 어린이 불장난, 방화 등 국지적인

 Figure 2. Forest fire distribution by causes during 199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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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보이는 발화 패턴은 모두 30 km 내외에서 높은 군

집성을 나타내며 그 이상이 되면 그 값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임의 분포(random distribution)의 형태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고른 군집분포를 보인 첫 번째 자료군들

Figure 3. Point pattern analysis of each distance by causes (Ripley K-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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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달리 거리에 따른 집중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산불 발생 원인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산림

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특히 어린

이 불장난의 경우 25 km 내외에서 K함수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난다. 이 결과는 산불 예찰 및 감시

활동 분야에서 접근할 때, 도시에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담

뱃불 실화, 어린이 불장난, 방화와 같은 특정한 원인들에

대비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ure 3에서 Expected K value는 각 거리별 점의 개수

에 따라서 완적 무작위 분포(Complete Spatial Random)일

경우 기대되는 값을 의미하며, Observed K value는 각 거

리별 실제 점사이의 거리연산을 통해 추출한 군집정도를

Figure 4. Kernel intensity analysis by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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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Significant envelope는 각 거리별 유의수준을 연

결한 포락선(包絡線)을 의미한다. 

2) 원인별 집중도(Kernel intensity)

집중도 분석은 단순 공간 분포를 통해서는 식별하기 어

려운 산불 발생의 위험 영역에 대한 도출이 가능하다.

Kernel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산불에 대한 공간적인 밀도

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집중도 분석을 통해서 각 원인별

로 산불 발생의 밀도를 나타낸 결과 입산자 실화의 경우

공간적 분포는 대도시 지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Figure

4). 논 밭두렁 소각은 대전 지역에서 다소 높은 것을 제외

하고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논과 밭의 면적이 적은 산간지방에서도 평야지역과 비슷

한 공간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산간지방도 논 밭두렁에

의한 산불 피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담

뱃불 실화, 어린이 불장난, 방화, 이 세 가지 원인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적지만 가

장 인구 밀도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원인

들과는 달리 특정한 활동을 하기위해 산림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접근성과 가장 유사한 발생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묘객 실화의 경우 전국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것도 아니고, 대도시 주변으로만 분포하

는 것도 아닌 중간 정도의 분포정도를 나타낸다. 묘지가

대도시에서 가까운 인근 산림에 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러한 분포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산불 발생의 점 패턴 자료에 대한 원인별 공

간 분석을 시도하였다. 산불 발생 원인과 그 발생 패턴 간

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점 패턴 분석에서 점들 간의 거리에 따른 군집정

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Nearest Neighbor Analysis 방법이

먼저 고안 되었다(Diggle, 1983). 하지만 이 방법은 전체

점들에 대한 전역적인 군집정도만을 밝힐 뿐, 각 거리별

군집정도는 알 수가 없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분석법이

바로 Ripley의 K함수이다(Dixon, 2002). Ripley K 함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그 정도는 상이하지만 모

든 원인으로 발생한 산불이 임의분포보다는 군집화 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화 자체가 어

떠한 다른 원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인자들이 무엇인지는 차후 연구에서 분석해 보아야 할 것

이지만 인간의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산불 발생 패턴의 군집성을 원인별로 크게 두 그룹으

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첫째가 전국적 발생 패턴을 가지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산림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지적 군집성을 가지는 원인으로 담뱃불

이나 어린이 불장난, 방화 등이다. 이것은 인간이 목적하

는 행위를 하기 위해 산림으로 얼마나 진입하느냐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 내에서 직접 행위를 하기

위해 임내로 진입하는 원인으로 발생한 산불은 대체로 전

국적으로 고른 분포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원인들은

대도시 주변, 인구 분포의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

거리를 공간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30 km 내외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큰 군집도를 나타낸 것은

어린이 불장난이었으며, 그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군집도

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

밀도 분석은 알려지지 않은 확률밀도함수를 가정하지

않고 실제 값을 통해 추정하는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모집

단의 분포를 알지 못해도 값을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Silverman, 1981). 밀도 분석을 통한 전국의 산불 발생

원인별 집중도 분석에서는 Ripley K함수에서 도출된 거

리별 군집도가 의미하는 사실을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

었다. 강한 군집도를 나타냈던 3가지 원인(담뱃불 실화,

어린이 불장난, 방화)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적인 분포로 군

집되어 있다고 판단된 나머지 원인들도 조금씩 차이를 파

악할 수 있었다.

산불 발생이 대부분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발생 원

인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산불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원인별로 발생 군집도가 거리별로 도출되었

고 지역별로 발생 집중도가 파악되었기 때문에 각 거리

및 위치에 따른 산불 예찰 및 감시활동의 차별화가 가능

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발생에 대한 원인별

패턴 차이를 고려한 산불 예방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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