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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 경주 산불을 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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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research the 2009 spring occurred during forest fire ImSil and research destination GyeongJu has been 
selected. Research in the field of the target time exploratory Boundary Data through after air photos, satellite photos 
and topographic map by using the combustion area was calculated. 2009 March 1-forest fire occurs on the day of the 
weather information and weather changes wildfire in the check in any affected. Study research destination of 
combustion is ImSil 161 ha, GyeongJu 270.93 ha. The impact of the weather-temperature dry weather forest fires this 
favorable situation to occur and the wind directions and the spread of the mountain wind speed was less impact has 
no arguments.
Key Words : forest, fire, boundary data, imsil, gyungju, burned-area, weather information

1. 서 론*

최근 지구의 환경변화와 기상이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진, 홍수, 화산폭발, 산사태, 산불 

등의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빈번한 횟수 뿐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막대한 양의 재산피해와 인명의 
피해를 가져온다1).

산불은 과거부터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연

재해 중 가장 오래된 재해의 하나로서 산불의 발

생은 자연현상에 의한 자연환경 순환의 하나의 과

정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인류가 불을 사용

하기 시작하고 현대사회로 발전해오면서 인위적인 원

인에 의한 산불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지구 자연환경

순환의 과정보다는 오히려 빈번한 산불발생으로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kimhong@hoseo.edu

인한 산림자원의 손실과 자연생태환경의 급격한 변

화를 초래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미

국, 캐나다와 달리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산불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형 및 연

료인자와 산불발생에 관한 기초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산불은 일반화재와 같이 연료, 산소, 열에 의하여 
발생되지만 산불발생위험도는 임상, 연료의 종류, 
연료의 배열 및 밀도와 같은 연료의 조건과 습도, 
기온, 풍속과 같은 기상요인, 그리고 방위나 경사도

와 같은 지형적 영향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한

다3).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497 건의 

산불 발생으로 약 3,635 ha의 산림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5년(2006년~2010년)간 산불발생의 원인을 살

펴보면 입산자실화 42%, 논․밭두렁 소각 16%, 쓰
레기 소각 9%,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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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불장난 1%, 기타 방화의심 등이 15%로 조

사되었다4). 또한 우리나라의 산불발생은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3~4월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

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산림 내의 가연물이 건조해지

기 쉬워 산불발생이 가장 많다.
계절별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2006년~2010년) 동안 봄에 226건이 발생하여 약 

55%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름이 12건으로 

약 3%, 가을이 53건으로 약 13%, 겨울이 120건으

로 약 29%를 차지하였다.5)

산불은 최근까지도 큰 관심이 없었으나 1996년 고

성(3,762 ha)과 2000년 4월 동시다발로 발생한 동

해안 산불(23,794 ha), 2002년 청양․예산 산불(3,095 
ha), 특히 2005년 양양의 낙산사 산불(973 ha)은 면

적상으로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으나 각종 문화

재가 불에 타는 등 최근 들어 산불이 점차 대형화 

되고 있으며 숲이 울창해 지면서 그 피해도 점차 커

지고 있는 추세이다6).
하지만 아직까지 산불 피해지의 화재특성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고 영향인자 분석에 따른 산

불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7). 때문에 산불로 인한 
피해절감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 검토될 것

이 아니라 재해적인 측면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방재 시스템이 요구된다8). 
현재 산불 피해지의 식생분포, 지형, 산림 내 가연

물의 특성, 산불 발생 당시 기후 등의 영향인자를 분

석하여 산불의 화재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5).

본 연구에서는 2009년 봄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 중 

최적의 연구지역을 선정하여 현장답사와 선정된 연

구대상지의 피해면적, 피해금액 등 자료의 취득 및 

처리를 통하여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영향인자 분

석을 통해 산불의 피해규모를 산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지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발생한 산불 중 봄철에 

발생한 산불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지의 기준으로 정

한 후 산림청 산불통계를 확인하여 피해면적이 20 ha 
이상인 산불 중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이거나, 군
부대의 주변에 위치한 피해지 등을 제외한 후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Fig. 1에 나타낸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산불은 570건이다. 그 중 봄철 (1월1일~5월 15일,  

Fig. 1. Study locations and forest fire points for march and 
may on 2009.

산림청 기준)에 총 467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1,352 
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10
년 동안 산불 발생 평균(409건, 3,583 ha) 보다 건

수가 약 15% 증가 한 것이다. 특히 부산, 울산, 경
북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남 일부 지역과 강원 영

서 지역에서 산불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지는 모두 2009년 봄에 발생한 산불 중

에서도 산불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4월에 발생한 
산불 중 피해면적 및 피해금액이 크고 산불의 발

화원인이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산불이 발생한 지

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2009년 4월 7일 쓰레기 소

각으로 산불이 발생한 전라북도 임실군, 2009년 4
월 10일 보문관광단지에 담뱃불 실화로 산불이 발

생한 경상북도 경주시이다.
임실의 식생분포를 살펴보면 침엽수 19,450 ha, 활

엽수 12,560 ha, 혼효림 9135 ha, 죽림 38 ha, 무립

목지 479 ha로 총 41,662 ha이다. 경주의 식생분포

는 침엽수 38,658 ha, 활엽수 17,884 ha, 혼효림 30,884 
ha, 죽림 10 ha, 무립목지 2,336 ha로 총 89,772 ha
이다. 연구대상지 모두 총 면적에 비교해 보았을 때 

Table 1. Amount of species at damaged area.
unit area : ha

ImSil GyeongJu

Conifer 19,450 38,658

Broad leaved tree 12,560 17,884

Mixed 9,135 30,884

Bamboo groves 38 10

Dentuded area 479 2,336

Total 41,662 8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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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은 47%, 경주는 43%로 불에 잘 타기 쉬운 침

엽수림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연구 대상지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임실은 피해

면적이 20 ha인데 이 중 12 ha가 임실이며 나머지 

8 ha는 전라북도 순창이다. 이 피해지역의 수종은 

혼효림으로 침엽수가 30 %, 활엽수가 70 %이며 

피해금액은 7,470천원으로 보고되었다9). 경주의 경

우 피해면적이 45 ha이다. 수종은 소나무 및 활잡목

이며 피해금액은 149,895천원으로 보고되었다10).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지의 피해규모를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한 자료는 산불의 발화위치, 피해현황 

및 기상조건이다. 현장답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 탐

문으로 산불의 최초 발화지를 파악하였고, GPS Trac-
ker(Garmin Colorado 300)를 이용하여 산불 피해지

의 Boundary Data를 확보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의 산불 진화일지와 산불 발생 피해 보고서를 분석 
및 검토하여 피해규모를 확인하였다.

2.2. 자료의 취득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GPS Tracker를 이용하여 현장답사

에서 취득한 산불 피해지의 boundary data와 피해

지역의 현장사진, 위성사진, 항공사진 및 지형도를 

사용하였다. 또 기상청의 자료를 통하여 산불 발생 

전 약 1개월 동안의 기후조건을 파악하였다.
사용한 장비는 Garmin Colorado 300으로 지형도

(한국 디지털 지형도 V7)와 도로지도(한국 디지털 

도로지도 V7)가 탑재되어 있으며 3 m 이내의 오차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이 GPS데이터 수신기로 데

이터 수집 후 이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파일

과 연동하여 지형도상에 사진의 위치를 표시하였으

며 피해지역의 boundary data를 취득하였다.
GPS Tracker를 휴대하고 산불범위의 경계로 이

동하면서 이동 정보를 초당 1회를 수신 및 기록하

였으며, 비교적 높은 봉우리에서 그 주변에 대한 

피해지역과 피해범위의 사진과 동영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대상지역의 지표화 부분까지 boun-
dary data를 확보하였다.

취득된 boundary data를 이용하여 산불 발생 이

후 촬영한 항공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및 GPS 
프로그램의 지형도에 피해지의 면적을 표시하였다.

항공사진의 경우 산불이 발생한 후 산불의 확산 

경로 및 비산화의 유무를 표시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표화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때문에 지형의 영향도 파악 가능하고 피
해지역의 boundary data를 사용하여 표시 및 분석

Fig. 2. The garmin colorado 300 has been used in this 
study.

이 가능한 지형도를 항공사진과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지역의 산림과(임실군 산림축산과, 경

주시 산림녹지과 제공)를 통하여 산불 발생 당시 

진화일지 및 피해보고서를 수집하여 피해면적과 

산불의 발생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취득 및 처리하여 산불 발

생 당시 피해지역의 산불 확산 원인과 산불의 피

해규모를 산출하였다.

2.3. 연구결과

피해지역의 기상정보는 평균온도, 강수량, 평균풍

속, 상대습도를 2009년 3월 1일부터 산불 발생 당일

까지 약 1개월의 기상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평균기온은 임실. 경주 모두 3월 초부터 기온이 

서서히 상승하다가 3월 중순 쯤 급격한 기온 상승

을 나타냈다. 그 후 서서히 기온이 하강한 뒤 3월 25
일경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산불 발생일에 

가까운 4월 초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하는 모

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우량을 살펴보면 3월 12일경, 3월 20일경 두 

차례 경주에만 강수량이 많은 시기가 있었고 임실에

는 강우량이 많지 않았다. 4월 초에 가까워질수록 임

실, 경주 모두 강우량이 거의 없는 것이 파악 되었다.
연구 대상지 모두 강우가 없는 건조한 날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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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weather information for 30 days on study 
locations.

Table 2. The day of the forest fire weather information of 
study locations

ImSil GyeongJu

Average temperature 11.4oC 17.5oC

Maximum temperature 23.0oC 27.8oC

Minimum temperature -0.5oC 6.3oC

Relative humidity 46.8% 35.5%

Maximum wind 
direction & speed W, 6.0m/s ESE, 4.1m/s

확인 할 수 있었다.
평균풍속의 경우 임실, 경주 모두 일정하지 않은 

분포를 볼 수 있었다. 3월에는 연구대상지 모두 

0.6 m/s~4.5 m/s 사이의 불규칙한 풍속이 나타났다. 
그러나 3월 말에서 4월 초 임실, 경주 모두 풍속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상대습도는 임실, 경주 모두 3월 초에는 높았다가 

점점 건조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산불 발생 당일의 날씨를 살펴보면 임실, 경주 

모두 평균기온이 낮고 상대습도가 낮은 건조한 상

황이었고 Table 2에 산불 발생 당일의 기상정보를 

나타내었다.
평균기온은 임실이 11.4oC, 경주가 17.5oC로 경주

는 2009년 봄 평균기온(12.6oC)보다 높았다. 또한 최

고기온과 최저기온을 살펴본 결과 임실, 경주 모두 
일교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습도는 임실 46.8%, 경주 35.5%로 비교적 건

조한 날씨임을 알 수 있었다.
boundary data 분석 결과 임실 산불은 국내 산불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인 타원형으로 연소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임실 산불의 boundary data를 이용하여 항

공사진에 피해면적을 표시한 후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피해지역이 전체적으로 연소된 것이 아니라 풍

향 및 풍속의 영향을 받아 비산화 된 것이 확인되

었다. 산불 발생 당시 풍속 6.0 m/s의 서풍의 영향을 
받고 산불이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풍향 및 풍속의 영향을 받아 산불이 확

산되면서 비산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풍속이 6.0 m/s인 경우 화염이 지면과 이루는 각이 

감소하여 화염면과 지면 사이에 접촉되는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11). 때문에 화재의 전파속도가 더 증

가하면서 동쪽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경로를 확인

하였다(Fig. 4).
임실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지점 부근을 현장

답사와 지형도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경사가 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급한 지형의 영향을 받아 산정부

로 산불이 진행될수록 연소속도가 빨라지고 잔불이 
비화되면서 산불이 전파됨을 항공사진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었다.
경주 산불의 boundary data 분석 결과도 임실 산

불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경주 산불도 임실 산불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불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타 

Fig. 4. The aerial photograph ImSil forest f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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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whole view of the ImSil forest fires.

Fig. 6. ImSil forest fires damage range topographical map 
(Korea Topo V7).

Fig. 7. The aerial photograph of GyeongJu forest fires.

원형으로 연소됨을 확인하였다.
경주 산불의 boundary data를 이용하여 항공사진

에 피해면적을 표시한 후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피해지역이 전체적으로 연소된 것이 아니라 풍향 

및 풍속의 영향을 받아 비산화 된 것이 확인되었

다. 산불 발생 당시 풍속 4.1 m/s의 동남풍이 불었

고 그 영향을 받아 산불이 북서쪽으로 확산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Fig. 7)
현장답사에서 취득한 boundary data를 이용하여 

산출한 연소면적과 항공사진만으로 산출한 연소면

적의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항공사진의 경우 지

표화 면적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관화 지역만

을 산출하였으며 두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현장답사 후 취득한 boundary data는 산불 피해

지역의 수관화 및 지표화 등 모든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장답사의 자료 및 위성영상자료 

Fig. 8. The forest fire affected areas at GyeongJu.

Fig. 9. GyeongJu forest fires damage range topographical map 
(Korea Topo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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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eld surveys and photographs comparing the area 
of forest fires

Field survey Aerial photograph

ImSil 161 ha 95.3 ha

GyeongJu 270.93 ha 131.5 ha

의 활용 없이 항공사진만을 이용하여 연소면적을 산

출하는 경우 피해지역의 수관화 부분만을 파악 가능

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진과 지형도 및 피해지역의 

기상정보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산불의 확산경로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형도 분석을 통하여 산불 
발생 당시 지형의 영향으로 산불이 전파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산불 피해지역의 면적을 

산출한 후 관계기관의 보도 자료와 비교 및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형을 분석한 결과 임실, 경주 지역 모두 

발화지점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한 후 
산정부로 확산되면서 연소의 진행속도가 점차 빨

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림 내의 수종 대부

분이 침엽수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불이 대형

화 될 수 있었다.
둘째, boundary data를 이용하여 항공사진 및 지

형도에 피해지역의 면적을 표시한 결과 현장답사를 
병행한 경우 임실 161 ha. 경주 270.93 ha로 연소면

적이 산출되었다. 현장답사를 병행하지 않은 경우 

임실 95.3 ha, 경주 131.5 ha의 연소면적이 산출되

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산불 피해지의 정확한 피

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답사가 반드시 필

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불이 발생한 경우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자료의 분석 및 검토가 이

루어졌고, 현장답사에서 GPS Tracker를 사용하여 취

득한 boundary data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연구 

대상지의 피해규모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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