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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clarify the impact of wildfire and its thermal forcing on atmospheric wind and temperature patterns, several 

numerical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three dimensional atmospheric dynamic model WRF with wildfire 
parametrization module SFIRE. 

Since wind can accelerate fire spread speed, the moving speed of fireline is faster  than its initial values, and the fireline 
tends to move the northeast, because of the wind direction and absolute vorticity conservation law associated with driving 
force induced by terrain. In comparison with non-fire case, the hydraulic jump that often occurs over downwind side of 
mountain became weak due to huge heat flux originated by surface wildfire and wind pattern over downwind side of mountain 
tends to vary asymmetrically with time passing. Therefore temporal variation of wind pattern should be catched to prevent the 
risk of wid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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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한반도는 산악지역의 면적이 넓고 산림이 밀집 되

어 있기 때문에 산불이 일단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확

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불발생은 많은 노력과 시

간을 통하여 조성된 산림자원이 일순간에 소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불 발생시 진화계획 수

립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발화과정과 산불의 진행

을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다.

산불의 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1차적으로 실화와 

같은 요인으로 발생한 후 산림의 종류, 대기의 건조도, 
바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달하기 때문에 산불

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종류 뿐 아

니라 대기의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여야 한다. 특히 화

재가 발생하는 산악지역의 대기 상태는 평지에서의 

대기상태보다 복잡한 역학관계를 가진다.  
산악 지형이라는 강한 지형 강제력에 의하여 발생

하는 산악 지역 기상현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는데, Han과 Lee(2007)는 산 경사면 기울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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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장 변화를 분석하여 좌우 대칭형 산악지형과 비

대칭형 산악지형에서 강풍 강도 및 강풍역 위치 변화

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으며, You와 Baik(1999)은 

고립된 산악 지형에서의 흐름 체계에 관한 수치 연구

를 통해 풍상측 저지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파동 파괴 현상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였다. 또한 Jang
과 Baik(2008)은 봄철 강릉지역에서 발생하는 강풍 

현상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물 뜀, 부분 반사, 임계

고도 반사의 메커니즘 등 산악지역의 나타나는 역학

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풍하측 강풍 현상이 나타난다

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높은 언덕과 산악지형에 의

하여 유도되는 기류의 강제상승은 내부 중력파를  유

도하고 이는 기류 자체의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화재의 발화와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는 방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접근이 이루어졌다. Shaprples 등

(2011)은 2003년에 발생한 호주의 대형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지형조건과 산불 확산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 하였으며 또한 관측자료를 통하여 화재의 진행과

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시적으로 수치모형

을 통하여 산림 자원의 종류에 따른 연소과정을 정량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BeHavePlus (Andrews, 2007), 
FARSITE(Finney, 1998), FIRETEC(Linn 등, 2002), 
WFDS(Mell 등, 2007) 등이 연구에서 제시된 연소 수

치 모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 졌는데, Lee 등(2005)은 2005년 발생

한 강원도 양양지역의 대형 산불과 같은 특정사례를 

선정하여 소나무림의 연소량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

으며, Lee 등(2009)은 2007년에서 2009년 봄철까지 

발생한 산불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대략적인 확산방

향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Kwak 등(2008)은 지리

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산불발생과 지리와 기상

인자간의 상호 관련성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였

다. 또한 Lee 등(2006)은 강원도 산불에 대한 관측시

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Koo 등 (2009)은 

전산 유체 역학 모형을 이용하여 2009년 발생한 화왕

산 산불을 재현하여 산악화재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산불 연구는 통계적인 분석과 기초적인 

지리정보 해석 그리고 산림자원의 연소 등 연소 공학

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질적인 

산불의 확산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는 대기과학적인 

측면에서 산불과 그에 따른 열역학적 연구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Fire channelling 이라 불리는 풍하측에

서 발생한 화재는 단순히 풍하측 강풍의 방향으로 산

불이 확산될 것이라 예상하고 진화하려 하지만 산악

파와 열적 난류의 효과로 예상치 못한 곳에 산불이 확

산되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대형 산불로 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산악지역 화재의 경우 강제적인 

고온 발생에 의해 열적 난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지형적으로 발생한 산악파의 효과와 더해져 복잡한 

체계를 발생시켜 돌풍 및 대류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

데 이러한 점은 변동성이 큰 대기의 흐름예측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주며 산불진화 및 방지에 있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악지역의 산

불발생 및 확산과 산불 발생이 하층대기에 미치는 미

기상학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수치모형 

산불은 발생 규모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발화 시

점과 이후 진행과정에 대한 분석규모가 다양하게 제

시될 개연성이 높다. 발화는 공간적으로 미세규모에 

포함되고, 발생 후 확산되는 과정은 공간적으로 중규

모 현상이기 때문에 중규모와 미규모를 포함한 다양

한 기상 규모가 모두 재현 가능한 수치모형을 적용하

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대기연구소 NCAR(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를 중심으로 개발된 

중규모 대기역학 수치모형인 WRF(Weather Research 
Forecasting)를 이용하였다. WRF는 중규모 뿐 아니라 

종관규모의 현상 분석에도 적용 가능하며, 역학과정

과 다양한 물리과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발화 및 화재의 확산에 관한 모수화는 WRF V3.2

부터 도입된 산불 연소시스템을  모듈화(WRF-FIRE)
하여 적용하였다. FIRE 모듈에는 WRF의 전처리과정

과 계산과정중에 SFIRE라는 산불 관련 모듈을 삽입

하여 지표면 밑 하층 대기의 상태를 모수화한다. Fig.1
은 WRF와 산불모듈 간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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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먼저 초기조건을 통하여 발화시점을 정하면 

이후 WRF 계산을 통하여 지상 바람을 산정한다. 산
정되 바람은 SFIRE모듈에 전달되어 화염의 확산과 

크기를 결정한다. 이때 지표면 식생의 종류에 따라 화

염의 전이 속도가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SFIRE 모듈

은 화염에 의하여 발생될 것으로 산정되는 열플럭스 

값을 WRF의 지표면에 전달한다. 화염에 의한 열플럭

스가 반영된 지표면 및 하층대기의 온도를 WRF 계산 

도메인의 하층경계로 설정하여 계산을 실시한다. 이
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WRF에 산불에 의한 지표면 대

기의 변화가 반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FIRE 모
듈에는 반경험식(eq. 1)을 통한 화염선을 계산하게 되

는데 이러한 화염선은 지상에서 화염의 전이 및 이동 

경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화염선 산출에 

고려하는 조건에는 연료의 물리량, 풍향, 풍속, 지형의 

높이 및 경사 등이 있다. 

 max  max tan  

    (1)

여기서 는 각각 초기 발화규모와 바람이 없는 

경우 화염의 전이율을 나타내고, 오른쪽 두 번째 항과 

세 번째항은 각각 풍속에 의한 화염의 전이, 경사에 의

한 화염의 전이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WRF-FIRE는 몇몇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실제 산불사례를 모의하여 WRF-FIRE
가 화재와 대기의 상호관계를 잘 나타내는지 분석되

었다. Peace 등(2011)은 호주에서 발생한 2007년 

Kangaroo Island D’Estrees Fire와 2010년 Layman 
Fire를 WRF-FIRE를 통해 얼마나 잘 모의하는지 나타

내었으며 Jordanov 등(2011)은 2009년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Harmanli fire를 WRF-FIRE를 이용하여 모의

하였다. 모든 요소가 실제 산불사례와 똑같이 모의되

지 않았지만 화재와 대기의 관계에 따른 산불의 확산

은 비교적 정확하게 모의되었으며 산불발화와 기류변

화 연구에 있어서 WRF-FIRE의 모의 결과는 타당성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Fig. 1. The process of the WRF-FIRE.

2.2. 수치 실험 설계 

본 연구는 산악지형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대기

의 변동성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

에 적용된 유사 산악모형은 남북으로 일정한 이상적

인 형태의 산악모형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지형의 높이는 300 m, 넓이는 1 km로 하며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산악지형인 태백산맥과 유사한 형태(Fig. 
2)의 산악이다. 수치실험에 적용된 WRF의 격자구조

와 물리옵션은 Table 1과 같다. 수평 격자는 103 × 
103이며 해상도가 100 m로 설정하고, 연직 격자는 지

형 준거 좌표계에 의하여 설정하였고 격자수는 51개
로 적용하였다. 지표면부근 운동량 및 열의 변동이 크

기 때문에 하층을 조밀하게하고 상층을 성기게 설정

한 부등 격자를 적용하였다. 
역학 모형의 대기경계층은 YSU(YeonSei Univ.) 

스킴, 미물리과정은 WSM-6 스킴, 지표과정은 Noah 
LSM(Land Surface Model)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초

기조건은 1 m/s의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다고 설

정하였다. 그리고 산불 모듈에 적용된 기조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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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graphical condition of mountain.

Horizontal 
resolution 50 m

Horizontal grid 103×103

Vertical layers 40 layers

Physical options

Yonsei University PBL scheme
Kain-Fritsch(new Eta) cumulus scheme 

WSM 3-class simple ice scheme 
Noah Land Surface Model

Integration Time 60 minute

Integration 
interval 0.5 sec

Table 1. Summary of the WRF ver. 3.2 model configuration

Length of fire line 800 m

Maintenance time of 
fire 10 ~ 1800 Sec.

spreading velocity 0.08 m/s

Location of fire start upslope side for wind 

Table 2. Summary of the Fire module configuration

초기 발화선은 풍상측 사면의 남북방향으로 800 m
로 설정하고, 각 지역의 화염 유지시간은 지표면의 식

생의 종류에 따라 10초에서 30초로 두었다. 그리고 무

풍일 때 화염의 전이 속도는 0.08 m/s로 설정하여 

SFIRE 모듈을 계산하였다. 화재에 대기의 영향을 명

확히하기 위하여 발화는 30분 동안만 제한적으로 유

지하도록 설정하였다. 분석은 비발화시(이하 Case 
YES_FR)와 발화시(이하 case NO_FR)를 구분하여 

각각의 상태하에서 기상장 변화를 중심으로 실시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화재에 따른 대기 온도장 변동 특성

산을 넘어가는 바람의 경우 대기안정도에 의한 영

향을 크게 받는다. 본연구에서는 초기 연직온위 경도

를 이용하여 대기안정도를 설정하였다. 연구에 적용

된 초기 온위경도는 지상에서 고도 2 km까지는 

0.0075 K/km로 하고 그 위의 고도에서는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연직 온위분포는 

대기의 초기 안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Brunt-Vaisala 진동수를 결정한다. Brunt-Vaisala 진
동수(eq. 2)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는데, 

  






                    (2)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 (9.8m/s), 는 온위를 나타

낸다. 따라서 초기 Brunt-Vaisala 진동수는 대기 하층

에서 0.0159 S-1로 한반도 대표적인 산악지역인 강릉

에서 강풍이 관측될 때의 나타나는 강한 대기안정도

에 해당한다(Jang과 Chun, 2008). 일반적으로 산악 화



177산불 발화에 따른 하층 대기 순환장 변화에 관한 수치 실험

재는 겨울철 대기가 매우 안정한 상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강한 안정도를 설정하였다.
발화에 따른 지표 최하층 대기의 기온변화를 살펴

보면(Fig. 3), 최초 발화지점에서 1분 후 비록 규모는 

작지만 최하층 온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

는 5분 후부터 화염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Fig. 3(b)의 

실선은 화연이 지나간 영역을 나타낸다. 동일한 고도

를 따라 화염은 점진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

을 가진다. 또한 이때 지표면 화염의 온도는 500℃까

지 상승한다. 발화후 10분(Fig. 3(c))이 경과하면, 화염

은 최초 발화지점에서 500 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

치하고 풍하측의 온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한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수렴현상이 보이며, 화염은 

발화점에서 북동방향으로 확산된다. 이후 발화후 25
분이 되면 산악 후면 평지지역에도 온위의 변동이 나

타나며, 이러한 풍하측의 변화는 화염이 소멸된 30분 

후(Fig. 3 (e), (f))에도 지속된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화염의 이동속도와 방

향이다. 실제 방제 차원에서 이러한 화염의 이동 경로 

추정이 매우 중요한데, 화염의 이동속도는 1 m/s로 최

초 설정된 화염의 이동속도 0.08 m/s 보다 매우 빠르

다. 이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화염의 속도는 무풍 상

태의 이동 속도보다 매우 빠름을 의미한다. 화염이 북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절대 소용

돌이도(absolute potential vorticity)의 보존 법칙에 기

인한다. 산악에 접근하는 공기는 산악이 시작하는 지

점 직전에 공기의 유효깊이가 증가하면서 상대소용돌

이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공기는 북쪽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보존법칙에 의하여 공기전체가 북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화염은 이러한 북풍계열

과 주풍인 서풍계열의 바람이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화염이 대기에 미치는 고도를 판별하기 위

하여 최초 화염이 발생한 지점에서 약 500 m 떨어진 

지점의  발화 후 5, 10, 25분의 동서 단면을 나타낸 것

이 Fig. 4이다. 왼쪽은 비발화시의 단면이며, 오른쪽은 

발화시의 연직 온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Fig 
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화 후 5분 전까지는 아직 

화염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case YES_FR과 

NO_FR간의 연직 온위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

나 10분이 되면 화염의 중심이 이동하여 화염지역(붉
은색 원)의 온위가 매우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러한 온

위의 상승은 약 1.2 km 고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리

고 25분이 되면 화염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여 온

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산악 후면의 풍하측은 이전 

시간대에 발생한 화염에 따른 온위 변화가 뚜렷하게 나

타난다. 즉 화염의 이동에 따라 지상 부근 대기에 미치

는 영향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염에 따

른 온도 변화의 전이 속도는 풍속의 강도에 비례한다. 

3.2. 화재에 따른 바람장의 변동 특성

산악지역의 화염은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3.1
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화염에 의한 온위의 

변화는 바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화염에 

따른 바람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5는 발화 후 5, 10 25분의 case YES-FR과 

NO-FR에서 계산된 바람장의 동서 단면을 나타낸 것

이다. 발화 후 5분 경과시 아직 지표면의 열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람장의 변화도 크지 않다. 또
한 안정한 대기에 의한 산악파의 형태가 뚜렷이 나타

난다. 그러나 10분이 경과하면서 화염이 위치하는(붉
은색 원) 지표면 부근에서 강한 부력이 나타난다. 이
는 지표면 화재에 의한 것으로 강한 상승기류에 의하

여 수평 바람이 약해진다. 그러나 25분이 되면 화염이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여 풍상측 사면의 화염은 소멸

하면서 바람장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이전시간의 바

람이 이류하여 풍하측 사면의 바람장의 변화가 뚜렷

하게 나타난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하여 각시

간에 나타난 연직 풍속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Fig. 6은 10분과 25분에 계산된 case YES-FR과 

NO-FR의 풍속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붉은 색

은 case YES-FR, 푸른색은 NO-FR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을 의미한다. 풍상측에 화염이 위치할 때 강

한 상승(붉은색 원)이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Fig.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풍속의 차이는 풍하측으로 이동하는 경향

을 한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case YES-FR의 

경우 풍하측의 물뜀 현상(hydraulic jump)이 case 
NO-FR보다 작아진다는 것이다. 즉 풍상측의 열적 상

승은 풍하측의 역학적인 불연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뜀 현상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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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ES_FR 1MINUTE (b) YES_FR 5MINUTE

(c) YES_FR 10MINUTE (d) YES_FR 15MINUTE

(e) YES_FR 25MINUTE (f) YES_FR 30MINUTE

Fig. 3. Surface horizontal temperature field of the fire case at (a) 1Minute, (b) 5Minute, (c) 10Minute, (d) 15Minute, (e) 
25Minute, (f) 30 Minute.



179산불 발화에 따른 하층 대기 순환장 변화에 관한 수치 실험

(a) NO_FR 5MINUTE (b) YES_FR 5MINUTE

(c) NO_FR 10MINUTE (d) YES_FR 10MINUTE

(e) NO_FR 25MINUTE (f) YES_FR 25MINUTE

Fig. 4. Vertical cross-sections of potential temperature (5K intervals) of the Non-fire case simulation at (a) 5Minute, (c) 
10Minute, (e) 25Minute and fire case simulation at (a) 5Minute, (c) 10Minute, (e) 25Minute integ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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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_FR 5MINUTE (b) YES_FR 5MINUTE

(c) NO_FR 10MINUTE (d) YES_FR 10MINUTE

(e) NO_FR 25MINUTE (f) YES_FR 25MINUTE

Fig. 5. Same as in Fig. 4, except for wind vector (m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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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MINUTE

(b) 25MINUTE

Fig. 6. Difference chart(horizontal wind speed of the fire simulation – that of the non-fire simulation) at (a) 10Minute (b) 
25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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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_FR 5MINUTE (b) YES_FR 5MINUTE

(c) NO_FR 10MINUTE (d) YES_FR 10MINUTE

(e) NO_FR 25MINUTE (f) YES_FR 25MINUTE

Fig. 7. Same as in Fig. 4, except for vertic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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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Minute (b) 10Minute

(c) 15Minute (d) 20Minute

(e) 25Minute (f) 30Minute

Fig. 8. Difference of Surface wind speed (Surface wind speed of the Fire simulation – that of the Non-fire simulation) at 
(a) 5Minute, (b) 10Minute, (c) 15Minute, (d) 20Minute (e) 25Minute (f) 30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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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발화후 5, 10, 25분 연직속도 단면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실선은 상승을 점선은 하강을 의

미한다. 최초 발화지점에서 화염이 이동하기 전(Fig. 7 
(a), (b))에는 연직 속도 분포의 차이가 없다. 두 경우 

모두 바람이 불어오는 풍상측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나

고 산악후면에서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그러나 화염

이 도착한 경우(Fig. 7 (c), (b)), 화염이 위치한 지점에

서는 매우 강한 상승이 나타나며 최대 5 m/s의 값을 

가진다. 그러나 산후면의 경우 차이가 없이 하강과 상

승을 반복하는 산악파의 형태가 나타난다. 화염이 지

나간 25분의 연직속도를 비교하면 case YES-FR이 

NO-FR에 비하여 산안후면의 상승력이 약화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즉 Fig. 6과 같이 물뜀 현상의 약화를 

의미한다. 반면 화재 발생에 따른 영향으로 풍하측의 

지표부근의 바람은 강화와 약화를 반복하며 매우 복

잡한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풍상측의 화재에 다른 

열적인 변화는 풍하측의 역학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풍속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3.3. 화재확산에 따른 지표 풍속의 시간 변화 

화재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면 부근의 풍속 

변화이다. 산불의 확산은 방화선의 자체 이동과 불꽃

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현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표면의 바람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야한

다. 특히 풍하측의 바람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불

꽃의 이동 경로를 산출할 수 있다.
Fig. 8은 지표면의 풍속변동을 시간별로 나타낸 것

이다. 각각의 그림은 5, 10, 15, 20, 25, 30분의 두 실험

에서 계산된 수평 풍속의 차이를 의미한다. 먼저 발화 

후 5분정도 발화점 전면의 풍속은 증가하고 후면은 감

소한다. 이는 발화전의 강한 수렴이 나타나기 때문이

다. 시간이 지남에 화염이 위치한 전면의 고풍속 영역

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화염 역시 북동쪽으로 이동

한다. 그리고 발화후 15분이 되면 풍상측 산사면(200 
m)에 고풍속대가 나타나지만 풍하측 산사면에는 큰 

풍속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20분이 되면서 산에서 떨

어진 풍하측 평지지역의 풍속의 차이가 나타난다. 특
히  중심부에서는 저풍속(푸른색)이 나타나며, 주변으

로는 고풍속대(붉은색)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은 

화염이 유지되는 40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강

도 역시 강화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비록 지형이 남북으로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

고 있으나 화염에 따른 풍속의 변화는 대칭적으로 나

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화염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Fig.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절대 소용돌이도

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기가 저기압성 회전을 가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염에 의한 고온역이 지나

는 영역에서는 수평풍속이 감소하고 주변에서는 열적 

수렴에 의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재 

발생에 따른 지상 바람의 변화는 일률적인 경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실

질적인 산불 발생시 화재 발생에 따른 바람장의 변화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결 론

산악지역 화재 발생에 따른 대기 경계층의 기상변

화를 수치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수치모형은 대기 역학 모형인 WRF (ver 3.2)이며, 화
재발생 모듈인 SFIRE를 적용하여 지상의 화재발생 

상황을 모수화 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산악지형은 일반

적인 산맥형태를 가정하여 동서방향으로 높이 300m
의 산악모형을 설정하고 남북방향으로 동일한 이상적

인 형태를 가정하였다. 
수치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최

초 발화지에서 화염의 이동 방향은 북동쪽이며 산의 

정상으로 향한다. 화재에 의한 연직적 변화는 발화지

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상 1.7km까지 영향

을 미친다. 그리고 발화 후 10분에는 산의 전면부에서

만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 변화가 풍하측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온도 변화

는 풍속의 이동 속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발화 지

점 전면에서는 풍속이 증가하며, 후면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발화지점의 고온역에서 수렴되

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성은 뚜렷하다. 그러나 산악

후면의 바람장 변화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결과의 메커니즘은 산악전면의 화재에 따

른 열적인 변동성이 풍상측 기류의 급격한 상승을 유

발하고 산악 후면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역학적인 물

뜀 현상의 강도를 변화시킨다. 산악 후면 평지의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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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은 남북으로 동일한 높이의 지형이나 일정한 경향

성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며, 수평적으로 화염과 평행

한 위치에서는 풍속이 감소하고 주변에서는 풍속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화염의 시간에 따라 이

동하며 고온역을 발생시키는 것과 역학적인 요인 그리

고 고온역의 이동에 따른 수렴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결국 산악지형에서 지역마다 기류적 차이가 나타

나는 것은 발생한 화재가 시간에 따라 이동하며 고온

역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온역은 열적 차

이를 심화시켜 전체 산악지형에 비대칭적인 기류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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