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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불진화헬기 조종사에게 필요한 지리정보를 식별하고, 식별된 지리정보를 공공기관

의 자료로부터 획득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은 7개의 자연지리 정

보와 13개의 인문지리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중 국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리정보들

을 활용했을 때 다음의 15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표고와 주요 고지군, 하천(이상 자연지리 

정보), 인구밀집 및 도시지역, 도로, 국립공원경계, 행정경계, 연료 재보급시설, 담수지, 문화재, 

가스충전소, 주유소, 탄약고, 지상 송전선, 철탑 정보(이상 인문지리 정보)이다. 자연지리정보 중 

조류서식지 정보는 구축이 필요하고 시정, 풍향, 풍속 정보는 제한적으로 획득 가능하므로 보완

책이 필요하다. 인문지리정보 중 연료 추진 재 보급지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리

정보를 활용한 GIS 공간분석으로 획득할 수 있다.

주요어 : 산불, 진화, 헬리콥터, 정보획득, 항공안전

ABSTRACT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identification of necessary geographic information needed 

by forest fire suppression helicopter pilots, and the ways to acquire the required 

information from public institutions. Firefighting helicopter pilots demand 7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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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 and 13 human geographic data. Applying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acquired 

from Korean public institutions, the following 15 characteristics (3 physical geographic, 

12 human geographic) can be found: altitude and highlands, river, high population and 

urban areas, roads, national park and state boundaries, fuel re-supply facilities, 

freshwater areas, cultural assets, (LPG)gas charging stations, gas stations, ammunition 

storage areas, ground power cables, and steel towers. Within the database of physical 

geography,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on bird habitat details. Also, the availability 

of visibility, wind directions, and wind velocity data is limited and therefore requires 

refining. The location of refueling areas can be obtained by applying information received 

from institutions to the GIS spatial analysis.

 

KEYWORDS : Forest Fire, Suppression, Helicopter, Information Gain, Aviation Safety

서   론

남한은 전체 국토면적의 약 65%가 산림이

고, 산림은 우리에게 귀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산불로 인해 산림 자체가 훼손되거나 산림 내 

또는 그 주변의 인명, 재산, 문화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불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산불이 발생하

였을 때에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

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지리정보체계(이하 GIS)를 활용한 산불 관련 

지리정보의 통합과 공간분석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기철(1998)은 GIS를 활용하여 산불 진

화용 저수탱크 적지분석을 수행한 바 있으며, 

신영철과 안상현(2000), 이시영 등(2003), 

이명보(2004), 이창재(2004), 안상섭(2007), 

김동현(2009)은 산불예방 및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GIS를 활

용하는 한편 이를 응용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조명희 등(2004), 

부기동 등(2008)은 GIS를 탑재한 모바일 기

기를 산불진화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

발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들은 주로 지상 진

화와 관련된 연구로 볼 수 있으며, 산불 진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리정보를 GIS

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003년에는 지상 진화와 관련된 연구에서 

탈피하여 헬기를 이용한 산불진화 관점에서 

GIS를 활용한 연구가 있었다. 조명희 등

(2003)은 1:25,000 수치지형도의 레이어에

서 산불진화에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여 추출

하였으며, 헬기의 장비정보와 조종사의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산불진화 헬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의 연구는 헬기

를 지상 진화 요소와 함께 산불진화를 위한 

하나의 요소로 인식하고 헬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산불 관련 GIS 활용 연구

들은 지상 진화 요소의 관리와 운영, 공간분석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헬기를 이용한 산불 

진화 관련 연구에서는 헬기의 장비 정보를 산

불 진화 계획의 한 요소로 다루고 있었다.

헬기진화는 산불진화에서 지상 진화와 함께 

매우 중요한 진화 방법이다. 특히 산세가 험

한 지역, 규모가 큰 산불인 경우에는 헬기에 

의한 진화가 필수적이다. 헬기를 이용한 산불

진화에서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은 산불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답보하기 위해 다양

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상 진화에 초점이 맞춰진 지리정보와 헬기 

장비 측면의 정보만으로는 산불진화헬기 조종

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리정보를 획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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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었다.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이 항

공안전, 소방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리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산불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진화 간 항공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헬기를 산불진화 계획의 한 요소

로 다루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산불진화헬기 조

종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리정보를 식별하고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특히, 대규모 산불발생시 화염으로 인

해 조종사의 즉각적인 판단이 제한될 경우 식

별된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조종사는 효율적으

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된 제1차~제3차 국가GIS 사업과 제4차 

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으로 공공 및 민간에 다

양한 지리정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국토해양부, 2010). 

특히 공공기관들은 축적된 지리정보와 기술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반 연구자들에게 서비

스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사공

호상과 서기환, 2007; 백태경, 2008; 권기욱

과 이종달, 2010; 김만규 등, 2010). 현재 공

공기관들이 서비스하는 자료로부터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리정보를 획

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기 구

축된 자료의 재사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

이 산불진화 계획과 안전을 답보하기 위해 어

떤 지리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식별하였

다. 그리고 식별된 지리정보를 공공기관의 자

료로부터 획득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이 어

떤 지리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식별하기 

위해 먼저 파일럿 핸드북(이강희, 1996; 

2000)과 항공법규(이병덕, 2010) 등 문헌조

사를 수행하였고 헬기조종사인 연구자의 오랜 

실무경험을 활용하였다. 지리정보는 자연지리 

정보와 인문지리 정보로 분류하여 식별하였으

며, 산불진화본부 보다는 산불진화헬기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정보의 식별에 초점을 맞

추었다. 

식별된 지리정보의 획득 방안에 대한 논의

는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공공데이터로부터 획득한 후 공공데이

터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공공데

이터의 획득은 각 공공기관의 인터넷 지도서비

스를 토대로 사례지역에 대한 정보를 디지타이

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일부 구매하기도 

하였다. 공공기관의 지리정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대

부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지만(공주대학교 군

사과학연구원, 2006) 본 연구에서는 빠른 연

구 진행을 위해 이와 같은 연구 방식을 채택하

였다. 

지리정보 획득 사례 지역은 계룡산 국립공원

으로 하였다. 계룡산 국립공원은 남한에 있는 

20개 국립공원 중 제3호 국립공원이다. 국립공

원관리공단(http://main.knps.or.kr)에 따르면 

계룡산 국립공원의 면적은 61㎢로 월출산국립

공원(56㎢) 다음으로 가장 작다. 그러나 좁은 

지역에 다수의 문화, 역사, 자연자원이 밀도 높

게 분포해 있어 국내에서 지리산, 경주에 이어 

세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FIGURE 1. 지리정보 획득 사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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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국립공원은 공주시에 41.15㎢, 논산

시에 13.01㎢, 대전광역시에 6.82㎢의 면적이 

포함되며, 총 28개의 봉우리와 7개의 계곡으

로 형성되어 있다. 그림 1은 계룡산 국립공원

이 포함된 지도이다. 이를 살펴보면 도로망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종적으로 잘 발달

되어 있으며, 계룡산 좌측으로는 왕복 4차선인 

23번 국도가 위치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계룡

대로 연결되는 1번 도로가 있다. 양화저수지에

서 갑사로 이어지는 691번 지방도와 대전에서 

공주로 횡적으로 이어지는 32번 국도는 계룡

산 서쪽과 북쪽에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

다. 하지만 계룡산 동쪽은 충청남도 계룡시 부

남리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시설 밀집지역인 계

룡대로 인해 접근성이 좋지 않다. 지형, 도로

망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계룡산 국립공원은 산

불이 발생하면 산불진화에 소방차의 역할은 제

한되고 헬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례지역의 공

간적 범위는 계룡산 국립공원 내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국립공원 주변을 고려해야 하는 요

소에 대해서는 계룡산 국립공원 내에 산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가상 발화지점으로부터 

반경 15㎞ 이내를 사례지역으로 하였다1).

헬기 산불진화에 필요한

지리정보의 식별

1. 자연지리 정보의 식별

자연지리 정보에는 표고, 주요 고지군, 하천, 

조류서식지, 시정, 풍향, 풍속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표고 및 고지군은 산불진화헬기 

운용의 범위와 항로선정의 고려요소가 되고 조

종사에게 항법의 참고자료가 되기도 한다. 하

천 역시 항법의 참고자료가 된다. 발화지점과 

표고, 주요 고지군의 현황 파악은 조종사가 산

세, 골짜기의 형태를 보고 화염의 정도를 예측

하고 산악풍을 예측하여 MOCA(최저장애물 

회피고도, Minimum Obstruction Clearance 

Altitude)를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MOCA는 

시계비행 중 악기상을 만나면 주변 장애물 최

저고도보다 높게 상승하기 위한 기준치로서 항

공용 지도에는 지역별로 MOCA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조종사가 예상치 못한 악기상을 

만나면 관제사는 우선적으로 MOCA고도까지 

상승할 것을 지시한다(이병덕, 2010). 그러나 

산불이 일어났을 때에는 항공용 지도에 표시된 

지역별 MOCA가 아닌 발화지점, 표고, 주요 

고지군 등을 고려한 MOCA고도 설정이 필요

하다.

조류서식지에 대한 정보 역시 중요한 항공

안전 요소이다. 특히 조류가 많이 서식하거나 

철새도래지인 담수지는 담수를 위해 헬기가 접

근할 때 조류충돌(Bird Strike)의 위험성이 있

다. 헬기소리에 놀라 조류가 한꺼번에 날아올

랐을 경우 시야확보가 제한되며, 특히 엔진이

나 캐노피에 부딪치는 조류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최진석, 2009). 이에 담수지에서 서식하

는 조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산불

진화헬기 운영 및 진화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상에서는 시정, 풍향, 풍속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산불진화에서는 실시간 기상정보가 

가장 필요하고 최대 풍속 등에 대한 정보 역시 

중요한 정보이다. 시정은 항공안전 요소이며 

풍향, 풍속은 항공안전 요소와 산불진화 계획 

수립 및 항로선정 요소로 중요한 정보이다. 산

불 진화시 헬기는 시각비행(Visual Flight 

Rulers)을 원칙으로 한다. 헬기는 대부분 시각

에 의존하여 비행을 실시하나 악기상 조우, 공

항 접근시, 훈련 목적상 계기비행을 할 수 있

다. 그러나 산불진화와 같이 고난위도 임무를 

수행할 때 조종사는 시각비행을 원칙으로 한

다. 조종사는 시각에 의존하여 산불을 진화하

므로 시정은 헬기 운용의 중요한 요소이다. 육

군항공에서는 시각비행 기준을 주간에는 1마

일(1.6㎞), 야간에는 2마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항공에서도 시계비행시 최저 시정치 유지

를 요구한다(한국항공대학교, 2008). 특히 야

간 산불진화에는 헬기운용이 제한되므로 주간 

시각비행을 기준으로 주간의 시정 또는 악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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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이 1마일 미만)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시정과 관련된 기상인자에는 안개, 황사 등이 

있다. 

강풍은 헬기의 이륙 자체를 제한한다. 아무

리 좋은 장비와 뛰어난 조종실력을 갖추고 있

다고 하더라도 최소 기상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면 비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이강희, 

1996). 특히, 산악지형 상공의 기류는 특정한 

지형지물과 마주쳤을 때 바람이 갑자기 요란성

으로 변하고, 풍속과 풍향의 가변이 큰 산악파

로 형성되어 항공기의 최대동력 한계를 초과하

게 된다. 풍향, 풍속은 산불의 확산 방향, 화염

의 방향 등을 파악하고 산불진화 계획을 수립

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따라서 풍향, 풍속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표 1). 

정보명 선정사유

표고
․항공안전 요소
․항로선정의 고려요소 

주요 

고지군

․항로선정의 고려요소
․항법 참고자료

하천 ․항법 참고자료
조류서식지 ․항공안전 요소

시정 ․항공안전 요소

풍향
․항공안전 요소
․항로선정의 고려요소

풍속
․항공안전 요소
․항로선정의 고려요소

TABLE 1. 헬기 산불진화에 필요한 자연지리 

정보의 식별 및 선정 사유

2. 인문지리 정보의 식별

인문지리 정보에는 인구밀집 및 도시지역, 

도로, 국립공원경계, 행정경계 등의 정보가 필

요하다. 먼저 인구밀집 및 도시지역과 문화재 

분포 정보는 방화선 구축과 산불진화헬기 투입

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인구 밀집 및 도시지역으로 산불이 확산될 경

우 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방화선을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한

다. 아울러 고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낙산사와 동종을 포함하여 많은 문화재가 소실

된 것을 교훈삼아 문화재를 산불진화의 우선순

위로 둘 필요성이 있다.

도로는 지상 진화요원 접근, 산불진화 시 필

요물자 지상수송, 연료 재보급차량의 이동로 

선정, 진화 책임구역 할당의 수단 등으로 이용

되며 항로 계획 시 참조물이 되기도 한다. 도

로는 산불진화본부의 현장 접근성을 결정하므

로 지휘통제의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한다. 국

립공원의 면적, 위치는 산불진화 헬기의 소요

를 도출하고, 관할 소방당국 및 산림방재청의 

권한과 책임 등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

다. 행정경계 역시 같은 목적으로 필요하다.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한 산불진화 시 산불진

화헬기의 연료 재보급은 진화의 지속성을 부여

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산불진화헬기

에 연료 재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지상 진화장비와 통합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진화작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조종사에게는 연료 재보급 시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해당 시설 또는 기지의 입·

출항 및 연료보급 절차도 제공되어야 한다. 

단, 지역단위별 항공기 연료보급을 위한 협정

은 사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산림청이나 소방방재청은 필요에 따라 이동

용 연료차량을 활용하여 산불진화헬기에 연료

를 보급하기도 한다. 이 때 필요한 정보는 비

주둔 비행장이나 넓은 개활지 등 연료를 추진

하여 보급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격납고의 위치 정보 역시 

유용한 정보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최인근 지

역의 헬기가 우선 출동하므로 격납고의 위치 

정보는 출동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

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담수지 정보는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진화

할 때 사용할 물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때 담수지의 현재의 저수용량 또는 최대 저

수가능용량에 대한 정보는 매우 유용할 것이

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 저수용량이 큰 

담수지가 있다면 신속한 진화에 도움이 될 것

이다. 담수지 위치를 주변지형과 함께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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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명 선정사유
인구밀집 및 도시지역 ·산불진화헬기 우선투입 결정 요소

도로
·항법 참고자료
·연료 재보급차량의 이동로 선정 
·진화 책임구역 할당의 수단

국립공원경계
·헬기소요 도출
·관할 소방당국 및 산림방재청의 권한과 책임 구분

행정경계
·헬기소요 도출
·관할 소방당국 및 산림방재청의 권한과 책임 구분

연료 재보급시설 (비행장) ·연료 확보(진화작업의 지속성 확보)
연료 추진 재 보급지

(개활지 등 비행장 외 장소)
·연료 확보(진화작업의 지속성 확보)

격납고 위치 ·산불진화 출동 우선순위
담수지 ·진화에 필요한 물 확보
문화재 ·산불진화헬기 우선투입 결정 요소

가스충전소 ·산불진화헬기 우선투입 결정 요소
주유소 ·산불진화헬기 우선투입 결정 요소
탄약고 ·산불진화헬기 우선투입 결정 요소

지상 송전선 ·항공안전 요소
철탑 (송전탑, 레이다 등) ·항공안전 요소

TABLE 2. 헬기 산불진화에 필요한 인문지리 정보의 식별 및 선정 사유

는 것은 항공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담수 

시 조종사 입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

로 가용동력이다. 즉, 헬기의 이륙동력을 말하

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수지로 산악풍이 불거나 요란기류가 

형성되어 배풍으로 바람이 불 경우에는 헬기 

성능에 제한을 준다(이강희, 2000). 이와 같

은 우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종사가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담수지

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항공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2). 

시설물에서는 가스충전소, 주유소, 탄약고, 

지상 송전소, 철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스충전소, 주유소, 탄약고는 방화선 구축과 

산불진화헬기 투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이 시설물들에 산불이 확산

될 경우 제2의 폭발사고로 이어지고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

다. 지상 송전선과 철탑에 대한 정보는 항공안

전 요소로 필요하다. 

화염에 의한 악시정 환경에서 진화를 하거

나 담수, 연료보급을 위해 이동할 때 지상 송

전선과 철탑은 항공 장애물로 작용하여 헬기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한다. 2010년 미국 캘리

포니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에 의한 

화염으로 반경 수 km가 악시정 권역으로 들어

가 조종사는 산불진화보다 항공 장애물을 회피

하기에 급급했다(헤럴드경제, 2010). 이에 철

탑에 대한 높이, 위치, 형태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로 한다. 산 정상부의 군 레이다 기지, 기

지국 철탑, 방송국 송신탑 등의 정보도 이에 

포함된다(표 2). 

사례지역의 지리정보 획득

1. 자연지리 정보의 획득

본 연구에서 표고, 주요 고지군, 하천은 국

토지리정보원에서 판매하는 수치지형도를 이용

하여 작성하였다. 표고는 수치지형도의 표고

점, 삼각점, 수준점으로부터 획득하였으며, 공

주, 하봉, 탄천, 월암, 금남, 유성 도엽 등 

1:2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대부분의 지도는 음영기복도에 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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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000 수치지형도 추출 결과

   

(b) 1:25,000 수치지형도 추출 결과

(c) 1:5,000 수치지형도 추출 결과 편집

   

(d) c에 1:25,000 수치지형도의 고도 정보 표기

FIGURE 2. 계룡산 국립공원의 고지 현황

는 데 이는 조종사들이 지형의 형태를 인식하

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음영기복도는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로부

터 획득한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기관 및 유관

기관은 고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을 보유 및 공

유하고 있어 별도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것

이 현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빠른 연구

진행을 위해 1:25,000 수치지형도에서 등고선

(주곡선, 계곡선)과 표고점 등의 표고정보를 

추출하여 ArcGIS Topo to Raster 보간 방법

으로 30m 해상도 수치표고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음영기복도를 작성하였다.

주요 고지의 위치는 표고점, 삼각점, 수준점

을 활용하여 획득하였고 고지의 이름은 수치지

형도의 산, 산맥 애노테이션(annotation)을 이

용하여 획득하였다. 수치지형도에서 산, 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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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노테이션의 표준코드3)는 9153이고 표고점, 

삼각점, 수준점은 각각 7217, 7311, 7321이

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한 정

보인 경우 괄호 안에 표준코드를 함께 표기하

였다. 고지군의 작성에는 1:25,000과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였다. 1:5,000 수치지형

도는 계룡산 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하는 25개 

도면을 사용하였다.

그림 2의 (a)는 1:5,000 수치지형도에서 

주요 고지를 추출한 결과이며, (b)는 

1:25,000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한 결과이다. 

1:5,000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한 정보는 고지 

외에도 마을, 계곡 이름 등 다른 정보를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고 1:25,000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한 결과는 고지 정보가 너무 적다. 그림 2

의 (c)는 1:5,000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한 결

과에서 고지정보를 남겨두고 다른 정보는 삭제

한 결과이다. 고지명이 약 1~2㎞ 간격으로 표

기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고지정보의 분포는 항

법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정한 수준인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애노테이션을 이용하여 획득한 고지

정보에는 표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표고

점, 삼각점, 수준점 정보를 활용하여 표고를 

함께 표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때 그림 2의 d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25,000 수치지형도

의 경우에도 표고정보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주

요 고지에 대한 표고정보만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1:5,000 수치지형도에서 고지정보를 

추출한 경우 계룡산 국립공원의 우측에 남북으

로 길게 솟아있는 갑하산(468m)과 천황봉에

서 북서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쌀개봉

(829m), 그 위로 관음봉(755m) 등 표고가 

높고 산세가 뚜렷한 곳의 고지 정보가 누락되

어 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천정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우리가람길라

잡이 도면을 활용하여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하천정보는 항법참고 자료로 활용

되기 때문에 상공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

구지역에서 이와 같은 하천을 식별하기 위해서

는 하천의 폭을 알 수 있는 폴리곤 형태의 하

천지도가 유용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우리가람

길라잡이에서는 실폭하천 또는 저수로 폭(우리

가람길라잡이의 실폭하천은 평상시 하천 수면

의 폭인, 저수로 폭을 도형화한 것이다)이 폴리

곤으로 작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 유용하였다. 

다만 폴리곤 도형 외에 하천의 폭을 알 수 있

는 속성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최종적인 정보화 

대상 하천을 선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우리가람길라잡이에서 제공하는 하천의 속성

정보는 하천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의한 분

류 정보(국가하천, 지방하천)이다. 금강과 같은 

국가하천의 경우 지방하천에 비해 저수로 폭과 

하폭이 두드러지게 넓기 때문에 국가하천을 정

보화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문제는 

소규모의 지방하천에서 발생한다. 연구지역에

는 67개의 지방하천이 분포해 있다. 이들 대부

분의 하천은 저수로 폭이 약 2~3m로 좁은 편

이다. 그러나 노성천, 용수천은 최대 약 55m 

폭의 저수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노성천, 용

수천의 규모는 국가하천인 갑천의 중하류와 규

모가 비슷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룡산 인

근에서 비행을 하는 경우 금강, 용수천, 노성천 

등이 항법 참고자료로 활용되곤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저수로 폭이 약 

50m 이상인 하천을 선정하여 정보화하는 것

이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은 연구지역 내에 분포한 

우리가람길라잡의 하천분포와 금강, 갑천, 용

수천, 노성천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수치지형도의 경우 실폭하천(2111), 

세류(2112) 등을 추출하여 하천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한 

하천정보는 라인 형상이기 때문에 폴리곤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용에 한계

가 있었다.

조류서식지는 환경부의 환경공간정보서비스

(EGIS)의 내용 중 연구지역 내의 생태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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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우리가람길라잡이에서 획득한 하천 정보

FIGURE 4. 환경부 EGIS에 따른 조류 분포도

   

FIGURE 5. 기상청의 지상관측 현황

조류(점), 생태경관-철새도래지(점), 고시지역

-습지보호구역(면)을 확인하여 획득하였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연구지역 내에는 조류 

분포만 나타나며 철새도래지 또는 습지보호구

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태경관

-조류 정보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정 

조사지역에서 관찰된 결과를 표현하고 있기 때

문에 담수지에서의 담수 시 조류충돌을 대비하

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

불진화헬기가 이용할 수 있는 담수지에 대한 

계절별 서식 조류의 내용을 파악하여 정보화할 

필요성이 있다.

시정, 풍향, 풍속의 획득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상청의 지상관측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상청은 유인 기상관서와 무인 자동기상관측망

을 운영하고 있다. 유인 기상관서에서는 종관기

상관측장비(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와 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 직접 관측으로 기상 자료를 수집하

고 있으며, 무인 자동기상관측망에서는 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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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음영기복도)

하천

조류서식지

시정, 풍향, 풍속

1:25,000 수치지형도

1:5,000 수치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

표고점 (7217*)

삼각점 (7311)

수준점 (7312)

주곡선 (7111)

계곡선 (7114)

주요고지군
산, 산맥 애노테이션

(9153)

수치표고모델

편집

한국수자원공사

우리가람길라잡이 실폭하천(저수로 폭)이
최대 50m 이상인 하천 선택

환경부

담수지의 계절별 조류 현황
또는 버드스트라이크 위험도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실폭하천도

생태경관 조류

철새도래지

습지보호구역고시지역

참고자료

정보화 필요

기상청, 공군기상전대

관측자료

산 정상 군 기상관제센터

관측

참고자료

현재 육안 관측 및 구두 확인, 자동관측장비 필요

* 수치지형도 표준코드

FIGURE 6. 자연지리 정보의 출처 및 획득 방안

상관측장비를 이용하여 기상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풍향, 풍속은 자동으로 관측하는 항목이

기 때문에 유인 기상관서와 무인 자동기상관측

망 모두에서 획득할 수 있고, 시정은 수동으로 

관측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유인 기상관서에서

만 획득할 수 있다. 연구지역에는 유인 기상관

서로는 대전 1곳이 있으며, 무인 자동기상관측 

지점은 5곳이 있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관측지점이 저지대에 있고, 유

인 기상관서 역시 상당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

에 산불 발생 시 산지의 풍향, 풍속, 시정 등의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다만 그 지역의 계절적인 또는 월별 

특성을 획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료의 보간을 거쳐야 하므로 이 

역시 활용은 제한적일 것이다. 기상청 외에도 

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곳으로는 공군 

기상전대와 일반적으로 산 정상에 있는 군 기

상관제센터가 있다. 위 현황에서는 공군 기상전

대와 군 기상관제센터의 위치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군 기상관제센터는 자동관측장비

를 활용하지 않고 육안 직접관측 결과를 구두

로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 장비를 활용

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6은 이상에서 도출한 자연지리 정보의 

출처 및 획득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2. 인문지리 정보의 획득

인문지리 정보에서 인구밀집 및 도시지역은 

환경부에서 제작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와 

1:2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획득하였다. 

연구지역의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2002년 처음 제작되었으며, 2007년 1차 갱신

을 거쳐 2009년 아리랑 2호(KOMPSAT-2, 

해상도 2.5m) 영상을 토대로 1:25,000 축척

으로 제작되어 있다(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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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시가화건조지역

주거지역
산림지역

활엽수림
공업지역 침엽수림
상업지역 혼효림

위락시설지역
초지

자연초지
교통지역 골프장

공공시설지역 기타초지

농업지역

논
습지

내륙습지
밭 연안습지

하우스재배지
나지

채광지역
과수원 기타나지

기타재배지 수역
내륙수
해양수

TABLE 3. 환경부 토지피복분류 및 본 연구의 인구밀집 및 도시지역(음영)

범례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위락시

설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역, 논, 밭 등으

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위락시설지역, 공공시설지

역을 인구밀집 및 도시지역으로 정의하였다(표 

3). 수치지형도에서는 주택외건물(4111), 주택

(4112), 연립주택(4113), 공사중건물(4114), 

아파트(4115)를 추출하였다. 그림 7은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에서 연구지역의 인구밀집 

및 도시지역을 추출하고 수치지형도에서 건물

을 추출한 결과이다. 

FIGURE 7. 인구밀집지역과 건물 분포도

 

그림 7을 살펴보면 계룡산 국립공원의 곡부

를 따라 다수의 인구밀집 지역 또는 건물이 분

포해 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대

부분 인구밀집 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물

이 산포해 있는 지역에서는 인구밀집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극히 일부지역에서는 건물이 

밀집해 있으나 인구밀집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도 보인다. 두 도면을 살펴보았을 때 환경

부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불 방어선 구축 및 진화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건물 하나 하나를 볼 수 있는 수치지형도가 유

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인구밀집 지역 

또는 건물 도면에는 그 지역의 노인인구비율, 

인구수 등 인구학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구학적 특성은 산불확산 시 신속한 대피가능 

여부, 인명·재산 피해정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도로는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의 

교통주제도와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의 임도를 이용하여 획득할 수 있다. 교통주제

도는 전국의 모든 포장도로에 대한 도형 및 속

성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국가교통DB센터). 따

라서 항법 참고자료, 연료 재보급차량의 이동

로 선정과 관련된 도로 정보는 교통주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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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사     

동학사

FIGURE 8. 교통주제도의 도로망(좌)과 FGIS의 도로망(우) - 동학사 입구

출처 : 좌 - 국가교통DB WebGIS, 우 - 산림공간정보서비스

FIGURE 9. 연구지역의 담수지의 현황 FIGURE 10. 연구지역의 문화재 분포 현황

획득하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진화 

책임구역 할당을 위해 필요한 산림지역의 도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정보는 산

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임도 정보를 획득

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8은 교통주제도와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에서 나타나는 계룡산 국립공원의 동학사 입구 

지역 도로망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교통주제

도에서는 동학사 및 주변부의 포장도로 현황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구조화 편집이 되어 있어 

가독성이 좋다. 반면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도

로망은 구조화 편집이 되어 있지 않아 가독성

이 떨어지지만 산지의 임도, 등산로가 잘 나타

나 있다.

진화에 필요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담수지 정보는 수치지형

도에서 추출하였다. 그림 9는 수치지형도에서 

호수·저수지(2114)를 추출하여 제작한 연구

지역 주변에 분포한 담수지 현황이다. 그림 9

를 살펴보면 연구지역 내에 크고 작은 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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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계룡저

수지, 양화저수지, 용동저수지, 병사저수지 , 

기산저수지가 산불진화헬기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담수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최대 저수가능용량은 계룡저수지 

3,413,100㎥, 양화저수지 2,029,700㎥, 용동

저수지 735,000㎥, 병사저수지 876,000㎥, 

기산저수지 648,200㎥이다.

문화재 분포 현황은 문화재청 문화재지리정

보서비스를 활용하여 획득하였다. 그림 10은 

연구지역의 문화재분포 현황이다. 계룡산 국립

공원 내에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해 있다. 산불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 진화 계획 

수립과 함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진화 계획 수

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현황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http://www.opinet.co.kr)로

부터 획득할 수 있다. 연구지역에서는 32번 

국도를 따라 다수의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가 

분포해 있고, 691번 국도에도 몇몇 주유소가 

있다(그림 11).

FIGURE 11. 연구지역의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현황

지상 송전선의 정보는 1:1,000 수치지형도

와 한국전력공사 배전정보시스템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송전선의 위치정보는 공개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획득연구를 수

행하지 못하였다. 연료 재보급 시설 현황은 군

비행장이 주로 활용된다. 그리고 격납고의 위

치 정보는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 각 

군 및 시·도 소방안전본부 소방정보시스템, 

육군항공대 등 군 관련기관에서 식별하여 획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황은 군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 직접 자료획득

을 할 수 없으므로 자료획득 및 결과 검토에서

는 제외하였다. 탄약고의 위치 역시 군 보안사

항에 해당한다. 

연료 추진 재 보급지는 비행장 외에 연료 

추진 차량과 산불진화헬기의 접근이 유리하며 

진화작업 장소로부터 최근거리에 위치한 지역

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은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분석하여 도

출해야 하는 일종의 적지분석에 해당한다. 따

라서 이 정보들에 대한 자료획득은 본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

그림 12는 이상에서 파악된 인문지리 정보

의 출처 및 획득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이 산

불 진화 계획과 안전을 답보하기 위해 어떤 지

리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식별하였다. 그

리고 식별된 지리정보를 공공기관의 자료로부

터 획득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그림 

12). 

연구 결과,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은 자연지

리 정보로는 표고, 주요 고지군, 하천, 조류서

식지, 시정, 풍향, 풍속 등 7개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인문지리 정보로는 인구밀집 및 도시지

역, 도로, 국립공원 및 행정경계, 연료 재보급

시설, 연료 추진 재 보급지, 담수지, 문화재, 

가스충전소, 주유소, 탄약고, 지상 송전선, 철

탑 등 13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표고, 주요 고지군, 담수지 정보는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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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인문지리 정보의 출처 및 획득 방안

득할 수 있고 하천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우리가

람길라잡이 지도를 활용하여 획득할 수 있다. 

조류서식지의 경우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조류, 

철새도래지, 습지보호구역 정보를 참고할 수 

있으나 헬기 조종사에게 필요한 정보로는 부족

하다. 산불진화헬기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규

모의 담수지에 대해서는 계절별 조류 서식 현

황에 대한 정보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 풍향, 풍속은 기상청, 공군기상전대 등에

서 수집하는 관측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고 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 군 기상관제센

터의 관측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군 기상관제센터는 현재 육안 관측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구두로 전파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관측 장비를 활용하고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전파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인구밀집 및 도시지역은 환경부 중분류 토

지피복도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활

용하여 획득 가능하며 도로 정보는 한국교통연

구원의 국가교통DB센터와 산림청의 산림공간

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획득할 수 있다. 문화

재 정보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문화재지리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획득할 수 있고 가스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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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유소 정보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

스를 활용하여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연료 

재보급시설과 탄약고, 레이다와 같은 철탑 정

보는 군사지도를 활용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지상송전선은 1:1,000 수치지형도와 한국전력

공사의 배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할 수 

있다. 연구 추진 재 보급지는 GIS 공간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는 연구

하지 못했다.

본 연구 결과 국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리정보들을 활용했을 때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에게 필요한 20개의 정보 중 15개 정

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5개 

정보는 표고와 주요 고지군, 하천, 인구밀집 

및 도시지역, 도로, 국립공원경계, 행정경계, 

격납고 및 군 항공부대, 담수지, 문화재, 가스

충전소, 주유소, 탄약고, 지상 송전선, 철탑 정

보이다. 

이 중 조류서식지 정보는 현재 제공되는 정

보로는 부족하여 정보화가 필요하고, 시정, 풍

향, 풍속 정보는 제한적으로 획득 가능하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 격납고 및 군 항공부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리

정보를 활용한 GIS 공간분석을 통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들이 수반될 수 있어 15개 정보에는 포함

하지 않았다. 담수지는 위치, 저수량 외에도 

조류 위험도 정보가 보완되어야 한다. 

주요 고지군은 1:5,000 수치지형도의 고지 

정보와 1:25,000 수치지형도의 표고 정보를 

활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1:5,000 수치지형도

에서 추출한 고지 정보의 수십 m 내에 분포한 

1:25,000 수치지형도의 표고 정보를 공간 검

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1:5,000 수치지형도 구축 시 주요 고지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고정보를 함께 표기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헬기 조종사들이 산불진화

에 앞서 현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산

불진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폭 넓은 이해를 제

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여러 상황에서의 

산불진화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가상훈련기의 

개발에도 데이터베이스 구성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식별

된 지리정보들이 실제 산불진화헬기 내에서 활

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우선 순위에 따른 지도

의 가독성 극대화와 간편한 인터페이스의 디자

인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계룡산 국립공원의 

경계로부터 반경 30㎞ 이내로 설정한 이

유는 산불진화헬기의 연료 재보급 가능 거

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료 재보급 가능 거

리에 대한 정확한 문헌은 없으나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들은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산

불진화헬기의 이동속도를 약 184㎞/h 

(100kts/h)로 가정하면 연료 재보급을 위

해 10분 이상 이동을 하는 것은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담수시 헬기는 제자리에서 비행을 해야한

다. 제자리 비행시 요란 기류나 배풍 시 

헬기는 동력이 있는 상태이지만 침하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를 유동력 침하라 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조종사는 추가

적인 동력 사용 없이 신속히 속도를 증가

시켜야 한다. 장소가 협소하여 신속히 속

도를 증가시키지 못 할 경우 헬기는 추락

하게 된다.

3) 1:5,000 또는 1:25,000 수치지형도에서 

주곡선의 표준코드는 7111, 계곡선은 

7114, 표고점은 7217, 삼각점은 7311, 

수준점은 7312이다. 표준코드는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수치지형도를 제작할 때 지리

정보의 유형을 4자리 숫자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형도에서 추

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표준코드 4자리를 

괄호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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