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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권 분석을 이용한 산불감시 우선지역 선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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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산불 감시 시설의 탐지확률을 높이고, 감시 자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감

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전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불 감시 우선지역을 기존 감시 시

설의 가시권과 해당 지역의 산불발생 확률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발생 확률이 높으면서, 가시성이 떨어지는 곳을 우선 감시 지역으로 정의하고, 퍼지함수를 이

용한 변환과 가중치 부여에 의한 중첩분석을 통해 산불감시 우선지도를 생성하였다. 봉화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시 우선 지역은 산지가 많은 북부 지역보다는 인구가 많은 중남부 지역

에 많이 분포하였다. 개발된 산불감시 우선지역 분석 체계는 한정된 감시 자원의 적정 배치 위치

를 선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가시권 분석, 산불감시 우선지역, 산불발생확률, 산불감시자원

ABSTRACT

In this study, the algorithm for priority area of forest fire surveillance was develop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ire detection. The high priority surveillance area for 

forest fire detection was defined as the area with not only low value of viewshed 

analysis of the lookouts and detection cameras but also high fire occurrence probability. 

To build the priority map, fuzzy function and map algebra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of Bonghwa-gun, Gyeongbuk Province, showed that the surveillance prio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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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and southern area is higher than north area. This algorithm could be used in the 

allocation of fire prevention resources and selection of suitable point for new fire 

detection system. 

KEYWORDS : Viewshed Analysis, Priority Area of Forest Fire Surveillance, Fire Occurrence 

Probability, Fire Detection System

서  론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

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예방 활동이 우선적으

로 강조되고 있다. 산불이 일단 발생한 경우

에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초기에 산불을 진화함으로써 산불의 확

산과 진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불의 조기발견을 위해 각국에서는 인력과 

기계화를 이용한 다양한 탐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위적 산불발생비율이 높은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는 감시탑과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한 산불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 산림면적이 방대하고 자연적 요인

에 의한 산불발생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위성

영상을 통한 산불탐지 또는 열감지 센서 네트

워크를 이용한 산불탐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주민

들의 산불신고도 산불의 조기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산불감시기간 동안 산불 정찰

헬기를 띄워 산불을 감시하기도 한다. 우리나

라는 무인감시카메라와 감시탑이 산불감시활

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청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662대

의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산림청, 2010).

한편 이러한 감시시설들은 설치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 탐지효율

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탐지시스템의 선택과 적절한 위치선정이 중요

하다. 여기서 산불감시시설의 탐지효율을 높

인다는 것은 시설당 가시영역을 최대로 하면

서도 다른 시설과의 중복을 적게 하고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역에 대한 탐지확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Catry et al.(2007a)은 포

르투갈 전국의 산불 감시탑 네트워크를 평가

한 연구에서 28%의 지역이 감시시설의 가시

권 내에 있지 않고, 31%의 지역이 단 한 개

의 감시탑의 가시영역에 들어있다고 평가하였

으며 산불발생확률이 높은 지역과의 대비를 

통해 17%의 지역을 감시우선도가 높은 지역

으로 분석하였다. 이시영 등(2008)은 강원도 

삼척시를 사례로 한 산불위험지 구분에 따른 

감시시설의 위치적합성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삼척시 삼림의 약 19%가 산불발생 및 대형화 

위험성이 높으며, 그 중 13%만이 가시영역에 

들어간다고 분석한 바 있다. Marín et 
al.(2010)은 멕시코 북부 지역의 감시탑에 대

한 가시권 분석을 통해 한 개소의 위치를 이

동시키고 새로운 감시탑을 한 개소 추가할 경

우 가시영역이 43%에서 81%로 향상될 수 

있다고 하여 가시권 분석의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 최대 가시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위

치선정에 관한 연구로 김영훈(2010)은 넓은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발고도가 높은 

곳 보다는 가시권이 넓은 지점을 먼저 탐색하

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국을 사례지

역으로 5개의 지형요소를 추출하여 지형요소

별 가시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형요소를 

감안한 소수의 지점들에서도 전체지역을 대상

으로 한 가시면적과 유사한 비율을 보여 이를 

고려할 경우 분석 시간의 절감 및 활용성 증

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청의 2006년 무인감

시카메라 감시실적 자료를 보면 논밭두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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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M(left) and Landcover(right) with fire surveillance point in Bonghwa district

각 등의 실적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산불을 

탐지한 경우는 평균 4%로 낮게 나타나 산불

감시시설의 효율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산불감시시설 평가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

전 연구로써 감시시설별 가시권 분석과 산불

발생확률지도를 이용한 산불감시 우선지역 선

정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사례연구를 위한 대상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으로 선정하였다. 산불통계에 따르면 봉화군

은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총 101건의 산

불이 발생(연평균 5.3건)하여 경상북도 내에

서 세 번째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

요 산불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34%), 논밭

두렁소각(25%), 기타(21%), 담뱃불실화

(12%) 순으로 나타났다(국립산림과학원, 

2010). 봉화군의 전체 면적은 1,201km2로, 

토지피복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산림

은 약 82%, 농경지는 약 15%인 것으로 나타

났다. 봉화군의 평균 고도는 550m, 최대고도

는 약 1,530m이었다. 봉화군 내 감시시설은 

총 8개소로 감시탑 5개소, 무인감시카메라 3

개소이다(그림 1).

2. 가시권 분석

각 감시시설에 대해 가시권 분석을 실시하

기 위하여 먼저 봉화군의 감시탑과 감시카메

라 등 8개의 GPS 자료를 포인트 레이어로 구

축하였고, 1:2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10mⅹ10m 해상도로 DEM을 추출하였다. 가

시권 분석은 ArcGIS의 공간분석 기능 중 

Viewshed analysis를 이용하였다. 가시지점

의 높이(OFFSETA)는 11.6m(=감시탑 높이 

10m+사람의 평균적 시선높이 1.6m)로 설정

하였으며, 대상물의 높이(OFFSETB) 즉 산불

연기높이는 10m를 기본으로 정하였다. 이는 

연기높이가 0m 즉, 연기 없이 불꽃이 일어나

는 초기에는 사실상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Catry et al., 2004). 또한 지형 및 식생의 

영향으로 지점마다 연기기둥을 관찰할 수 있

는 높이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기높

이가 0m와 20m인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

로 가시권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효가시거리

(RADIUS2)는 Rego and Catry(2006)의 연

구결과를 참고로 설정하였는데, 포르투갈에서

는 시정이 좋은 경우에 13.4km,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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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occurrence probability Visibility
Weight to calculate surveillance 

priority

1 0 1
0 0 0.75
1 1 0.25
0 1 0

TABLE 1. Weight values for calculating surveillance priority

경우에는 20.6km(산불이 나는 계절에는 10~ 

20km)가 유효가시거리로 연구되었으며, 스페

인에서는 지형에 따라 굴곡도가 심한 경우에

는 10km, 편평할 경우에는 20km를 적용하고 

있다. 봉화군의 경우에는 지형의 기복이 심하

여 유효가시거리를 보다 짧게 잡는 것이 바람

직하나,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유효가시거

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설치된 감시카메

라의 사양에 따라 25km로 잡았다. 

3. 산불감시우선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산불감시 우선지역은 그림 2와 

같이 산불발생확률과 가시성의 대비를 통해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즉 산불발생확률이 높

지만 가시성이 낮은 지역은 산불감시우선도가 

높은 지역으로, 반면 산불발생확률이 낮지만 

가시성이 높은 지역은 산불감시우선도가 낮은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FIGURE 2. Concept of surveillance priority

또한 퍼지변환을 통해 등급화에 의한 주관

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산불발생확

률지도는 아래 식 1과 같이 산불발생확률을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이 되도록 하고, 그 

사이의 값은 선형함수식으로 변환하였다. 가

시권 분석지도의 경우 봉화군에서 중복 관찰

되는 감시시설의 최대 수는 6개이며, 4개 이

상 중복 관찰되는 지역을 최상의 조건으로 보

았다. 따라서 0개의 감시시설에서 관찰되는 

경우를 0, 4개 이상의 감시시설에서 관찰이 

가능한 경우를 1로 하여, 그 사이의 값을 식 

2를 이용하여 변환하였다.

한편 산불발생확률지도는 선행 연구(안상현 

등, 2004; 안상현 등, 2005)에서 개발된 산

불발생확률모형을 참고로 하였다. 산불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 지형인자, 산림 및 

묘지, 도로와의 거리 등의 인자를 이용하여 

산불발생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

귀모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10mⅹ10m 해

상도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산불감시 우선지역을 도출하기 위

해 퍼지 변환된 산불발생확률과 가시성 값에 

표 1과 같이 가중치를 두어 산출된 식 3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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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isibility map of Bonghwa county (offset B: 10m)

용해 래스터 연산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산

불감시우선도를 생성하였다. 산불발생확률이 

높지만 가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 가장 높은 

가중치를 주고, 반면 산불발생확률이 낮지만 

가시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가중치를 0으로 

부여하였다. 또한 가시성이 낮으면 산불발생

확률이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두고 도출되었다.

[Surveillance Priority] = 

0.25 * [Fire Occurrence Probability] + 

0.75 * (1 - [Visibility])              (3)

결과 및 고찰

1. 가시성 분석

그림 3는 연기 높이가 10m인 경우의 가시

권 분석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를 보면 봉화군 전체 면적 중 79.2%가 어떠

한 감시시설의 가시권 내에도 들지 않았으며, 

한 개 이상의 감시시설로부터 감시되는 곳이 

14.6%에 불과해 봉화군 감시시설의 감시능력

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화군의 

산지가 높고 험준한 데 비해 감시시설들이 낮

은 지대에 설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즉 감시시설이 설치된 고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고도는 411m, 최소 263m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경우도 봉화군의 평균 

고도 550m 보다 낮은 540m로 나타났다. 이

는 산림청의 2006년 무인감시카메라 감시실

적 자료 중 경북의 경우 논밭두렁 소각에 대

한 감시실적이 64%를 차지하는 것과 무관하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 산불발생을 

탐지한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표 2의 Offset B 즉, 연기높이를 0m, 

10m, 20m로 달리 설정했을 때의 가시성을 

비교하면, 연기 높이가 높아질수록 한 개 이

상의 감시시설로부터 감시되는 면적이 증가하

였다. 이는 연기높이가 높아질수록 먼 거리에

서도 관측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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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nverted visibility map by fuzzy model(offset B: 0m, 10m, 20m)

The number of visible 

fire detection systems

Visible areas (units : %)

Offset B 

0m

Offset B 

10m

Offset B 

20m

0 86.69 79.18 74.90 
1 10.22 14.62 17.05 
2 2.26 4.45 5.68 
3 0.64 1.27 1.69 

≥ 4 0.19 0.48 0.68

TABLE 2. Visibility comparison by various smoke heights 

다. 연기높이가 0m에서 20m로 변할 때 어떠

한 감시시설로부터도 감시되지 않는 곳을 제

외한 가시면적은 13.3%에서 25.1%로 증가하

였는데, 이는 Catry et al.(2004)이 포르투갈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51%→80%) 

보다 작은 변화이다. 이는 포르투갈의 경우 

북부 고지대에 감시시설이 집중(Catry et al., 
2007b)되어 있는 반면에 봉화는 논밭두렁 주

변의 비교적 낮은 고도에 감시시설이 위치하

여 연기높이를 높여도 북부 고지대의 기복이 

큰 지형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복이 복잡한 산지지형의 

경우에는 산불의 규모가 커져 연기높이가 커

졌을 때에야 비로소 감시카메라로 발견이 가

능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감시시설을 필

요로 하며, 감시시설의 위치에 대한 정밀한 

사전 평가가 요구된다.

그림 4는 가시권 분석지도를 퍼지 변환한 

결과로, 봉화군의 연기높이가 0m일 때의 전

체 셀의 평균 가시성은 0.04, 10m의 경우에

는 0.07, 20m의 경우에는 0.09로 계산되었

다. 비가시권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변환

된 가시성의 값이 대체적으로 낮게 도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서부에 주로 분포하

는 감시시설과 봉화군을 북서-남동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중북부의 산지에 의해서 북동사면

의 차폐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연

기높이를 올려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감시자원이 4개 이상 중첩되는 지역

이 많지 않기 때문에 퍼지변환시 가시성의 최

대값을 감시시설이 4개 이상 중첩되는 곳으로 

하기 보다는 더 작은 값으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이나, 이는 차후 연구목적에 따라 달

리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가중치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산불발생확률지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산불발생확률을 

추정한 결과 작성된 산불발생확률지도는 그림 

5와 같다. 산불발생확률 모형은 도로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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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ire occurrence probability map of Bonghwa county

가 가깝고, 침엽수림의 분포가 많으며, 고도는 

낮되 산지로 이어지는 경사가 급한 곳에서 산

불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

의 경우에는 고도가 높은 북부와 남동부의 산

지 및 하천 주변에서의 산불발생확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고도가 비교적 낮고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 중남부 지역의 산불발생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퍼지 변환된 봉화군 산불

발생확률의 평균치는 0.57로 나타났다. 

3. 산불감시우선지도

그림 6은 연기높이를 10m로 가정했을 때, 

앞서 계산한 가시권 지도와 산불발생확률 지

도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도출한 산불감시 우

선지도이다. 표 3은 연기높이를 0m, 10m, 

20m로 달리 했을 때, 계산된 산불감시우선지

도의 셀 값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기높

이가 높아지면서 감시우선도는 0.86, 0.84, 

0.83으로 점차 낮아진다. 이는 연기높이가 높

아지면서 가시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나, 그 차

이가 미미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탓에 크게 변

화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봉화군은 연기

높이에 상관없이 평균 0.8 이상의 값을 가져 

감시우선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은 산불감시 우선지역을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그림 6의 지도를 평균값인 

0.839 이하는 제외하고 그 이상의 값만을 대

상으로 Jenks의 Natural break 방법으로 3개

의 class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평균 이

하의 지역은 감시우선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분류 결과 봉화군 전체 

면적의 약 68.2%가 평균 이상의 값을 나타내

고 있다. 

1차 우선감시구역으로 분류된 곳은 산지가 

많고 고도가 높은 북부 보다는 중부, 남부 지

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봉화군 전

체의 25.39%를 차지한다. 한편, 2차 우선감

시구역은 1차와 3차 사이에 주로 분포하며 면

적은 22.72%를 차지한다. 3차 우선감시구역

은 북부와 남동부의 산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면적은 봉화군 전체의 18.72%를 차지한다. 

대체적으로 산지가 많이 분포하는 북부보다 

남부지역의 우선도가 보다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그림 5의 산불발생확률지도와 유사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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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ffset B

0m 10m 20m

Min 0.046 0.038 0.037
Max 1 1 1
Mean 0.861 0.839 0.826

Std. dev. 0.102 0.128 0.140

TABLE 3. Surveillance priority by various smoke heights

FIGURE 6. Surveillance priority map of Bonghwa county(offset B: 10m)

턴을 나타내고 있다. 

표 4는 1차, 2차, 3차로 분류된 감시우선구

역의 가시성과 산불발생확률을 분석한 것이다. 

가시성은 모두 0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불감

시우선도가 0.92 이상을 나타내는 1차 우선

감시구역의  산불발생확률의 최소값은 0.683, 

평균값은 0.761의 값을 보이고 있다. 3차로 

분류된 구역의 경우 산불발생확률은 최소값이 

0.366, 평균값은 0.445로 비교적 큰 값이 아

니나, 산불감시우선도는 0.84이상의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봉화군의 비가시권 범위

가 넓어 가시성이 0인 지역이 많기 때문으로, 

봉화군의 산불감시우선지도가 산불발생확률지

도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봉화군에서는 5개의 산불감시시

설로 둘러싸인 남중부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산불감시시설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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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illance 

priority
Visibility

Fire occurrence probability

Area(%) Min Max Mean Std. dev.

0.92-1.00 0 25.39 0.683 1 0.761 0.050
0.87-0.92 0 22.72 0.517 0.683 0.602 0.048
0.84-0.87 0 18.86 0.366 0.517 0.445 0.043

TABLE 4. Visibility and fire occurrence probability of Over 0.839 surveillance priority

FIGURE 7. Over 0.839 Surveillance priority map of Bonghwa county

또한 기존의 산불감시시설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중부, 남부의 감시우선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시설의 위치 타당성 검토 

및 추가 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산불감시자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으로 봉화군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감시

시설의 가시권을 분석하고 산불발생확률지도

와의 중첩분석을 통해서 산불발생확률이 높고 

가시성이 낮은 지역을 산불감시 우선 지역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인 봉화군의 경

우, 산불감시우선도는 평균 0.839로 높게 나

타났으며, 전체 면적의 68%가 평균 이상의 

감시우선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차 우선

감시지역으로 분류된 남중부 지역에 우선적으

로 새로운 감시시설이 위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산불감시우선지도는 대상지

역의 가시성이 봉화의 경우처럼 전반적으로 

크게 낮을 경우 산불발생확률과 유사한 패턴

을 나타내며, 이는 지형의 굴곡도가 심한 지

역의 산불감시우선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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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를 낳는다. 이는 추후 산불감시우선

도의 활용방법에 따라서 가시성과 산불발생확

률의 가중치를 달리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결과로 개발된 산불감시 우

선지역 분석체계는 한정된 산불감시자원의 적

절한 배치와 그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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