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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소나무림에서의 풍속과 실효습도 변화에 의한 

대형산불 위험예보

강성철1·원명수2※·윤석희2

Large Fire Forecasting Depending on the Changing 

Wind Speed and Effective Humidity in Korean Red 

Pine Forests Through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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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과거 대형산불 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해 대형산불 발생 전의 건조현상과 강풍 등 

악기상 정보와 임상조건을 활용하여 대형산불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예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사례분석은 과거 20년간 발생한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37건을 대상으로 하였

다. 대형산불 위험지역은 소나무림 30ha 이상 지역 중 주변 소나무림간 최대 이격거리가 2㎞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평균풍속은 평균 5.3㎧, 최대 11.6㎧, 표준편차는 2.5㎧ 범

위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특성을 보였다. 실효습도는 평균 30%, 최소 13%, 표준편차 14.5%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소나무림 추출 지역을 대상으로‘대

형산불 주의보’는 실효습도 30~45% 범위에서 2일 이상 지속되고 풍속이 7㎧ 이상일 때 발효하

고,‘대형산불 경보’는 실효습도 30% 미만이 2일 이상 지속되고 풍속이 11㎧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대형산불 위험예보’로 인해 악기상 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대형산불 위험예보, 소나무림, 실효습도, 바람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large fire forecasting system using critical weather 

conditions, such as strong winds and effective humidity. We incorporated information 

on forest type prior to large fires using an incident case study. Th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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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s thirty-seven large fires covering more than 100 ha of damaged area over 

the last 20 years. Dangerous large fire regions were identified as areas of more than 

30 ha of Korean red pine and the surrounding two kilometers. Large fires occur when 

wind speeds average 5.3 m/s with a maximum of 11.6 m/s and standard deviation of 

2.5 m/s. Effective humidity for large fires average 30% with a minimum of 13% and 

standard deviation of 14.5%. In dangerous Korean red pine stand areas, the large fire 

‘Watch’ level is issued when effective humidity is 30–45% for more than two days 

and average wind speed is 7–10 m/s. The ‘Warning’ level is issued when effective 

humidity is less than 30% for more than two days and average wind speed is more 

than 11 m/s. Therefore, from now on, the large fire forecasting system can be used 

effectively for forest fire prevention activities based on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in dangerous large fire regions using severe weather conditions.

KEYWORDS : Large Fire Forecasting, Korean Red Pine Stand, Effective Humidity, Wind

서  론

2000년대 들어서 임목밀도의 증가, 기상여건

의 악화 등으로 2000년 동해안, 2002년 청양·

예산, 2005년 양양, 2007년 울진, 2011년 울

진·고령·영덕·예천 등 강원 영동과 중부내륙

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산불의 

대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불은 일차적

인 원인으로 다양한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시작

되지만 이와 같은 실화가 산림에 피해를 줄 정

도로 발화, 연소되어 확산되기 위해서는 습도, 

풍속, 기온과 산림내 가연성 물질의 함수율 등 

연소환경을 구성하는 기상적 요인과 깊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Cunningham and Martell, 

1972; Lee et al., 2004; Won et al., 2006).

우리나라 산불통계상으로 과거 20년간 30ha 

이상의 중·대형산불이 전체 건수의 약 1%(97

건)이지만 그 피해면적은 전체의 79%(40,680ha)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대형산불 중 92건

(95%)이 봄철에 집중되어 발생하였고, 가을철

에는 5건(5%)만이 발생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10). 특히 4월에만 65건이 발생하

여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중 지역별로는 강원 36건

(37%), 경북 24건(25%) 순으로 발생하여 백

두대간을 중심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지역에 대

형산불이 많이 발생하였다. 대형산불의 원인으

로는 입산자실화 29건(30%), 기타 28건(29%), 

성묘객실화 15건(15%) 순이었다. 특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4월의 주원인은 봄철 상춘

객의 입산활동과 청명·한식을 전후한 성묘객들

의 증가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였다.

산불은 일반화재와 같이 연료, 산소, 열에 의

하여 발생되지만 산불발생위험도는 임상, 연료의 

종류, 연료의 배열 및 밀도와 같은 연료의 조건

과 습도, 기온, 풍속과 같은 기상요인 그리고 사

면방위나 고도와 같은 지형적 영향에 의하여 복

합적으로 발생한다(Davis and Brown, 1959). 따

라서 산불발생위험도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

해서는 기상요인, 임상, 지형 등과 같은 산불발

생 특성요인을 이용하여 산불발생 위험 정도를 

예측하고 예보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03년부터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국가산

불위험예보시스템 www.forestfire.kfri.go.kr/main.

action(Lee et al., 2004; Lee et al., 2005; 

Won et al., 2010a; Won et al., 2010b; 

Won, 2012; Won et al., 2012)은 임상, 지형 

그리고 기상변화에 따라 산불발생확률에 초점

을 맞추고는 있으나 강풍이 동반될 경우 대형

산불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어 사전에 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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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large fire occurrence 

during the past 20 years(1991∼2010)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산림항공운항

규정 제8장 8.1.1. 항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해 중형헬기의 경우 10㎧, 대형 및 초대형 헬

기는 15㎧ 이상 강풍 시 진화헬기 운항을 금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운항 규정에 따라 

10㎧ 이상의 강풍이 동반되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진화 헬기의 운항이 불가하여 산불의 

대형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건조’와‘강풍’특보

는 산불의 발생에서부터 대형화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나 임상과 지형특성

이 배제되어 있어 기상특보만으로 대형산불 위

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

상청의 건조주의보와 경보의 발효기준은 실효

습도가 35% 이하와 25% 이하로 2일 이상 계

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되며, 다만 산지는 풍속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강풍경보의 경우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되며, 산지는 풍속 24㎧ 이상 또는 순

간풍속 30㎧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러

한 기준은 대형산불 발생 사전 징후 예보를 위

해서는 발효 기준이 과도한 면이 있어 현실적

으로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악

기상 변화에 따라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조기알림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어서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악기상 정보를 활용

하여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예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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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tribution of Korean red 

pine forest stand

(b) Distribution of more 

than 30ha of Korean red 

pine forest stand

(c) Result of More than 30ha of 

Korean red pine forest stand 

and 2km buffering analysis

FIGURE 2. Analysis result of large fire danger area covered Korean red pine forest stand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봄철 건조현상과 강풍 

등 악기상 정보와 임상조건 등을 활용하여 대

형산불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예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과거 20년간 

발생하였던 100㏊ 이상의 대형산불지역의 임상

과 기상특성 자료를 수집하여 대형산불 발생과 

소나무림, 건조현상, 강풍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실시간 기상변화에 의한 대형산불위험지역 분

석 및 발효기준을 선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과거 대형산불 발생 현황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100ha 이상 대형산불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형산불의 기준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2의‘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

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에 근거하였다. 100ha 이상의 대

형산불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23

건, 경북 7건, 전북 3건, 경남 2건, 전남과 충남 

각 1건으로 총 37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였다. 

비율로는 강원 62%, 경북 19%로 전체의 81%

를 차지하였다. 그림 1은 과거 20년 동안 발생한 

100ha 이상 대형산불 지역의 공간분포이다.

2. 수치임상도를 활용한 대형산불 위험지역 선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침엽수종인 소나무는 

전체 산림면적의 23.1%를 차지하고, 침엽수림 

면적의 55%로 전국적으로 넓은 분포면적을 차

지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0). 

하지만 소나무림은 활엽수와는 달리 산불이 집

중되는 봄철에 수관층에 잎이 존재하고 잎과 

가지에 정유성분을 함유(Lee et al., 2010)하

고 있어 대면적의 소나무림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바람과 건조현상에 따라 대형산불로 발달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Lee et al.(2005)과 

Won et al.(2010a)은 산불피해지 126개소를 

대상으로 발화지점별 임상을 현장 조사한 결과 

소나무림을 포함한 침엽수림에서 69%의 산불

이 발생했으며 이를 토대로 임상에 의한 산불

위험지수를 개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

상에 의한 대형산불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을 선정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수치임상

도를 활용하여 소나무림 지역만을 추출하고, 그 

중 대형산불 위험성이 높은 소나무림 30 ha 이

상의 연속성을 가진 대규모 분포 지역만을 추

출하였다. 추출한 소나무림 30ha 이상 지역 중 

주변 소나무림간 최대 이격거리가 2㎞ 범위 내

에 있는 소나무림을 대상으로‘대형산불 위험

지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2). 소나무림간의 

최대 이격거리는 기록상의 우리나라 최대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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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Y M D Administrative district
Damaged 
area(ha)

Eh Wmean Wmax Duration Rainfall

1 1993 4 17 Gangwon Samcheock 505.20 36 7.5 12.5 6 4.7

2 1993 4 18 Gyeongbuk Pohang 106.20 33 3.3 8.3 14 3.3

3 1996 2 1 Busan Gijang 155.50 27 4.3 9.3 17 17.4

4 1996 2 22 Jeonnam Bosung 120.00 47 5.1 10.1 5 5.8

5 1996 4 23 Gangwon Gosung 3,762.00 51 4.0 9.0 5 3.6

6 1997 4 12 Gangwon Gosung 356.46 21 6.2 11.2 6 7.8

7 1997 4 12 Gangwon Hwacheon 190.70 31 6.7 11.7 6 16.0

8 1997 4 12 Gangwon Gosung 118.20 18 7.3 12.3 6 7.8

9 1997 4 28 Gangwon Pyeongchang 128.19 29 8.5 13.5 11 4.4

10 1998 3 29 Gangwon Gangreung 301.00 17 7.5 12.5 18 14.3

11 1998 3 29 Gangwon Donghae 256.00 43 2.2 7.2 18 15.5

12 2000 3 25 Gangwon Hyengsung 288.87 26 8.8 13.8 6 0.5

13 2000 4 5 Gangwon Wonju 254.00 16 5.8 10.8 7 0.8

14 2000 4 7 Gangwon Gosung 1,210.00 14 4.5 9.5 9 1.9

15 2000 4 7 Gangwon Gangreung 1,296.00 23 11.6 16.6 9 0.6

16 2000 4 7 Gangwon Samcheock 13,343.00 24 7.3 12.3 9 0.7

17 2000 4 7 Gyeongbuk Yungcheon 239.00 23 5.7 10.7 10 13.5

18 2000 4 7 Gangwon Gosung 1,420.00 22 9.7 14.7 9 1.9

19 2000 4 12 Gangwon Gangreung 109.00 22 8.5 13.5 14 0.6

20 2000 4 12 Gangwon Donghae 2243.90 23 6.6 11.6 14 0.7

21 2000 4 12 Gangwon Samcheock 4,053.40 14 6.9 11.9 14 0.7

22 2001 4 19 Gyeongbuk Uljin 186.60 14 3.9 8.9 8 8.1

23 2002 3 11 Gangwon Gosung 150.00 61 1.6 6.6 6 1.0

24 2002 4 5 Jeonbuk Iksan 133.70 25 2.5 7.5 6 1.0

25 2002 4 5 Chungnam Cheonan 136.00 80 1.7 6.7 8 40.0

26 2002 4 14 Jeonbuk Gimje 113.00 28 2.2 7.2 2 0.5

27 2002 4 14 Chungnam Cheongyang 3,107.00 25 1.4 6.4 2 1.0

28 2004 3 10 Gangwon Sokcho 180.00 13 1.4 6.4 11 1.5

29 2004 3 16 Gangwon Gangreung 430.00 22 3.0 8.0 11 5.0

30 2004 3 28 Gyeongbuk Bonghwa 123.00 21 4.8 9.8 2 1.5

31 2004 4 16 Gyeongbuk Pohang 224.00 18 3.7 8.7 10 1.0

32 2005 4 4 Gangwon Gosung 184.00 41 6.5 11.5 13 11.0

33 2005 4 4 Gangwon Yangyang 973.00 44 3.3 8.3 7 11.5

34 2005 4 27 Gyeongnam Hamyang 229.00 48 5.3 10.3 7 8.0

35 2005 4 28 Gangwon Yangyang 168.26 35 6.0 11.0 8 3.0

36 2009 4 6 Gyeongbuk Chilgok 407.00 35 4.8 9.8 6 5.0

37 2009 4 19 Gyeongnam Sancheong 131.00 13 1.4 6.4 4 1.0

TABLE 1. Weather condition of damaged area when large fires occurred (Y: year, M: 

Month, D: day, Eh: effective humidity(%), Wmean: average wind speed(㎧), 

Wmax: maximum wind speed(㎧), Duration: Duration of no rainfall period after 

rain(day), Rainfall: The last rainfall before forest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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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es Mean Min. Max. Standard Deviation

Average wind speed(㎧) 5.3 1.4 11.6 2.5

Max. wind speed(㎧) 10.3 6.4 16.6 2.5

Duration of no rainfall period after rain(day) 9 2 18 4

The last rainfall before forest fire(㎜) 6.0 0.5 40.0 7.7

Effective humidity(%) 30 13 80 14.5

TABLE 2.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 when large fires occurred

비화거리를 근거로 산정하여 버퍼분석(buffering) 

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09).

3. 대형산불 발생 지역의 기상현황

과거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발생 시간대의 

기상정보 수집을 위해 산불피해지 인근 기상청

의 76개 기상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다(표 1). 

수집한 기상요소는 산불이 대형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풍속(평균풍속, 최대풍속)과 

상대습도이다. 수집한 상대습도는 산불과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실효습도로 재계산하였

다. 실효습도의 계산은 당일과 전일들의 상대습

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얻어지는 평균습도로

써, 본 연구에서는 식(1)과 같이 당일의 상대습

도를 포함하여 과거 4일간의 상대습도의 누적

치를 이용하였으며, 실효습도 계수는 0.7을 적

용(Hong, 1987)하였다.

  (1)

여기서, He : 실효습도, H0: 당일의 상대습도, 

Hn: n일 전의 상대습도, r : 실효습도 계수

결과 및 고찰

1. 소나무림과 대형산불의 관계

지난 20년간 산불통계자료와 지역별 숲의 특

성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소나무 단순림이 서

로 근접해 있는 강원 영동과 경북 해안지역에

서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였다. 소나무림 분포 

면적이 크고, 응집된 지역일수록 확산속도가 빠

르고 피해면적이 증가하였으며, 과거 고성산불

(19 96), 동해안산불(2000), 양양산불(2005) 

피해지가 강풍 외에도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

되어 있어 피해가 더욱 컸다. 대형산불에 영향

을 주는 인자로는 풍속, 산불발생지의 임상, 임

상의 연속성이 관련성이 높으며, 임상이 침엽수

림일 때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 et al., 2005). 침엽수에서는 수관화로 확

대가 용이한 반면 활엽수에서는 대부분 지표화

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임상이 침엽수

이고 연속성(30ha 이상)이 있을 때 대형산불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형산불 발생 당시의 기상특성

대형산불은 이상기상 현상이나 산불 발생 이전

부터의 기상·기후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그 징후

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학적으

로 대형산불에 가장 취약한 계절인 봄철에 적은 

강수량과 무강우일수의 증가로 인해 습도가 낮아

지고, 여기에 편서풍의 영향으로 건조한 강풍이 

동반될 경우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Choi et al., 2006; Su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 과거 20년 동안 발생한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당시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풍속은 평균 5.3㎧, 최대 11.6㎧, 표준편차는 

2.5㎧ 범위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특성을 보

였다. 실효습도는 평균 30%, 최소 13%, 표준편

차 14.5%로 나타났다. 대형산불 발생 전에 내린 

강우 후 경과일수는 평균 9일, 최대 18일, 최소 

2일, 표준편차는 4일이었으며, 대형산불 발생 전 

마지막으로 내린 최종강수량은 평균 6.0㎜, 최소 

0.5㎜, 최대 40㎜, 표준편차 7.7㎜ 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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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tribution of meteorological factors when large fires occurred

대형산불 발생 당시의 기상요소별 구간 빈도

를 살펴보면 평균풍속의 경우 2㎧ 이하에서 4

건, 2∼4㎧ 구간에서 9건, 4∼6㎧ 10건, 6∼8

㎧ 9건, 8㎧ 이상에서 5건이 발생하여 2∼8㎧ 

구간에서만 총 28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75.7%를 차지하였다. 특히 대형산불 발생 당시 

최대풍속은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0

㎧ 이상에서 대형산불 20건(54%)이 발생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대형산불 발생 전에 내린 강우 후 경과일수

는 3일 이하가 3건, 3∼6일 11건, 6∼9일 10

건, 9∼12일 5건, 12∼15일 5건, 15일 이상 

경과 시 3건이 발생하여 3∼9일 경과 후 대형

산불의 59%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산

불 발생 전 마지막으로 내린 최종강수량은 1㎜ 

이하가 13건, 1∼5㎜ 구간에서 11건, 5∼10㎜ 

5건, 10∼15㎜와 15㎜ 이상 구간에서 각각 4

건이 발생하여 최종강수량 5㎜이하 구간에서 

총 24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실효습도의 경우 10∼20% 8건, 

20∼30% 15건, 30∼40% 5건, 40∼50% 6

건, 50% 이상에서 3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30%이하 구간에서 전체의 62%를 차지하였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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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Effective humidity(%) Wind speed(㎧)

Large fire 
‘Watch’

① Effective humidity 30∼45% for more than two days ② Average wind speed expected  7∼10㎧

Large fire 
‘Warning’

① Effective humidity of less than 30% for more 
   than two days

② Average wind speed expected more than 11㎧

TABLE 3. Selection criteria of large fire danger area by effective humidity and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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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tinued

3. 대형산불 위험지역의 발효기준 산정

우리나라 산불발생의 70% 정도가 소나무림

에서 발생하고, 확산되어 대형화될 경우 피해면

적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소나무림 30ha 이상, 주변 소나무림간 최대 이

격거리(기록상의 우리나라 최대 비화거리를 근

거로 산정) 2㎞ 범위 내의 소나무림을 대상으

로 ‘대형산불 위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봄

철 건조기에 강풍과 가뭄 현상 등으로 백두대

간을 중심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지역에서 반복

되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악기상 예보를 고

려하여‘대형산불위험지역’선정기준을 정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대형산불위험지역’의 선정은 기상

상황에 따라‘대형산불 주의보’와‘대형산불 

경보’2가지로 분리하여 발효하며, 풍속에 의한 

‘대형산불위험’발효 기준은 과거 대형산불 

발생당시의 기상관측소의 평균풍속 분석결과를 

토대로 7㎧ 이상(평균풍속 5.3㎧, 표준편차 2.5

㎧, 최대풍속 11.6㎧)일 경우에 대형산불 위험

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 강풍특보 조건을 산

불 환경조건에 맞게 7㎧ 이상일 경우‘대형산

불 주의보’, 11㎧ 이상일 경우는‘대형산불 

경보’로 사전 예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풍속에 의한 대형산불 위험지

역 발효기준은 진화헬기 안전 규칙상 10㎧ 이

상일 경우에는 헬기이륙과 산불진화를 금지하

는 산림항공운항규정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건조현상에 의한‘대형산불위험지역’발효 기

준은 과거 대형산불 발생당시의 기상관측소의 

실효습도 분석결과, 실효습도 45% 이하(실효습

도 평균 30%, 최소 실효습도 13%, 표준편차 

14.5%)일 경우에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 건조특보 조건을 산불 환경조건에 

맞게 45% 이하일 경우‘대형산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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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analysis result of a large fire danger area

30% 미만일 경우는‘대형산불 경보’로 사전 

예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소나무림 30ha 이상, 주변 

소나무림간 최대 이격거리 2㎞ 범위내의 소나

무림을 대상으로‘대형산불 주의보’발령은 실

효습도①과 풍속①을 충족할 경우 발효하고, 

‘대형산불 경보’발령은 실효습도②와 풍속②

를 충족할 경우 발효하는 것이 타당하다(표 3). 

그림 4는 이상기상 변화에 따라 대형산불 위험

지역의 발효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의 대형산불 

위험예보 결과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매년 봄철 건조기마다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혔던 과거 대형산불 지역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대형산불 발생 전의 건조현상과 

강풍 등 악기상 정보와 임상조건을 활용하여 

대형산불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예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1991년 이

후 20년간 발생하였던 100㏊ 이상의 대형산불 

지역의 임상과 기상특성 자료를 수집하여 대형

산불 발생과 소나무림, 건조현상, 강풍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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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석을 통해 실시간 기상변화에 의한 대형산

불 발생 위험지역을‘대형산불 주의보’와 ‘대

형산불 경보’로 발효하는 기준을 정립하였다. 

기상청에서 발효하는 기상특보는 현실적으로 

산불업무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 우

리나라 산불특성에 맞는 대형산불 위험예보를 

위한 실효습도와 강풍의 기준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기존의 광범위한 산림지역의 산불예방 활동으

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면 본 논문의 결

과를 통해 향후‘대형산불 위험 예보제’도입으

로 인해 악기상 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지역

의 선택과 집중의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예보를 통해 

산불발생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과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

위 금지 등 다방면으로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산불의 대형화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기상요소 중 실효습도와 강풍에 

대한 요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향후 대형산불 

발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강수량, 무강우 

일수 등 건조와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활용

한 위험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정확도 

높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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