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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산림 내 연료 물질 증가와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산불의 연중화와 대형화가 증가

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산불 발생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산불예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불위험지수

(DWI; Daily Weather Index)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즉, 우리나라 산불위험지수의 

시간 및 공간적 정확성 향상을 통한 고도화를 목적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동네예보 자료, 위성 

기반의 가뭄 지수, 산불 다발 지역 지도를 융합하여 5㎞ 격자 형태로 제공되는 새로운 산불위험지

수(FRI; Fire Risk Index)를 제안하였다. 산불위험지수는 캐나다에서 현업으로 사용되는 미세 연

료 지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최적화한 미세 연료 지수, 가뭄지수의 곱과 시간 및 공간적 가중

치를 통하여 산출된다. 시간적인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불 피해 대장 표를 

이용하여 월별 산불 통계량을 통한 월별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공간적인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산불 다발 지역 지도의 산불 밀도 정보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월별 산불 발생 건수와 

제안된 산불위험지수의 시계열을 분석하였을 때 증가 및 감소 경향을 잘 모의하고 있었으며, 5㎞ 

격자 형태로 산불위험지수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구역 단위로 산불위험지수를 제공할 때보다 상세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므로 지역적으로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인 산불 예방에 대한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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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산불, 산불 발생 확률, FFMC, DWI, FRI

ABSTRACT

In South Korea, forest fire occurrences are increasing in size and duration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he increase in fuel materials and frequent drying conditions in 
fores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forest fires by 
appropriately providing the probability of forest fire ris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Daily Weather Index(DWI) provided by the current forest fire 
forecasting system in South Korea. A new Fire Risk Index(FRI) is proposed in this 
study, which is provided in a 5㎞ grid through the synergistic use of numerical weather 
forecast data, satellite-based drought indices, and forest fire-prone areas. The FRI is 
calculated based on the product of the Fine Fuel Moisture Code(FFMC) optimized for 
Korea, an integrated drought index, and spatio-temporal weighting approaches. In order 
to improve the temporal accuracy of forest fire risk, monthly weights were applied 
based on the forest fire occurrences by month. Similarly, spatial weights were applied 
using the forest fire density information to improve the spatial accuracy of forest fire 
risk. In the time series analysis of the number of monthly forest fires and the FR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ere well simulated.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provide 
more spatially detailed information on forest fire risk when using FRI in the 5㎞ grid 
than DWI based on administrative units. The research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help 
make appropriate decisions before and after forest fire occurrences. 

KEYWORDS : Forest fire, forest fire probability, FFMC, DWI, FRI 

서  론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평균 산불 발생 건

수는 432건, 평균 피해 면적은 670ha에 달하였

다. 대부분의 산불이 봄철에 집중되어 있으나 

산림 내 연료 물질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한

반도 내의 건조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중 산불 

발생 기간 외에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등 산불 

발생의 연중화와 대형화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

다(Koo and Baek, 2019; Choi et al., 2019). 

2019년 4월에는 강원도 인제, 고성, 옥계에서 

연달아 345ha, 1,267ha, 1,260ha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여 

막대한 자연, 건물 및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하

였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할 확률을 지수로 제

공함으로써 진화 자원의 전진 배치 등 산불 예

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Chae 

et al., 2018).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온도, 습도, 풍

속 등의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실효습도, 최고

온도, 평균풍속 및 강수량의 IDW(Inverse 

Distance Weighted) 내삽 등을 통하여 산불위

험지수(DWI; Daily Weather Index)를 0부터 

100까지의 값으로 수치화하여 제시해왔다. 

2012년부터는 기존의 지역예보모델(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기상 자료를 디지털예보자료인 기상청 동네예보

자료로 전환하여 5㎞의 향상된 공간 해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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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산불위험지수의 정확도 향상을 보였다

(Won et al., 2012). 2000년대 이후의 산불 

발생 확률 모형을 권역별로 적용함으로써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산불 위험 지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지수를 이용하여 매우 

높음(86 이상, 적색), 높음(66-85, 오렌지색), 

보통(51-65, 황색), 낮음(51 미만, 청색)의 4

등급으로 행정구역별 산불 위험 등급을 구분하

여 실시간 및 3시간 간격의 72시간 예보를 제

공해왔다(Won et al., 2016). 2018년부터는 9

개 권역별로의 산불 발생 확률 모형으로 인해 

행정경계 지역에서 산불위험등급의 차이가 발생

하여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로 나뉜 전국 통합 산

불 발생 확률 모형을 개발하여 산불예보시스템

을 운영해오고 있다(Won et al., 2018).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강우량, 습

도, 풍속, 기온 등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 적용하거나 인위적 요인을 고

려하기 위하여 접근성 자료를 이용해 산불 발생 

확률을 도출하였다(Kim et al., 2019; Lee et 
al., 2012; Won et al., 2018). Won et al. 
(2018)은 Terra MODIS 센서로부터 관측된 

산불탐지 자료를 이용해 접근 불능 지역의 산불

발화지점을 추정하였으며, 접근 불능 지역의 산

불발화지점에서 추출된 기상요소들을 이용해 로

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실시간 기상변화에 

의한 산불기상위험지수(FWI; Fire Weather 

Index)를 개발하였다. FWI 모형의 예측 정확도

는 66.6%로 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Kim et al.(2019)은 산림청의 산

불위험예보시스템이 유클리드 거리 기반의 IDW 

내삽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형 복잡

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하여 

GDAPS(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예보 모델 자료와 위성기

반 식생건조지수를 결합시킨 산불위험지수 WRI 

(Wildfire Risk Index)를 개발하였다. KBDI 

(Keetch-Byram Drought Index)에 기초한 호

주의 현업 산불위험지수인 FFDI(Forest Fire 

Danger Index)를 우리나라에 맞게 최적화하였으며, 

식생건조지수는 NDWI(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의 분자 부분의 좌우 항을 바꾸

어 구성한 VDI(Vegetation Dryness Index)를 

이용하였다. 개발한 지수는 10㎞ 격자 단위의 

형태로 표출되며 2019년 4월 4일의 고성-속초 

산불과 강릉-동해 산불 사례에 적용되었다. 산

불 발생 전후의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WRI가 산불 발생 시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면

서 산불 발생 확률을 잘 모의하고 있었다. Jung 

et al.(2014)은 현 시스템과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 및 기상 정보와 같이 표면적인 데이터만으

로 산불 발생 확률을 예측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 80% 이상의 산불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

생하고 있으므로 표면적인 데이터만으로 산불 

발생을 예측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비표면적인 자료를 이

용하여 산불 발생 확률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산림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지역, 시간,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달리

하는 방법을 통하여 산불위험지수를 개발하였으

며, 이를 최근 산불 발생 현황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 사례를 통하여 비표면적 자료를 고려하는 

방법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

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불

기상지수는 캐나다 산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

는 산불기상지수인 CFWI(Canadian Forest 

Fire Weather Index)이다. CFWI는 기상 자료

로부터 다양한 산림 토양의 연료지수들을 계산

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의 중간산출물

인 FFMC(Fine Fuel Moisture Code) 또한 다

양한 연구에서 산불의 위험성과 발생 확률 도출

에 이용되었다(Park et al., 2009; Schiks and 

Wotton, 2015). Park et al.(2009)은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들을 중심으로 캐나다 산

불기상지수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지상의 

관측소에서 제공하는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FFMC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FFMC는 산불 발

생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이용되었다. FFMC를 이용한 회귀 분석 모형으

로 산불 발생 확률을 예측한 결과 5%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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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산불예보시스템에서는 권역별 산불 발생 

확률 모형으로 인하여 행정경계 지역에서 생기

는 산불 등급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 

통합 산불 발생 확률 모형을 개발하여 이 점을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행정 구역 단위로 산불위

험지수를 표출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하기 힘들고, 행정 구역을 통합하는 

등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행정 구역 내에서 부

분적으로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낮

은 등급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봄철

이 1월-6월, 가을철이 9월-12월로 구분된 모

형이므로 각 모형에서 해당하는 기간 내의 변화

를 상세히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국

내에서 이루어진 다른 연구들은 경향 비교에 그

치거나 특정 사례에 대해서만 검증하였으므로 

일반화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산불 

발생 확률의 시간 및 공간적인 상세화를 통한 

정확도 향상과 충분한 산불 사례들을 통한 다각

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모

든 산불을 대상으로 하여 5㎞ 격자 형태로 산불

위험지수를 산출하고 시공간적으로 검증하였으

며 기상, 가뭄, 시간 및 공간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동네예보 자료에서 제공하는 기상 자료들을 이

용하여 캐나다 산불위험지수인 CFWI 계산에 

사용되는 미세 연료 지수인 FFMC를 산출하였

다. 산출된 FFMC를 위성 기반의 산불 관련 가

뭄지수, 산불 다발 지역 지도와 융합하여 산불

위험지수(FRI; Fire Risk Index)를 개발하였으

며, 월별 가중치와 산불 다발 지역 지도의 산불 

밀도를 이용한 공간적 가중치를 통하여 시공간

적인 산불 발생 확률을 상세히 모의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FFMC 산출에 필요한 기상 자료들은 기상청

에서 제공하는 동네예보 자료를 사용하였다. 동

네예보에서는 좌측 상단 지점이 위도 43.3935, 

경도 123.3102, 우측 하단의 지점이 위도 

31.6518, 경도 131.6423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간 해상도는 5㎞로 가로 

149 격자와 세로 253 격자로 총 37,697개의 

격자로 제공된다. 실황, 초단기 및 단기 형태로 

예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67시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제공하는 변수로는 1시간 강수

량, 강수 형태,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동서바

람성분, 남북바람성분 등 다양한 기상 요인들이 

제공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에서의 강

수량, 온도, 상대습도, 풍속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뭄 현상은 산불이 발생하기에 유리한 조건

을 형성하고 피해의 대형화에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산불 예측에 관한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

어 왔다(Wang et al., 2008; Gudmundsson et 
al., 2014; Chowdhury et al., 2015). Yoon 

and Won.(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불 발

생 빈도와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가뭄지수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

였다. 이를 근거로 산불위험지수에 가뭄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뭄 인자를 조

합하여 산불에 초점을 맞춘 위성 기반의 가뭄지

수를 이용하였다. 가뭄지수 조합에는 토양수분, 

수분지수, 지표면 온도를 사용하였다. 토양수분

은 GLDAS(Global Land Data Assimilation 

System)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운스케일링된 1 

km의 토양수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운스케

일링에 사용된 입력변수는 ASCAT(Advanced 

SCATterometer)의 토양수분, TRMM(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의 강수량, SRTM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의 DEM 

(Digital Elevation Model), Terra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의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지표면 온도이다. 수분지수(NDWI)는 

MODIS의 지표 반사도의 NIR(Near infrared)

과 SWIR(Shortwave infrared) 밴드를 이용하

였으며, 지표면 온도는 MODIS의 LST(Land 

Surface Temperature)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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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위험지수의 공간적인 정확도를 향상시키

기 위하여 산불에 취약한 곳의 정보를 추가하고

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산불 다발 지

역 지도를 사용하였다. 산불 다발 지역지도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모든 산불에 

대해 위치 정보를 수치 지도화한 자료로써, 이

러한 위치 정보를 토대로 밀도 분석을 실시하여 

산불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대상 지역을 

선정한 지도이다(Lee et al., 2016). 산불 발생 

다발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균거리법과 최근

린분석 등을 실시하여 산불 간의 평균적인 거리

를 추정하였고, Kernel이 최초 제시한 밀도함수

에 의해 산불 다발지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

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2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매년 2,102ha의 산림이 연소 

되었으며,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던 해는 

2001년으로 총 77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960ha의 산림이 전소되었다(Lee et al., 2016). 

월별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4월로 

3,25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전체의 30.8%를 

차지하였다. 산불 다발 지역 지도는 ArcMap 

10.4.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 격자 단위로 

재가공하여 사용하였으며 0~2.2의 값을 가진다.

산불위험지수 최적화 및 검증에 이용되는 현

장 관측 자료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불 피해 

대장 표를 이용하였다. 발생일시, 진화일시, 발

생장소, 발생원인, 피해면적 등의 정보를 제공한

다. 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산불 발생 장

소 shp 파일을 이용하여 추출한 산불 발생 위

치의 위·경도를 동네예보 자료의 위·경도 격

자 자료에 맞추어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불위험지수를 산출하기 위하

여 다양한 위성, 기상 및 시공간 정보를 이용하

였다. 먼저 동네예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에 최적화된 FFMC를 계산하였으며, 위성기반

의 토양수분, 수분지수, 지표면 온도 자료를 이

용하여 산불에 특화된 가뭄 인자를 조합하였다. 

위성 및 기상 자료를 가공하여 도출한 가뭄지수 

및 FFMC를 산불 다발 지역 지도와 융합한 후, 

월별 가중치를 줌으로써 최종 산불위험지수인 

FRI를 산출하였으며 그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FIGURE 1. The flowchart of deriving Fire Risk Index(FRI) using numerical weather 

forecast and satellite-bas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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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인자 선정

CFWI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산불기상지수이다(Jung et 
al., 2018; Karail et al., 2013). 영국의 산불

위험예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MOFSI(Met 

Office Fire Severity Index) 또한 CFWI를 기

반으로 하고 있다(de Jong et al., 2016). 

CFWI는 캐나다 산불정보시스템에서 기온, 상대

습도, 풍속, 강수량과 같은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FFMC, DMC(Duff Moisture Code), 

DC(Drought Code), ISI(Initial Spread Index), 

BUI(Build Up Index) 정보를 종합하여 산출하

는 기상지수이다. FFMC는 지상의 임내 미세 

연료의 수분량을 지수화하여 예측하며, DMC는 

임내 표층 연료 층의 습도를 예측한다. DC는 

깊은 유기물층과 지중의 굵은 연료의 수분을 예

측함으로써 계절적인 가뭄과 지중화의 가능성을 

예측하며, ISI는 FFMC와 풍속 인자를 결합하여 

산출한다. 이 중 FFMC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강수량 정보를 이용하여 미세 연료의 수분량을 

예측하며, 범위는 0~99이다. 숫자가 클수록 발

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 

중 CFWI를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최종 산출 

지수인 CFWI보다 FFMC가 상관관계가 높으며, 

FFMC를 이용한 회귀분석 모형으로 산불 발생 

확률을 예측한 결과 5% 수준의 통계적인 유의

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Park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CFWI와 

FFMC를 우리나라 기존 산불지수인 DWI와 산불 

발생 건수를 통하여 그 경향을 비교 분석하였으

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FRI를 개발하였다.

2) FFMC의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최적화 

과정

FFMC는 산불 발생과 관련이 깊은 미세 연료 

지수로써 1970년대 개발된 이후 계속해서 수정

하여 사용되는 중이며, 보다 정확한 산불위험지

수 고도화를 위해서 캐나다 기반의 FFMC를 우

리나라 환경에 최적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FFMC는 상대습도, 강수량, 온도, 풍속 자료를 

이용해 당일의 평형 수분량, 건조율, 최소 수분

량 등을 계산하여 산출하며 이를 요약하면 수식 

1과 같다(Van Wagner and Pickett, 1985). 

FFMC는 강수량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산출하

는 과정이 달라지며 경험적으로 구축되었으므로 

매우 복잡한 10개의 계산식으로 이루어져있다. 

FFMC를 계산하는 과정은 최초 개발된 이후 계

산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사용되는 계수를 조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도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 일부 계수를 수

정하여 FFMC를 최적화하였다. FFMC 초기값, 

강수량 기준값, Fine fuel moisture content 기

준값, 건조율을 계산하는 식 계수를 수정하였으

며, 전날 수분량을 계산하는 식과 최소 수분량

을 이용해 FFMC를 계산하는 식의 계수를 수정

하였다. 기존 FFMC는 정오에 측정한 강수량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별 FFMC를 만

들기 때문에 하루 누적강수량을 사용하였으므로 

강수량 자료를 순간강수량에서 누적강수량으로 

바꿔 사용함으로써 강수량 기준값을 증가시켰

다. 우리나라 환경에의 최적화를 위하여 1970

년대 개발된 최초의 식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을 비교하여 각 계수들의 범위를 지정한 후 

계수들의 범위 안에서 계수들을 수정하면서 우

리나라 월별 산불 건수와 비교하여 최적의 계수

들로 찾아내었다. 산불 건수가 많을 때 수정된 

FFMC 값이 증가하고 산불 건수가 적을 때 수

정된 FFMC 값이 감소하도록 월별 산불 건수와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 계수들의 조합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1)

3) 산불위험지수를 위한 가뭄 인자 조합 과정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

불위험지수를 위한 가뭄 인자를 조합하였다. 가

중치 적용에 앞서 가뭄 인자인 토양수분, 수분

지수, 강수량, 지표면 온도를 실제 산불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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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강수량이 가장 큰 상관성을 보였으나 

강수의 유무에 따라 값의 변동성의 차이가 크고 

산불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의 공간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을 제외하

고 토양수분, 수분지수, 지표면 온도를 조합하여 

가뭄 상태를 반영하였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위성 기반의 토양수분은 저해상도로 피복이 복

잡한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Park et al., 2017) GLDAS를 종속변수로 하

는 기계학습 기반의 토양수분 다운스케일링 모

델을 통해 고해상도의 토양수분 자료를 산출하

였다. 수분지수는 수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

으며, 서로 다른 SWIR 파장 영역에 따른 수분 

감지를 반영하기 위해 1240nm(SWIR1) 파장

대와 1640nm(SWIR2) 파장대의 반사도를 모

두 적용해보았다. 

 


                (2)

재산정된 토양수분, 수분지수와 MODIS의 지표

면 온도는 가뭄지수 산출을 위해 0~1 사이로 정

규화를 통하여 0에 가까우면 건조함을, 1에 가까

우면 습윤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로 변형하였다. 

수분지수의 경우 정규화 과정 이후 두 파장대로부

터 산출된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가뭄지수 형태는 수식 3과 같다. 선형 

조합의 경우는 기존 가뭄 모니터링 연구에서 널리 

사용하던 방법으로 적절한 가뭄 인자와 현장관측

기반의 가뭄지수(e.g. SPI, SPEI(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와의 

비교를 통해 가뭄 인자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기

법이다(Rhee et al., 2010; Zhang et al., 
2013; Hao et al., 2015). 본 연구는 산불 발

생 위험에 초점이 맞춰있으므로 와 , 를 

0.1씩 조절하며 실제 산불 발생 건에 대해 경험

적으로 산출하였다. 산불위험지수에 사용된 각

각의 값은 0.4(), 0.3(), 0.3()이다. 최종적

으로 조합된 가뭄지수(Drought index)는 0에 

가까우면 가뭄을, 1에 가까우면 비 가뭄을 나타

낸다.

   × 
 × ×

  

 (3)

4) 산불위험지수 산출 및 최적화 과정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수정된 FFMC를 앞서 

개발한 산불 발생 관련 가뭄지수와 산불 다발 

지역 지도를 융합하여 최종 산불위험지수 FRI

를 개발하였다. 수식 4는 기존의 캐나다 산불위

험지수의 산출 방식을 요약하여 나타낸 수식이

며, 바람과 FFMC에 관한 함수, DMC와 DC에 

관한 함수 그리고 계수를 곱하여 생성된다. 따

라서 제안하는 산불위험지수는 수식 4와 같은 

방식으로 FFMC에 관한 함수와 가뭄지수에 관

한 함수의 곱, 그리고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해

주기 위하여 다발 지역 지도를 계수처럼 이용하

여 수식 5의 형태를 가지도록 개발되었다. 그 

외에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주기 위하여 월별로 

다른 가중치를 주기 위한 과정이 추가되었다. 

다발 지역 지도와 가뭄 지수에 더해지는 상수는 

각 지수들이 최소 0의 값을 가지는 경우 곱해주

었을 때 FRI가 0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가지 상수들을 CDF(Cumulative 

Density Function) 분석을 통하여 산불 발생을 

가장 잘 모의한다고 판단된 상수를 최종적으로 

이용하였다. CDF는 어떤 확률분포에 대해서 확

률 변수가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다. 

예를 들어, CDF가 5%일 경우 비교 대상 중에

서 상위 5%에 해당하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이

다. FRI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에 따라 값 분포

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지

수 값을 CDF로 변환하여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에 따라 두 가지 측면에서 CDF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산

불이 발생한 모든 날과 산불이 발생한 당일에 

한하여 분석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산불들이 가

지는 CDF 값이 더 높아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하

였다. 월별 가중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모든 산불들을 이용하여 월별로 평균 산

불 발생 건수를 통계 낸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가중치를 주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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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한 이후 가장 결과가 좋았던 모델을 사용하

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모델은 월별 평균 산

불 건수에 따라 매우 많음, 많음, 보통, 적음으

로 총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4개 등급별로 

산불 발생 건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목표 FRI 

값을 설정하였다. 그 이후 월별로 가중치를 주

기 이전의 FRI 값에서 목표 FRI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월별 가중치를 주었다(표 1). 그 결과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졌던 겨울철의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었다. 

   × 
× 

  (4)

    
× 
×  
×  

         (5)

결과 및 고찰

1. 우리나라에 적합한 인자 선정 및 최적화 

결과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

한 인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CFWI와 FFMC를 

연구 기간 중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5년에 발생한 월별 산불 발생 건수와 비교

하였다(그림 2). CFWI와 FFMC의 값 범위가 

다르므로 최대치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CFWI의 경우 

1-2월의 월별 산불 발생 건수가 9-10월의 월

별 산불 발생 건수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게 모의하고 있었으며, 산불 발생 건수가 가

장 많았던 3월에도 다른 기간에 비하여 낮은 값

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FFMC의 경우 

1-2월과 9-10월의 값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

으며 3월에도 다른 기간에 비하여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 또한, 월별 산불 발생 건수와 FFMC 

및 CFWI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FFMC

의 상관계수(R)는 0.61, CFWI의 상관계수는 

Month Jan Feb Mar Apr May Jun

Weight 2.35 2.29 1.75 1.63 1.25 1.23

Month Jul Aug Sept Oct Nov Dec

Weight 1.01 0.89 1.10 1.49 1.57 2.20

TABLE 1. The monthly temporal weight values used to calculate Fire Risk Index (FRI)

FIGURE 2. The temporal patterns of the Canadian Forest Fire Weather Index(CFWI) and 

Fine Fuel Moisture Code(FFMC) with the number of forest fire occurrences by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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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로써 FFMC와 월별 산불 발생 건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CFWI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FMC가 

우리나라 환경에 더 적합한 인자라고 판단하였

으므로 이를 최적화하여 FRI를 개발하였다.

FFMC로부터 FRI를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의 

FFMC는 캐나다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지수

이므로 이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 3은 기존 FFMC와 최적화

된 FFMC를 우리나라 산불 발생 건수와 비교한 

결과이며, 기존의 FFMC와 최적화된 FFMC의 

값 범위가 다르므로 최대치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기존 

FFMC에 비하여 최적화된 FFMC가 산불이 많

이 발생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대해 증

가 및 감소 폭이 커지고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

러났으며, 특히 산불 발생 건수가 적은 시기인 

가을과 겨울철의 FFMC 값이 낮게 나타나면서 

산불 발생 건수에서 드러나는 계절별 특성을 더

욱 정확히 모의할 수 있었다. 

2. 산불위험지수(FRI) 최적화 결과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FFMC를 이용하여 

식 5와 같이 산불에 특화된 가뭄지수와 산불 다

발 지역 지도의 산불 밀도와의 곱으로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기 전의 FRI 값을 산출하였다. 산

불 다발 지역 지도와 가뭄지수에 더해지는 상수

들은 CDF 분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선정되었

다. 산불 다발 지역에 더해지는 상수는 0.5이며 

가뭄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가뭄인 상태를 나

타내므로 이를 1.5에서 빼는 형식으로 결정되었

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FRI에 최종적으로 

월별 가중치를 주기 위해 월별 산불 발생 건수

를 통하여 4개의 등급으로 나눈 결과 3월, 4월

이 매우 많음, 1월, 2월, 5월, 6월이 많음, 10

월, 11월, 12월이 보통, 7월, 8월, 9월이 적음 

구간에 할당되었다. 그리고 각 구간에 따라 계

절별 특성을 고려하기 전의 FRI 월평균 값이 

목표값을 가질 수 있도록 월별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적인 FRI를 산출하였다.

FRI에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월별 

가중치를 곱해준 결과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

FIGURE 3. The temporal patterns of original Fine Fuel Moisture Code(FFMC) and 

revised FFMC between 2014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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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CDF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7년 동안 산불이 발생한 날에 

대하여 산불이 발생한 모든 격자와 산불이 발생

하지 않은 모든 격자의 FFMC와 FRI를 계산한 

후, 산불이 발생한 격자들의 CDF 값을 평균하

여 도출하였다(표 2). 그 결과 모든 산불 피해 

면적에 대하여 기존의 FFMC 보다 수치가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산불 피해 면

적이 10 ha보다 적은 산불의 경우 FFMC는 

0.6 이하로 낮은 CDF 값을 보였지만 FRI는 꾸

준히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산불이 발생

하지 않은 격자의 값보다 산불이 발생한 격자들

의 FRI 값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연구 기간 동안의 산불과 비산불 격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산불이 발생한 당일의 공간적

인 모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일에 한하

여 모든 격자들의 FFMC와 FRI 값을 산출한 

후 CDF 값을 분석해 보았다. FRI의 CDF 값이 

0.95 이상인 산불의 비율이 기존 FFMC에 비하

여 12.134%에서 20.608%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0.6 이상인 산불은 58.545%에서 

68.183% 수준으로 증가하였다(표 3). 이를 통

하여 산불이 발생한 당일에 한하여 공간적으로

도 산불이 발생한 격자의 산불위험지수가 산불

이 발생하지 않은 격자의 산불위험지수보다 높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된 FRI의 산불 위험 등급은 산불이 발생

한 모든 날들에 대하여 산불이 발생한 격자와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격자들의 FRI 히스토그

램을 통하여 설정하였으며, FRI가 0 이상 20 

미만일 경우 낮음, 21 이상 41 미만일 경우 보

통, 41 이상 61 미만일 경우 높음, 61 이상일 

경우 매우 높음으로 설정하였다.

3. 산불위험지수의 비교 분석 결과

그림 4는 기존의 산림청 산림과학원 산불위

험예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불 위험 지

수(DWI)와 본 연구에서 제안된 FRI를 2014년

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월별 

산불 건수와 비교한 결과이다. DWI와 FRI 모두 

산불 위험 등급이 보통(Moderate) 수준까지 표

출되도록 하였다. 월별 산불 건수와 비교한 결

과, DWI와 FRI 모두 산불 발생 건수가 많은 기

간에 산불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며 전반적인 

경향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월별 산불 발생 건수의 증가 및 감소 폭에 있어

서는 FRI가 DWI에 비하여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녹색으로 표시된 구역에서 

DWI는 산불 발생 건수의 변화와 반대의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FRI는 산불 발생 건수가 나

타내는 경향을 잘 모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DWI와 FRI의 시간적 분석뿐만 아니라 공간

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위치에 대하여 발생 확률

을 잘 모의하고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산불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였던 봄철에 대하여 지도로 

표출해보았다. DWI는 FRI와 시간 해상도를 일

Damaged Area >= 50 ha < 50 ha < 10 ha < 1 ha

FFMC Mean CDF 0.769 0.791 0.575 0.429

FRI Mean CDF 0.945 0.994 0.953 0.895

TABLE 2. The average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CDF) value of FFMC and FRI for all 

forest fire pixels and non-forest fire pixels on the dates of forest fire 

occurrences

CDF >= 0.95 >= 0.9 >= 0.8 >= 0.7 >= 0.6 >= 0.5 >= 0.5 Sum

FFMC 12.13 10.44 14.45 12.18 9.35 8.59 32.86 100

FRI 20.61 10.16 16.14 11.73 9.50 7.03 24.83 100

TABLE 3. The percentage of two forest fire risk indices by CDF value intervals across all 

grids on the dates of forest fire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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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키기 위하여 일평균 지수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5는 DWI와 FRI가 모두 잘 

모의하고 있는 사례들이며, 2017년 3월 23일

(a)과 4월 11일(b)에 대한 지도이다. 그림 5의 

(a)에서는 총 6개의 산불이 발생하여 전국적으

로 산불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6개의 산

FIGURE 4. The comparison between the Daily Weather Index(DWI) 

and Fire Risk Index(FRI) with monthly forest fire occurrences from 2014 to 2017

FIGURE 5. The spatial distribution of forest fire occurrences and 

Fire Risk Index(FRI) on March 23(a), and April 11,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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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대하여 값을 확인한 결과 DWI는 낮음 1

개, 보통 4개, 높음 1개로 분류되었으며, FRI는 

보통 3개, 높음 2개, 매우 높음 1개로 분류되었

다. DWI와 FRI 모두 산불 위험 확률이 높은 위

치 혹은 주변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 발생 

확률을 전반적으로 잘 모의하고 있었다. 낮음 

혹은 보통 수준이라고 나타낸 산불에 대하여 

FRI는 보통 혹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

통인 경우에도 높음 수준과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었다. DWI에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산불은 

FRI에서 매우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의 (b)에서는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DWI는 높음, FRI는 매우 높음 등급으로 분류하

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불위험지수가 

기존의 지수처럼 전반적으로 산불 발생 확률을 

잘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6은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확률이 낮은 

가운데 산불 발생 확률을 잘 모의한 사례들에 

대한 예시이며, 각각 2017년 4월 5일(a)과 7

월 28(b)에 대한 지도이다. 그림 6의 (a)는 봄

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확률

이 낮게 나타난 경우에 대한 예시이다. 당일에 

발생한 2개의 산불에 대하여 값을 확인한 결과, 

DWI에서는 2개의 산불 모두 낮음 수준에서 발

생하였지만 FRI의 경우 모두 보통, 매우 높음 

수준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2017년 4월 

5일의 경우 전국적으로 FRI 값이 낮은 경우임

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한 위치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FRI가 높은 값을 가지면서 산불 발

생 확률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산불이 서

울의 도심지역에서 발생하여 산불 다발 지역 지

도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기존의 산

불위험지수가 행정구역기반으로 표출되는 것에 

비하여 제안하는 산불위험지수가 격자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해석된다. 

그림 6의 (b)는 강수량이 집중되어 산불 발생 

건수가 적고 산불 발생 확률이 대체적으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이 있는 여름철의 FRI의 분포 지

도 결과이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산불 

발생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1건의 산불에 

대하여 DWI는 낮음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나 

FRI의 경우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확률이 낮음 

FIGURE 6 The spatial distribution of forest fire occurrences and 

Fire Risk Index(FRI) on April 5(a), and July 28,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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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인 가운데 산불이 발생한 위치에 대하여 등

급을 보통 수준으로 DWI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

었다. DWI의 경우 그림4와 같이 월별 산불 발

생 건수와 비교하였을 때 여름철 산불 위험 지

수를 낮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공간적 분포에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FRI의 경우 최적화된 FFMC와 기상 및 지역 요

인만이 아닌 산불에 특화된 가뭄지수를 추가적으

로 고려해줌으로써 이러한 한계점을 완화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동네예보 자

료와 위성 기반의 가뭄지수, 그리고 산불 다발 

지역 지도를 융합하여 산불 발생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산불위험지수(FRI)를 개발하였다. 캐나

다에서 현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세 연료 지수

인 FFMC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맞

게 최적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시공간적인 정확

성을 높이기 위하여 월별 가중치, 산불 다발 지

역 지도의 산불 밀도를 이용한 공간적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남한에서 

발생한 산불을 대상으로 5㎞ 격자 형태로 산불 

위험 지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낮음, 보통, 높

음, 매우 높음 4개의 등급으로 산불 위험 등급

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개발한 산불위험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산림

청에서 제공하는 산불 피해 대장 표를 이용하여 

시간 및 공간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4년부

터 2017년까지 발생한 모든 산불들의 월별 산

불 발생 건수와 월평균 산불위험지수를 그래프

로 나타내었을 때, 월별 발생 건수와 증가 및 

감소하는 폭을 잘 모의하고 있었다. 산불 발생 

건수가 많은 봄철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 건수가 

적은 여름철의 위치별 산불 발생 확률도 잘 모

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산불위험지

수를 지도로 표출하여 공간적인 분석을 실시하

였다. 산불 발생 건수가 적었던 여름철을 살펴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산불발생확률이 낮은 가

운데 산불이 발생한 두 지점에 대해서는 부분적

으로 보통과 매우 높음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

를 통하여 시간 및 공간측 측면 모두에서 기상 

요인뿐만 아니라 가뭄, 공간 및 시간처럼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상세한 산불 발생 확률 

모의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FRI는 계절별 특성을 고

려하여 산불 발생의 시계열 경향을 잘 모의할 

수 있으며, 5㎞ 격자로 산불위험지수를 산출함

으로써 공간적으로 더욱 상세한 산불위험지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행정 구역 내에서도 

산불 예방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산불위험지수 산출 시 시간

별 가중치를 주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7년

까지의 월별 산불 발생 건수 통계량을 사용하였

으므로 본 연구에 이용된 기간이 아니더라도 목

표하는 기간으로부터 최근 4년간의 월별 산불 

발생 건수 통계량을 이용하여 갱신한 값을 사용

한다면 산불 발생의 최신 경향을 반영할 수 있

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산불위험지수는 

여러 단계의 경험식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가뭄

지수 도출과 FRI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계수가 전역 최적값(Global optima)이 아닌 국

소 최적값(Local optima)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산불 위험 등급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경계값이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통하여 

설정되었다. 또한, 산불 다발 지역 지도의 산불 

밀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산불 발생 건수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점들이 추후 보완된다

면 더욱 정확한 산불위험지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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