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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불 위험 예측의 주요 인자인 10시간 사연료습도(10-h FMC)를 산악기상관측망 

기상자료로 추정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안성(도심지)과 홍릉 두 지점(숲 속, 숲 

밖)의 자동기상관측소에서 기상인자와 10-h FMC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10-h FMC 추정식을 

도출했다. 도출한 추정식을 이용해 지난 6년간(2013~2018년) 산불발생 다발일의 10-h FMC를 

분석하고 전국 10-h FMC 지도를 제작했다. 기상인자(기온, 풍속, 목재평형함수율, 강우량)와 

10-h FMC의 회귀분석 결과 목재평형함수율이 가장 효율적으로 10-h FMC를 설명했음을 확인

했다. 목재평형함수율을 이용해 도출한 10-h FMC 추정식은 모형 적합과 검증과정 모두에서 높

은 적합도를 보였다. 각 연구지의 추정식을 서로 다른 연구지에 적용하면 모형의 적합도가 같은 

연구지에서 만든 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의 회귀식은 10-h FMC와 목재평형함수율 사이 강우 후 건조반응 차이와 식생 유무가 10-h 

FMC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해 적합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추정

식을 사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지난 6년간 산불발생 다발일의 산불 중 70% 이상이 10.5% 이하의 

10-h FMC 조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 결과는 산악기상관측망과 연계하여 전국 산

지의 10-h FMC를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10-h FMC는 산불 위험 예측 기초 연구 자료

로 활용되어 재해 관련 국가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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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산악기상, 산림연료습도, 목재평형함수율, 회귀모형, 산불

ABSTRACT

Dead fuel moisture content is a key variable in fire danger rating as it affects fire 
ignition and behavior. This study evaluates simple regression models estimating the 
moisture content of standardized 10-h fuel stick (10-h FMC) at three sit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urban and outside/inside the forest).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EMC)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in-situ measured 10-h FMC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validation data. 10-h FMC spatial distribution 
maps were created for dates with the most frequent fire occurrence during 2013-2018. 
Also, 10-h FMC values of the date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under which 10-h 
FMC condition forest fire is likely to occur. As the results, fitted equations could 
explain considerable part of the variance in 10-h FMC (62~78%). Compared to the 
validation data, the models performed well with R2 ranged from 0.53 to 0.68,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ranged from 2.52% to 3.43%, and bias ranged from -0.41% to 
1.10%. When the 10-h FMC model fitted for one site was applied to the other sites, R 2 
was maintained as the same while RMSE and bias increased up to 5.13% and 3.68%, 
respectively. The major deficiency of the 10-h FMC model was that it poorly caught 
the difference in the drying process after rainfall between 10-h FMC and EMC. From 
the analysis of 10-h FMC during the dates fire occurred, more than 70% of the fires 
occurred under a 10-h FMC condition of less than 10.5%. Overall, the present study 
suggested a simple model estimating 10-h FMC with acceptable performance. Applying 
the 10-h FMC model to the automatic mountain weather observation system was 
successfully tested to produce a national-scale 10-h FMC spatial distribution map. This 
data will b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forest fire research, and will support the policy 
maker.

KEYWORDS : Mountain Meteorology, Fuel Moisture Content,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Regression Model, Forest Fire

서  론

사연료습도(Dead Fuel Moisture Content, 

FMC)는 산불의 발생, 확산, 강도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 시 주변 식생의 생존률에도 영향을 

미친다(Thomas and McAlpine, 2010). 그렇

기 때문에 산불발생 빈도자료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e.g. Won et al., 2016a; Won et al., 
2018) 외에도 사연료습도를 이용해 산불 위험

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Schunk et al., 2017), 

실제로 산불위험평가시스템이나(e.g. Bradshaw 

et al., 1984) 산불모형의 주요 인자로 사용되

고 있다(Matthews et al., 2010; van der 

Kamp et al., 2017). 따라서 사연료습도 추정 

정확도를 높인다면 산불모형 예측 정확도가 향

상되고 산불 피해를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Catchpole et al., 2001). 

이때 사연료는 생연료(live fuel)와 대비되는 

용어로 수분 함량이 주변 기상 조건에만 좌우되

는 연료를 의미한다(Bradshaw et al., 1984). 

숲속의 낙엽, 죽은 가지, 토양 상층 유기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Aguado et al., 2007). 사연료

의 수분 함량은 특정한 기온과 상대습도 조건에서 



산악기상자료와 목재평형함수율에 기반한 전국규모의 산림연료습도 추정식 개발 / 이훈택·원명수·윤석희·장근창 23

충분한 시간 동안 노출되면 특정 값을 향해 변하

는데, 이 값을 목재평형함수율(Equilibrium 

Moisture Content, EMC)이라 한다(Sharples 

et al., 2009). 이러한 성질 때문에 많은 사연료

습도 모형이 독립변수로 목재평형함수율을 사용

한다(Lopes et al., 2014). 목재평형함수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시차(Timelag)를 이용해 표현

한다. 시차는 특정 기온과 상대습도 조건에서 

연료습도를 초기 연료습도와 목재평형함수율 차

이의 1-e-1(63%)만큼 잃거나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Bradshaw et al., 1984). 시

차는 연료의 직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이

용하면 사연료를 총 네 가지(1시간,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연료)로 구분할 수 있다

(Bradshaw et al., 1984). 이 중 10시간 사연

료는 직경 0.64~2.54㎝ 범위의 연료를 뜻하게 

된다.

10시간 사연료습도(10-h FMC)는 일반적으

로 연료습도측정봉(Standardized fuel stick)을 

사용해 측정한다. 연료습도측정봉을 연구지에 

설치한 후 직접 생/건중량을 측정하여 연료습도

를 계산하거나(e.g. Nelson, 2000; Yeom et 
al., 2016; Zhou and Vacik, 2017) 자동으로 

기록되는 연료습도센서를 사용한다(e.g. van 

der Kamp et al., 2017, Yeom et al., 2018). 

이 외에 10-h FMC가 기상 조건에 좌우된다는 

특성을 이용해 기상인자를 이용한 다중회귀 추

정식을 구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Matthews, 2014). 예로, Aguado et al.(2007)

은 목재평형함수율을 이용한 10-h FMC 추정

식(10 hour moisture code; Bradshaw, et al., 
1984)을 지중해 지역에 적용한 결과, 실제 측

정한 10-h FMC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는 5% 내외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기상인자를 이용해 10-h 

FMC를 추정하는 방법은 직접 측정하는 수고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산림연료습도를 추정하는 데 유

용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관측 기상인자를 이용해 사연료습

도를 추정할 때는 자동기상관측소(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자료를 사용한다. 하

지만 AWS는 대부분 농업이나 도시와 관련된 

목적으로 산이 아닌 고도가 낮은 평지에 설치됐

기 때문에 산불 연구를 위한 기상 자료를 수집

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Aguado et al., 2007).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림청 산악기상관

측망(Automatic Mountain Meteorology 

Observation System, AMOS)은 전국 주요 산

악지역에 위치하며, 때문에 산불 연구를 위한 

기상 인자 측정에 적합하다(Yoon et al., 
2016), AMOS의 산악기상자료는 여러 산불연

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Won et 
al.(2016b)은 일반 기상자료와 AMOS 기상자

료를 융합하여 기존 산불모형 예측 정확도를 

10% 포인트 향상시킨 바 있다. 모든 AMOS에 

연료습도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차후 운영 및 관

리비까지 더해져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추후 AMOS 규모가 커지면

서 함께 증가하게 된다. 그에 반해 AMOS의 기

상자료를 이용한 연료습도 추정식을 이용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10-h FMC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MOS에서 측정한 기상

자료를 이용해 10-h FMC를 추정하는 식을 도

출했다. 그리고 도출한 식을 이용해 과거 산불 

다발일의 전국 규모의 10-h FMC 공간지도를 

작성하고, 10-h FMC 조건에 따른 산불발생빈

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10-h FMC 추정식이 전국 규모 10-h FMC 

자료를 생산하는 데 쓰일 수 있으며, 나아가 추

후 산불 및 재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연료

습도 자료가 없어서 실효습도 등으로 연료습도 

지표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 (e.g. Won et al., 
2016a; Won et al., 2018) 본 연구의 10-h 

FMC 사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기상 인자 측정 및 연료습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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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안성(AS, 37°7′33.23″

N, 127°25′24.3″E, 해발고도 116m), 서울 

홍릉숲 외부(HFO, 37°35′37.7″N, 127°2′

34.1″E, 해발고도 35m) 및 내부(HFI, 37° 

35′44.16″N, 127°2′42.71″E, 해발고도 

60m)의 AWS에서 진행됐다(표 1). 우리나라에

서 산불은 고도가 낮은 농경지, 도로 주변이나 

산록하단부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세 연구지 모

두 이러한 곳에 위치해 있다. AS는 도시 내에

위치하며 잔디로 뎦여있다. AS에서 가장 가까

운(16.6㎞) AWS에서 최근 5년간(2014~2018

년)의 연평균(±표준편차) 강우량은 952±158

㎜, 연평균 기온은 12.4±0.9℃(최소 -19.9℃, 

최대 37.2℃)이다. HFO는 숲 밖 평평한 잔디밭

에 위치하며 해당 연구지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량은 1002±232㎜, 연평균 기온은 13.5± 

0.4℃(최소 -17.3℃, 최대 39.6℃)이다. HFI는 

홍릉숲 안에 위치하고 주변은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old et Zucc.)가 우점하고 있

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량은 964±283㎜이

고, 연평균 기온은 13.2±0.4℃(최소 -17.9℃, 

최대 38.7℃)이다.

AS의 AWS에서는 1분 단위로 기상인자(강우

량, 지상 2m 높이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를 관측하고 있다. 홍릉의 두 AWS는 산림청 

AMOS에 속한다. 산림청 AMOS에서는 강우량, 

지면온도, 기압 및 2m와 10m 높이에서 기온, 

습도, 풍향, 풍속을 1분마다 측정한다. 측정한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시스템 

웹페이지(http://mtweather.nifos.go.kr)에서 열

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m 기온, 2m 상

대습도와 Hailwood and Horrobin(1946)의 

two hydrate model(식 1; Ross, 2010)을 이용

해 각 연구지의 목재평형함수율(%)을 계산했다.

 
 




















   (1)

식 1에서 는 상대습도(%×0.01)이고 네 모

수( , , , )는 아래 식 (2)~(5)와 같이 

온도 (℃)를 이용해 계산한다.

               (2)

      (3)

  
       (4)

  
        (5)

또한 연료습도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구대상지 

AWS에 FS-3 연료습도센서(FTS, Victoria, 

BC, Can)를 지면으로부터 30㎝ 높이에서 북쪽

Site Land cover type Latitude Longitude Elevation (m) Ta (℃) WS (m/s) Rain (㎜) EMC (%)

AS Grass 37°7′33.23″N 127°25′24.3″E 116 23.9±4.8  
(10.7, 35.8)

0.6±0.7 
(0.0, 4.3)

3.9±15.8 
(0.0, 117.5)

17.7±7.0 
(5.4, 28.3)

HFO Grass 37°35′37.7″N 127°2′34.1″E 35 8.7±8.5 
(-13.5, 28.4)

0.3±0.4 
(0.0, 2.1)

0.1±0.7 
(0.0, 13.1)

11.9±5.0 
(3.4, 25.2)

HFI Evergreen Needleleaf forest 37°35′44.16″N 127°2′42.71″E 60 8.6±8.3 
(-13.7, 27.3)

0.2±0.3 
(0.0, 2.3)

0.1±0.7 
(0.0, 12.6)

12.7±5.7 
(2.6, 28.0)(Species: Pinus densiflora, 

Diameter at breast height: 
30.0±10.6cm,

Height: 9.7±3.8m)

TABLE 1. Site descriptions and mean±standard deviation (max., min.) of meteorological 

variables used for regression models: mean air temperature at 2m height (Ta), 

wind speed at 2m height (WS), cumulative daily rainfall (Rain), and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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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하도록 설치했다(그림 1). 이 센서는 폰데

로사 소나무(Pinus ponderosa) 재질로 된 직

경 약 2.5㎝, 길이 약 13㎝의 속이 비어있는 연

료습도측정봉을 이용한다. 이처럼 연료습도측정

봉을 이용하는 것은 비교적 직경이 작은 연료(1

시간, 10시간 연료)의 습도를 추정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Nelson, 2000; van der 

Kamp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FTS사에

서 제공하는 연료습도 계산식(식 6)과 연료습도

측정봉 내부 상대습도(Fuel humidity, FH, %), 

AWS의 2m 기온(T, ℃)을 이용해 10-h FMC(%)

를 산출했다. 

  
  ×

××
 ≤    
  ×


 ≤  
  ×

 ××


  

(6)

모든 기상인자와 연료습도는 1분 단위로 측

정되며, 한 시간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했다. 측

정 기간은 AS에서 2018년 6월 22일에서 7월 

27일까지와 2018년 9월 1일에서 9월 13일까

지 총 49일간이고 HFO와 HFI에서 2018년 9

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10일간이다. 

이 중 AS는 6월 22일에서 7월 27일까지, HFO

와 HFI는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

를 회귀식 적합에 사용했다. 각 나머지 자료는 

적합한 회귀식 검증에 사용했다.

2. 연료습도-목재평형함수율 회귀식 적합 및 

검증

목재평형함수율을 이용해 10-h FMC를 추정

하는 식을 얻기 위해 R 3.5.1(R Core Team, 

2018)을 사용하여 연구지별로 열세 개의 선형

회귀모형을 적합했다. 그 중 열두 개는 세 가지 

독립변수(2m 평균기온, 2m 평균풍속, 목재평형

FIGURE 1. Fuel moisture sensors installed at the three study sites. 

From left to right, AS, HFO, and HFI,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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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율)를 네 가지 형태(변환하지 않은 것, 로

그 변환한 것,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로 변형

해 사용한 단순선형회귀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변환하지 않은 네 독립변수(2m 평균기온, 2m 

평균풍속, 목재평형함수율, 강우량)를 모두 사용

한 다중회귀식이다. 다중회귀식 적합에는 단계

적 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사용했다. 

Variance inflation factor(VIF)가 10 미만인 

것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Montgomery et al., 2012), VIF 계산 결과는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각 회귀식 적합도는 

결정계수를 이용해 비교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

으로 각 연구지마다 최종 관계식을 선택했다. 

각 연구지에서 선택한 식은 세 연구지에 모두 

적용했다. 적용 결과 중 식을 도출한 연구지와 

적용한 연구지가 같은 세 경우를 먼저 비교했

다. 이후 식을 도출한 연구지 외 다른 두 연구

지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했다. 

검증결과 비교에는 결정계수, bias(식 7), RMSE 

(식 8)를 사용했다.




  



  

                          (7)







  



  


                       (8)

식 7, 8에서 은 회귀식 예측값, 는 측정

값, 은 자료 개수를 뜻한다.

3. 산불다발일의 산림연료습도 공간분석

세 연구지 중 HFI의 연료습도 추정식을 사용

하여 산불다발일에 대한 연료습도 공간분석을 

수행했다. 임내에 있는 HFI에서 도출한 추정식

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의 차후 목표가 전국 

산지에 있는 AMOS의 기상자료로 전국 산지의 

연료습도를 추정하여 이를 산불연구의 기초 자

료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도 산

림청 산불통계정보를 기준으로 과거 6년간

(2013~2018년) 각 연도별로 산불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던 5일치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 다음으로 각 산불발생일에 대한 기상자

료 공간분석 수행을 위해 기상청(종관기상정보 

95개 지점, http://data.kma.go.kr)과 산림청(산

악기상정보 170개 지점)의 일자별 평균기온과 

상대습도를 수집하였다. 

ArcGIS 10.1 (ESRI, Redlands, CA, USA)

을 활용하여 기상관측지점과 일별 기상자료를 

병합 후, 역거리가중법(IDW, Inverse Distance 

Weighting)으로 산불발생일에 대한 전국의 평

균기온과 상대습도 래스터를 산출했다. 이때, 평

균기온 래스터에는 30m 1초 DEM 자료를 활용

해 Yun et al. (2001)이 제시한 해발고도 편차

에 따른 일별 기온감률 효과를 적용했다. 생성

된 일별 평균기온, 상대습도 래스터와 목재평형

함수율 계산식(식 1~5)을 사용해 일별 목재평

형함수율 래스터를 산출하고, 이를 산림연료습

도 추정식의 종속변수로 하여 산불발생일자별로 

연료습도 공간정보를 최종 산출했다. 그리고 산

림연료습도 구간은 산불발생 당시 연료습도의 

평균(μ)과 표준편차(σ)를 이용해 정규분포화

Rank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Date Freq Date Freq Date Freq Date Freq Date Freq Date Freq

1 3.9. 25 4.6. 17 3.22. 31 4.2 21 3.19. 24 2.26. 14

2 2.28. 12 3.11. 13 3.28. 19 4.1 17 3.11. 23 4.21. 14

3 4.13. 12 4.8. 13 3.14. 16 3.28. 15 3.18. 18 2.17. 12

4 3.6. 10 4.23. 13 3.21. 15 3.16. 13 5.6. 16 2.15. 10

5 4.16. 10 3.5. 12 3.23. 14 3.17. 11 5.3. 15 3.28. 10

Sum - 69 - 68 - 95 - 77 - 96 - 60

TABLE 2. Ranked daily frequency (Freq) of forest fire from 2013 t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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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단계로 설정했다(구간 경계 : μ±0.5σ, 

μ±1.5σ). 이때, μ와 σ는 선정한 30개 날짜

의 모든 산불지점(465건, 465지점) 중 온·습

도 추정이 불가능한 도서 또는 해안 인접 지역 

12건을 제외한 453건을 대상으로 계산했다.

결  과

1. 연료습도-기상인자 회귀분석 결과

각 기상인자는 모두 10-h FMC와 유의한 회

귀식을 나타냈으나 그 적합도는 기상인자마다 

상이했다(표 3). 2m 평균기온을 사용한 회귀식

은 AS에서 0.41~0.46의 결정계수를 보였지만 

홍릉의 두 연구지에서는 0.03 이하의 낮은 결정

계수를 보였다. 2m 평균풍속은 세 연구지에서 

모두 낮은 결정계수를 나타냈다(최대 0.11). 독

립변수로 목재평형함수율을 사용했을 때는 세 

연구지 모두 0.59 이상의 높은 결정계수를 나타

냈다. 이 중 형태변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HFO

에서 0.61로 가장 낮았고 HFI에서 0.66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AS에서 0.78로 가장 높았다. 

단순선형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의 네 가지 형태

에 따른 결정계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최대 

0.09). 다중회귀분석 결정계수는 세 연구지 모

두 목재평형함수율을 이용한 단순선형회귀식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소 0.01, 최대 

0.06; 표 3). 모델 내에서 각 독립변수의 

t-statistic은 세 지역 모두 목재평형함수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2 m 평균 풍속이 두 번째

로, 그리고 2 m 평균 기온과 강우량이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에서 

t-statistic은 각 독립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목재평형함수율

의 t-statistic이 다른 독립변수보다 특히 크게 

나타난 것은 결정계수가 특히 높았던 단순선형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비록 목재평형함수

율 외 세 변수까지 포함한 다중회귀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도가 컸

Sit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imple Log 2nd poly 3rd poly

AS 10-h FMC Ta 0.43*** 0.41*** 0.44*** 0.46***

WS 0.01* 0.00 0.02*** 0.08***

EMC 0.78*** 0.77*** 0.78*** 0.78***

Ta (3.40), WS (4.12), 
EMC (35.15), Rain (2.53)

0.79***

HFO 10-h FMC Ta 0.00 0.00 0.02*** 0.02***

WS 0.02*** 0.03*** 0.11*** 0.11***

EMC 0.61*** 0.58*** 0.61*** 0.61***

Ta (7.32) WS (16.54), 
EMC (55.58), Rain (5.61)

0.68***

HFI 10-h FMC Ta 0.00** 0.00* 0.01*** 0.01***

WS 0.01*** 0.01* 0.04*** 0.04***

EMC 0.66*** 0.61*** 0.66*** 0.67***

Ta (7.14), WS (14.76), 
EMC (62.10), Rain (9.95)

0.73***

TABLE 3. R2 of different linear regression models with four forms of independent variable. 

10-h fuel moisture content (10-h FMC)  is the only dependent variable, and the 

possibl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mean air temperature at 2m height (Ta), 

wind speed at 2m height (WS),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EMC), and 

cumulative daily rainfall (Rain). For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 t-statistic 

value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is provided in parenthesis. Asterisks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F-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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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목재평형함수율만을 사용한 단순선형회귀모

형과의 결정계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면서도 세 연구

지 모두 높은 적합도를 보인 형태 변환하지 않

은 목재평형함수율을 이용한 단순선형회귀식을 

각 연구지의 최종 추정식으로 선택하였다.

2. 연료습도-목재평형함수율 회귀분석 결과

앞서 선택했던 목재평형함수율을 이용한 단순

선형회귀식에서 기울기와 y절편 추정값은 연구

지마다 차이를 보였다(그림 2). AS는 HFI와 

거의 같은 기울기를 보였지만 y절편은 차이가 

가장 컸다. AS에서 결정계수는 0.78로 홍릉의 

두 연구지에 비해 높았다. HFO는 HFI와 비교

해 회귀식의 기울기는 더 큰 반면, y절편은 더 

작았다. HFO의 결정계수는 0.62로 세 연구지 

중 가장 낮았다.

최종 선택 모형을 각 모형을 적합한 연구지의 

검증 자료에 적용한 결과 HFI를 제외한 두 연

구지에서 결정계수가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결

정계수 0.53 이상의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그림 

4, 표 4). HFI의 RMSE가 가장 낮고 AS의 

Bias가 가장 0에 가까웠다. HFO는 RMSE와 

bias 모두 세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세 지역에

서 평균 3.09%의 RMSE를 보였고 bias 범위는 

-0.41%에서 1.10%로 AS에서는 과소평가, 

HFO와 HFI에서는 과대평가가 발생했다. 각 추

정식을 세 연구지에 모두 적용했을 때 적용 연

구지가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식이 같은 결정계

수를 보였다(표 4). 이는 추정에 단순선형회귀

식을 사용했기에 각 검증 지역에서 세 모형 예

측값의 상관계수가 1 또는 -1이 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한 연구지에서 세 식을 적용한 결과 

간에는 RMSE와 bias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예상과 달리 해당 연구지에서 적합한 식이 가

장 낮은 RMSE와 0에 가까운 bias를 보이지 않

는 경우가 있었다. 모형 적합 지역과 적용 지역

이 같을 때는 AS와 HFO에서 가장 0에 가까운 

bias, HFI의 RMSE에서 가장 낮은 RMSE를 보

였다. AS에서는 기울기가 AS 식과 비슷했던 

HFI 식이 HFO보다 측정값을 잘 예측했다. AS

에서 HFI 식을 사용하면 RMSE는 0.72% 감소

하여 더 각 추정치가 대체로 측정값에 가까워졌

으나, bias는 0.72% 감소하여 평균적으로 더욱 

과소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AS에서 HFO 식

을 사용하면 RMSE는 0.38% 증가하고 bias는 

1.41% 감소하여 AS 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확

연히 적합도가 낮아졌다. HFO와 HFI에서 검증

한 경우는 모두 AS 식을 사용했을 때 예측력이 

가장 떨어졌다(가장 큰 RMSE와 bias 절댓값). 

FIGURE 2. Comparison of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EMC) and 10-h fuel 

moisture content (10-h FMC) for the calibration period at the three study sites. 

The solid red line represents the fitted linear regression line, and the dashed one 

is 1:1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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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site Validation site R2 RMSE (%) Bias (%)

AS AS 0.68*** 3.32 -0.41

HFO 0.53*** 3.70 -1.82

HFI 0.67*** 2.60 -1.13

HFO AS 0.68*** 5.13 3.68

HFO 0.53*** 3.43 1.10

HFI 0.67*** 3.17 1.87

HFI AS 0.68*** 3.62 1.54

HFO 0.53*** 3.24 0.27

HFI 0.67*** 2.52 0.95

TABLE 4. R2, RMSE, and bias of 10-h fuel moisture content (10-h FMC) model applied to 

the three study sites. Asterisks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F-test (***, p < 

0.001).

FIGURE 3. Time series comparison of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EMC, gray line) and 10-h 

fuel moisture content (10-h FMC, red line) for the whole study period at the three study sites. 

The blue bar represents hourly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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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HFO에서 AS 식을 사용했을 때 HFO 식

을 사용했을 때보다 RMSE가 1.70%, bias가 

2.58% 증가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3. 산불다발일의 산림연료습도 공간분포

산불이 다발했던 봄철의 일평균 기온은 발생

지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평균 온·습도 

추정이 불가능한 도서 또는 해안 인접 12개 지

점을 제외한 453개 산불발생지점을 대상으로 

추출한 일평균 기온의 범위는 –7.7~21.0℃, 평

균값은 9.5℃로 나타났다. 일평균 상대습도의 

범위는 21.7~84.0%였고, 평균값은 42.2%로 

나타났다. 산불다발일의 일평균 기온과 상대습

도 래스터를 목재평형함수율(%) 공간분석에 적

용한 결과, 산불발생지점의 목재평형함수율 분

포 범위는 4.9~17.8%로 나타났고, 평균값은 

8.3%, 표준편차는 1.7%였다. 그림 5에는 분석

대상 30개 날짜의 10-h FMC 분포도의 예시

를 나타냈다. 453건의 산불발생 지점의 

10-FMC범위는 7.2~17.2%였다. 10-h FMC

범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산불발생을 분석한 결

과, 9.2~10.5%(노란색) 구간에서 36.6%(166

건)로 산불발생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

FIGURE 4. Time series comparison (left) and relationship (right) of measured 

and estimated 10-h fuel moisture content (10-h FMC) for the validation 

period at the three study sites (each row). In the right column, the solid red 

line represents fitted regression line, and the dashed one is 1:1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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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7.9~9.2%(주황색) 구간에서 

32.9%(149건)로 전체 산불 중 69.5%가 10-h 

FMC 10.5% 이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최근 6년 동안에 일별 산불발생빈도가 31건

으로 가장 높았던 2015년 3월 22일에는 서해

안 일대를 제외한 지역의 10-h FMC가 10.5% 

이하로 산불이 다발할 수 있는 연료습도조건이 

충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세 연구지의 AWS에서 측정한 

기상인자와 10-h FMC 자료를 이용해 기상인

자 중 목재평형함수율이 10-h FMC와 강한 선

형관계를 나타냈음을 확인했다. 이 관계를 이용

해 목재평형함수율로 10-h FMC를 추정하는 

단순선형회귀식을 도출했고(그림 2), 도출한 회

귀식 검증 결과 세 연구지에서 모두 높은 정확

도로 10-h FMC를 추정했다(그림 4). 

본 연구에서 도출한 10-h FMC 추정식은 산

림청 AMOS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AMOS

에서 10-h FMC를 측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

계 시 한 지점에서 구한 추정식을 여러 곳에 적

용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0-h 

FMC가 주변 기상조건에만 영향을 받는 사연료

습도이기 때문이다(Bradshaw et al., 1984). 

즉, 기상인자와 10-h FMC의 관계만 정립하면 

이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세 연구지에서 만든 추정식을 서로 

다른 연구지에 적용하여 이 가능성을 확인했다. 

(a) 2013.03.09. (b) 2014.04.06. (c) 2015.03.22.

(d) 2016.04.02. (e) 2017.03.19. (e) 2018.02.26.

FIGURE 5. The spatial distribution of 10-h FMC based on HFI regression model in the maximum 

day of forest fire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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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회귀식 적합도는 대체로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했다. 결정계수는 

최대 0.1 감소했고 RMSE는 최대 1.70%, bias

는 최대 2.58% 증가했다(표 4). 

다른 10-h FMC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Carlson et al. (2007)은 프로세스 기반 모형

인 Nelson model(Nelson, 2000)을 미국 오클

라호마에 적용한 결과 결정계수 0.79, bias 

0.9%의 높은 정확도로 10-h FMC를 예측했다

고 보고했다. van der Kamp et al.(2017)은 

Nelson model을 개량한 결과 결정계수 0.9, 

RMSE 3.18%, bias 0.8%의 성능을 보였다고 발

표했다. Resco de Dios et al.(2015)은 수증기압

포차(vapor pressure deficit)를 사용한 회귀모형

을 사용해 결정계수 0.67의 결과를 얻었고, Nolan 

et al.(2016)은 Resco de Dios et al.(2015) 모

델의 입력자료로 위성 수증기압포차(vapor 

pressure deficit)를 사용하여 평균 결정계수 

0.2, 평균 bias -1.57%의 결과를 얻었다고 보

고했다. 본 연구의 추정식은 기온과 상대습도 

자료만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결정계수는 Nolan et al.(2016)의 결과보다 

높았고 Resco de Dios et al.(2015)의 결과보다 

낮거나(HFO) 비슷했지만(AS, HFI) Nelson 

model에 기반한 두 연구 결과에 비하면 예측 정확

도가 낮았다.

세 지역 모두 목재평형함수율이 변해도 10-h 

FMC는 거의 변하지 않는 구간(이하 오차구간)

이 존재했는데(그림 2, 그림 3), 이것이 회귀식

의 적합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10-h FMC와 목재평형함수율의 시계열 변화를 

비교하면(그림 3) 오차구간은 비가 그친 후 목

재평형함수율이 10-h FMC보다 더 일찍 감소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세 지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

타났다. AS에서는 목재평형함수율이 10-h 

FMC보다 먼저 감소하는 경향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오차구간이 강하게 발생하지 않았고 모

형의 결정계수도 가장 높았다(0.78). 반면 HFO

와 HFI에서는 오차구간이 AS보다 두드러졌는

데, 목재평형함수율 최댓값이 더 낮았던 HFO에

서 특히 많이 발생했고 결정계수 역시 가장 낮

았다(0.62). 

세 지역에서 10-h FMC의 최댓값은 비슷했던 

반면(AS 25.3%, HFO 26.0%, HFI 26.3%) 목

재평형함수율의 최댓값은 각 지역의 상대습도에 

영향을 받아 AS(28.3%), HFI(28.0%), HFO 

(25.2%) 순으로 높았고 이 차이가 각 연구지의 

오차구간 발생 정도와 모형 적합도에 영향을 미

쳤다. 그렇다면 각 연구지에서 최대 목재평형함

수율이 서로 달랐던 원인은 무엇인가? 대부분 

최대 목재평형함수율은 비가 올 때 도달한다. 

AS 연구기간은 장마기간을 포함하고 있어 주로 

강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시우량 평균 5.4㎜, 

최대 36.5㎜) 강우시기 상대습도 역시 높았다

(평균 98%). 이와 달리 HFO와 HFI에서 내린 

비는 AS에 비해 강도가 약했고(시우량 평균 

2.4㎜, 최대 13.1㎜), 시우량 1.0㎜ 이하의 간

헐적인 비도 AS에 비해 훨씬 많았다(AS 5회, 

HF와 HFI 평균 36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HFI

에서 강우시기의 상대습도는 평균 98%로 AS만

큼 높았던 반면, HFO에서는 평균 93%로 AS와 

HFI에 비해 낮았다. 강우시기 기온 범위(제5백

분위수, 제95백분위수)는 AS가 18.2℃에서 

24.4℃로 HFO(8.3~18.3℃)와 HFI(8.0~17.

9℃)보다 높았으나 이 범위의 기온이 목재평형

함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기 때문에(최대 

0.53%) 강우시기의 상대습도가 각 연구지의 목

재평형함수율 최댓값을 좌우했다. 

앞서 확인한 강우 전후의 오차를 통해 연료습

도 건조 과정이 연료습도 추정 정확도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산불은 

연료의 수분이 많을 때보다는 적을 때 더 많이 

발생하지만 연료가 건조하는 과정을 연료습도 

모형에 포함하면 연료습도 모형의 예측력도 높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발화 가능한 만큼 

연료가 충분히 건조해지는지도 알 수 있다

(Matthews et al., 2006; Jin and Chen, 2012). 

Jin and Chen(2012)은 이러한 건조 과정을 연

료습도 모형에 추가한 결과 모형의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가 약 30% 감소했

다고 보고했다. 이 외 여러 연료습도 연구에서 

이러한 건조 과정을 고려하고 있다(Pech, 

1989; Nelson, 2000; Matthews, 2006;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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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귀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가 온 날과 오지 

않은 날을 구분해서 추정식을 만들거나 비 온 

후 경과일수를 독립변수에 추가하는 등의 방법

으로 비 온 후 건조 반응을 고려하는 연구가 더

해져야 한다.

식생 유무 또한 연료습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

다. 식생은 거칠기 길이를 길게 하여 지표 풍속

을 낮추고(Monteith and Unsworth, 2013) 일

사를 일부 차단하기 때문에(Monteith and 

Unsworth, 2013; Matthews, 2014; Zhou 

and Vacik, 2017) 연료를 더 습하게 만든다

(Fiorucci et al., 2008). 실제로 상대습도가 낮

을 때(60% 미만) HFI가 HFO보다 더 습했고 

반대로 상대습도가 높을 때는 HFO가 HFI보다 

더 습했다(그림 6). 상대습도가 낮을 때 숲 안

이 숲 밖에 비해 더 습하고 상대습도가 높을 때

는 반대 결과를 보이는 특성이 목재평형함수율

에 영향을 미쳐 HFO 추정식의 기울기가 HFI에 

비해 작아지고 y절편이 커지게 만든 것으로 보

인다(그림 2). 

비가 그친 후 반응 역시 식생 유무에 따라 달

라졌다. 첫 번째 예로 2018년 9월 21일 12시

에 비가 그친 후 HFO는 1시간만에 바로 감소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HFI는 2018년 9월 22

일 새벽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25% 이상의 높

은 10-h FMC를 유지했다. 두 번째 예로 

2018년 11월 8일 비가 그친 후 HFO의 10-h 

FMC가 HFI보다 4시간 더 빨리 감소하기 시작

했다. 이후 2018년  11월 9일 오전에 1 mm 

미만의 약한 비가 한 번 더 내렸는데 이 때 

HFO는 감소 중이던 10-h FMC가 약한 강우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한 반면 HFI에서는 HFO와 

같이 약한 강우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10-h 

FMC가 계속 감소했다(그림 2). 이 중 두 번째 

사례는 수관차단이 지표에 도달하는 강우량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Carlyle 

-Moses, 2011). 앞서 살핀 바로는 간헐적으로 

비가 내릴 동안 상대습도가 HFI에서 HFO보다 

높아서 모형 정확도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 역

시 식생 유무가 연구지 미기상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식생 유무에 따라 

10-h FMC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 차이

에 대한 과거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그 

예로, Zhou and Vacik(2017)는 비산림지와 산

림지를 포함한 여섯 연구지에서 수관울폐도와 

연료습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반면 Estes et al.(2012)은 간벌 후 수

관울폐도가 56%에서 29%로 감소했음에도 

10-h FMC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추

후 모형 개선에서 식생 유무로 발생하는 차이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차이가 유의한지 역시 확

인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악기상관측망 기상자료를 이

용해 계산한 목재평형함수율이 연료습도센서에

서 측정한 10-h FMC를 추정하는 데 적합하다

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 10-h FMC를 

추정하는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한 

회귀식과 전국의 기상자료 및 산불발생통계자료

FIGURE. 6. Comparison of relative humidity in 

HFO and HFI. The solid red line represents 

the fitted linear regression line, and the 

dashed one is 1:1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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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해 과거 6년간(2013~2018년) 산불발

생 다발일의 10-h FMC 분포를 분석하고 전국 

산림연료습도 지도를 제작했다. 검증 결과, 도출

한 회귀식은 높은 정확도로 10-h FMC를 예측

할 수 있었다. 회귀식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비가 그친 후 10-h FMC와 목재평형함수율의 

건조 반응 차이, 식생 유무에 따른 건조 반응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FMC와 목재평형함수

율 간 회귀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산불발생다발일의 산림연료습도 분

석으로부터 70% 이상의 산불이 10-h FMC 

10.5% 이하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

에서 도출한 10-h FMC 추정식은 산악기상관

측망 자료와 연계하여 전국 규모의 산림연료습

도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모형 개선

이 전국 단위 자료 품질 개선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추후 높은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추

정식 적용 후 구해지는 전국 규모 10-h FMC 

자료는 산불 등 산림재해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정책 의사결

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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