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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의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형,   기후, 인간활동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지속적인 산림관리와 관련하여 산불과 임상특성의 관
계를 구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나무림이 대형산불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및 연료관리를 위해서는 임상분포와 산불
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생태지역별 산불특성 및 임상분포구조를 산불통계 및 수치임
상도의 경관분석을 퉁해 파악하고 두 인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 론

재료 및 방법

생태지역별 임상분포구조를 파악하기 위
해 전국 751 도엽의 수치임상도를 생태지
역별로 구획하고 Fragstats 3.3을 이용해
경관지수를 산출하였다. 경관분석은 경관수
준 및 클래스 수준의 두개 스케일로 나누어
수행하였는데 경관수준에서는 생태지역내 모
든 임상을, 클래스수준에서는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임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태지역별 산불특성을 파악하기위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6년 간의 산
림청 산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건당 피해면
적, 건당 연소시간, 확산속도(ha/hr)와 더불
어 1000ha당 산불발생건수, 1000ha당 연
소면적을 산불특성 변수로 산출하였다.
또한, 생태지역별 산불특성과 임상분포패턴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SAS 9.1을
이용해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Ecoregion Abbreviation Area (ha)1
Forest area

(%)2

Pine forest

(%)3

강원해안 (Kangwon coastal) KC 347,911 76.1 37.2

경기인천 (Metropolitan) MP 631,096 36.5 20.0

낙동상류 (Upper Nagdong river basin) UNRB 938,882 69.8 34.9

남동내륙 (Southeastern inland) SEI 1,044,206 61.0 33.4

남부산간 (Southern mountain) SM 816,197 68.7 32.2

남서내륙 (Southwestern inland) SWI 786,953 48.2 35.9

남해동부 (Eastern south coastal) ESC 283,467 58.8 47.8

남해서부 (Western south coastal) WSC 818,468 63.5 45.5

울릉도 (Ullung island) UI 7,517 58.4 0.0

울영해안 (WoolYoung coastal) WYC 195,934 79.4 42.9

임진하류 (Imjin river basin) IRB 340,016 50.7 11.0

전라서부 (Western Cholla) WC 983,657 40.6 55.6

제주 (Jeju island) JI 187,690 31.4 27.6

중부내륙 (Central inland) CI 1,964,964 74.7 19.6

충남해안 (Choongnam coastal) CC 270,743 40.1 61.5

형산태화 (Hyungsan Taewha coastal) HTC 310,879 61.9 37.2

1Area extracted from ecoregion map built by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Forest area extracted from digital forest type map built by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Area1)× 100
3(Pine forest area extracted from digital forest type map built by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Forest area2)× 100

Table 1. Abbreviation, area, and the percentage of forest area for each ecoregion.

Figure 1. The ecoregions of South Korea and forest types.

즉, 경관분석을 통해 추출한 전체산림과 소나무 임분의 경관지수를 독립변수집단의 변수
로, 생태지역별 산불통계자료를 종속변수집단의 변수로 이용하였다. 많은 경관지수 변수들
중 전체임상과 소나무 임분의 특성을 나타내내는 각 주성분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0.45) 지수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종속변수 즉 산불변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높고, 
정규분포를 만족시키지 않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Metrics and abbreviation Index name (unit)

Scale

Landscape

(Whole forest types)

Class

(Pine forests) 

Area/Density/Edge

PD Patch density (#/100ha) ○ ○

PLAND Percentage of landscape (%) × ○

ED Edge density(m/ha) ○ ○

AWMPS Area weighted mean patch size(ha) ○ ○

AWPSSD Area weighted patch size standard deviation (ha) ○ ○

Shape

AWMSI Area weighted mean shape index ○ ○

AWMPFD Area weighted mean patch fractal dimensionindex ○ ○

Isolation/Proximity

MNN Mean nearest-neighbor

distance (m)

○ ○

NNSD Nearest-neighbor distance

standard deviation (m)

○ ○

Contagion/Interspersion

CLUMPY Clumpiness × ○

AI Aggregation index (%) ○ ○

IJI Interspersion_juxtaposition

index(%)

○ ○

Diversity

SHDI Shannon's diversity index ○ ×

SHEI Shannon's Evenness index ○ ×

Table 2. FRAGSTAT metrics (McGarigal and Marks, 1995) computed in the analysis.

결과 및 고찰

Ecoregion Fires Burned area (ha)
Fires

/1,000ha

Burned area

(ha)/1,000ha

Burned area 

(ha)/fire

Combustion time 

(mim)/fire

ROS

(ha/hr)

KC 296 28,090 1.12 106.10 94.90 265.80 3.28 

MP 920 663 3.99 2.88 0.72 74.52 0.57 

UNRB 534 1,025 0.81 1.56 1.92 158.83 0.57 

SEI 867 1,905 1.36 2.99 2.20 153.21 0.65 

SM 396 984 0.71 1.76 2.49 174.37 0.77 

SWI 671 3,216 1.77 8.48 4.79 113.84 0.90 

ESC 370 542 2.22 3.25 1.46 105.81 0.80 

WSC 501 1,316 0.96 2.53 2.63 180.40 1.05 

WYC 85 544 0.55 3.50 6.40 244.58 0.81 

IRB 160 316 0.93 1.83 1.97 229.61 0.83 

WC 759 1,739 1.90 4.36 2.29 125.35 1.06 

CI 965 2,856 0.66 1.95 2.96 148.24 0.93 

CC 134 304 1.23 2.80 2.27 141.49 0.79 

HTC 441 1,398 2.29 7.26 3.17 147.43 0.97 

Total 7,099 44,898

연구 결과 산불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이 포함된 생태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강원해안」 생태지역은 적은 산불건수에 비해 큰 피해면적과, 빠른 확산속도를 보였
다. 생태지역별 전체임상의 분포특성을 분석한 결과 인접한 생태지역끼리 비슷한 임상분포패턴
을 나타내었으며, 산림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임상패치가 크고 복잡한 형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나무림은 해안지역에서 패치간 근접성이 높으며 특히 「강원해안」과
「울영해안」 지역에서 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The forest fires Statistics by eco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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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ores on the first two principal components of whole 

forest types for each ecoregion.

Figure 3. Scores on the first two principal components of pine 

forests for each ecoregion.

전체임상의 제1주성분(임상패치의 크기 및 형태적 복잡성)에서 유도된 정준변수(V1)는
logAWMPS, AWMPFD와 0.8 이상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산불특성변수 중
1000ha당 발생건수와는 음의 상관관계(-0.612)를, 건당 연소시간과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
(0.75)를 보였다. 또한 제3주성분(임상패치의 파편화)에서 유도된 정준변수(V1)는 PD와 강
한 양의 상관관계(0.992)를 가지며, 산불 통계치 중 건당 연소시간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
0.692)를 나타내었다 전체임상의 제1주성분, 제3주성분에서 추출된 경관지수군과 산불 통계
치 간의 정준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두 0.7 이상으로 비교적 높
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아 전체 임상분포패턴
만을 가지고 산불특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TABLE 4). 

Principal Components
Canonical 

Weights

Canonical 

Loading

Canonical 

Cross-Loading

Whole forest types (PC1)

Dependent variables(W1)

Fires/1000ha -0.226 -0.804 -0.612

Combustion time/fire 0.829 0.987 0.750

Independent variables(V1)

logAWMPS 0.519 0.846 0.643

AWMPFD 0.626 0.897 0.682

Redundancy Index 0.563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0.760

(0.057)

Whole forest types (PC3)

Dependent variables(W1)

Fires/1000ha -0.394 0.467 0.337

Combustion time/fire -1.234 -0.959 -0.692

Independent variables(V1)

PD 0.991 0.992 0.715

SHDI 0.128 0.131 0.094

Redundancy Index 0.479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0.721

(0.084)

Principal Components
Canonical 

weights

Canonical 

Loading

Canonical 

Cross-Loading

Pine forests (PC1)

Dependent variables(W1)

Fires/1000ha 0.104 -0.643 -0.604

Combustion time/fire 1.070 0.997 0.938

Independent variables(V1)

logAWMPA 1.052 0.768 0.722

AWMPFD 0.268 0.319 0.300

MENN 0.924 0.116 0.109

Redundancy Index 0.879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0.940*

(0.001)

Pine forests (PC2)

Dependent variables(W1)

Fires/1000ha 0.101 -0.643 -0.539

Combustion time/fire 1.068 0.997 0.835

Independent variables(V1)

PD -0.201 -0.672 -0.563

AI 0.878 0.986 0.826

Redundancy Index 0.698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0.838*

(0.013)

Table 4. Results of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on landscape indices 

selected from each principal component for whole forest types, 

show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dependent (fire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t (spatial patterns of whole forest types) variables.

Table 5. Results of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on landscape 

indices selected from each principal component for pine forests,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fire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t (spatial patterns of pine forests) variables. 

소나무 임분의 제1주성분(패치형태의 복잡성 및 패치간 근접성)에서 유도된 정준변수(V1)는
logAWMPS에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제2주성분(소나무 임분의 파편화)에서 유도된 정준변
수(V1)는 AI에 가중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에서 유도된 정준변수(V1)
는 모두 산불특성 변수 중 1,000ha 당 발생건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건당 연소면적과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소나무 임분 패치의 면적이 크고 응집
되어 나타나는 지역일수록 산불발생시 연소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정준중복지수
(Redundancy index)를 살펴보았을 때, 소나무 임분의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을 대표하는
경관지수군 모두 산불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약 70% 이상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불특성이 소나무 임분의 분포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음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Table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