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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마와리 위성의 산불방사열에너지 자료를 이용한 산불배출가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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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ildfires release a large amount of greenhouse gases (GHGs) into the atmosphere. Fire
radiative power (FRP) data obtained from geostationary satellit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for tracing
the GHGs. This paper describes an estimation of the Himawari-8 FRP and fire emissions for Samcheock
and Gangnueng wildfire in 6 May 2017. The FRP estimated using Himawari-8 well represented the
temporal variability of the fire intensity, which cannot be captured by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because of its limited temporal resolution. Fire emissions calculated from
the Himwari-8 FRP showed a very similar time-series pattern compared with the AirKorea observations,
but 1 to 3 hour’s time-lag existed because of the distance between the station and the wildfire location.
The estimated emissions were also compared with those of a previous study which analyzed fire damages
using high-resolution images. They almost coincided with 12% difference for Samcheock and 2%
difference for Gangneung, demonstrating a reliability of the estimation of fire emissions using our
Himawari-8 FRP without high-resolution images. This study can be a reference for estimating fire
emissions using the current and forthcoming geostationary satellites in East Asia and can contribute to
improving accuracy of meteorological products such as AOD (aerosol optical depth).
Key Words : Fire emissions, Fire radiative power, Himawari-8, MIR radiance method, AirKorea

요약 : 산불은 다량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자연재해로서, 이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는 정지궤도 위성의 산불방사열에너지(fire radiative power, FRP)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2017년 5월 6일에 발생한 우리나라 삼척과 강릉 산불을 사례로, 히마와리 위성의 중적외 채널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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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불은 불특정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재해로서, 지구

상의 식생은 매년 산불로 인해 약 8-10억 톤의 이산화탄

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O,

2005; van der Werf et al., 2010). 근래에 발생했던 2015년

인도네시아 산불은 약 3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약 8억5

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켰으며, 이

는 인도네시아 연평균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97%에 해

당한다(Huijnen et al., 2016). 이처럼 산불은 한 번의 발생

으로도 대량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때문

에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요 의제로 다루

어지고 있다(Lee et al., 2012).

산불배출가스추정에는일반적으로피해지역의피해

강도를 정량화하고 임상도와 가스별 배출계수를 적용

하는DM(dry matter burnt) 방법이 사용된다(IPCC, 2003).

이 방법을 기초로 지역 규모(Reid et al., 2004; Wiedinmyer

et al., 2006; Zhang et al., 2008) 또는 전지구 규모(Ito and

Penner, 2004; van der Werf et al., 2006) 의 산불배출가스

를 계산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DM방법에서는 산불진화 후 현장관측이나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피해지역과 피해강도에 대한 정량적인 정

보를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다른 접근법

으로 피해강도에 대한 복잡한 분석과정 없이도, 산불로

부터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강도인 산불방사열에너지

(fire radiative power, FRP)와 식생 연소율과의 선형적 관

계에 기초하여 산불배출가스를 추정하는 방법이 제시

된 바 있다(Wooster, 2002; Woster et al., 2005).

유럽중기예보센터(European Center ofMediumRange

Weather Forecast, ECMWF)의 전지구산불자료동화시

스템(Global Fire Assimilation System, GFAS)에서는 FRP

를 이용하여 전지구 산불배출가스를 일자료로 제공하

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극궤도 위성의 산출물을 이용하

기 때문에 하루 1-2회의 산불강도 변화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광범위한 지역

의 연속적인 FRP측정을 위하여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

하기 시작하였으며, GOES(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Imager와Meteosat SEIVIRI(Spining

Enhanced Visible and Infrared Imager)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FRP를 산출 및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정지궤도 위성인 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MTSAT(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 Fengyun시리

즈 및 Himawari-8은 공식적인 FRP및 산불배출가스 산

출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정지궤도 위성인

Himawari-8의 10분 간격의 2 km해상도 중적외채널 정

보를 이용하여 FRP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7년

5월 6일~9일에 매우 큰 규모로 발생하였던 삼척과 강릉

산불의 배출가스를 추정하고, 직간접적인 검증을 수행

하였다. 제1절에서는연구배경및목적을소개하였으며,

제2절에서는FRP와산불배출가스추정기법을소개하고,

제3절에서는 사례지역의 FRP와 산불배출가스 추정결

과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요약과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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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FRP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의

제한적인 시간해상도로는 관측이 불가능한 10분 간격의 산불 피해강도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히마와리 FRP를 이용하여 강릉 산불의 배출가스를 계산하였으며, 에어코리아 실측치와 비교하

였을 때 거리 차에 의한 1~3시간의 지연현상과 함께, 산불배출가스의 시계열 패턴이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고해상도 영상분석을 통해 제시한 산불배출가스 추정량과 비교하였을 때, 100 ha

당 배출량이 삼척은 약 12%, 강릉은 약 2%의 차이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산불 피해면적과 피

해강도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 없이도, 정지궤도 위성의 FRP만을 이용하여 산불배출가스의 정밀한 추정이 가

능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향후 발사될 우리나라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GK-2A(Geostationary Korea

Multi-Purpose Satellite-2A)의 산불배출가스 추정 및 에어로솔 산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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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및 방법

1) 연구지역

본 연구에서는 히마와리 위성의 운영기간 중에 발생

한 국내 대형 산불로서, 2017년 5월 6일에 발생한 강원

도 삼척과 강릉 산불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산불

의 위치정보는 산림청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는데, 주소

로 표기된 산불발생 위치는 지오코딩(geocoding)을 통

해 경위도로 변환하여 위성자료와의 공간일치를 수행

하였다(Fig. 1). 검증기준자료로는 에어코리아(AirKorea)

의 대기질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삼척관측소는 산불 지

점으로부터북동쪽으로약 25 km떨어진곳에위치하며,

강릉관측소는 산불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9 km떨

어져있다. 765 ha의 피해면적을 기록한 삼척 산불의 경

우, 산불기간 중 북풍이 우세하여 에어코리아 관측소와

반대방향으로 연기가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52

ha가 연소된 강릉 산불의 경우,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

에어코리아 관측소 쪽으로 연기가 이동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Table 1).

2) 히마와리 FRP 산출기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아시아 지역의 정지궤도 위성

인 히마와리는 적도상공 35,800 km, 경도 140.7°E에 위

치하고 있으며, 탑재된AHI(Advanced Himawari Imager)

센서는 1개의 500 m가시채널, 3개의 1 km가시채널, 그

리고 12개의 2 km적외채널을 이용하여 2017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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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Samcheock and Gangneung fire with red rectangles of Himawari-8 pixels.
Green rectangles are the nearest grid cells of ECMWF-GFAS, and blue points indicate
AirKorea stations.

Table 1.  Summary of Samcheock and Gangneung fire, 6-9 May 2017

Fire location Area damaged 
(ha)

Ignition time 
(UTC)

Extinction time
(UTC)

Latitude 
(degree)

Longitude 
(degree)

Samcheock 765.12 6 May 2017 02:42 9 May 2017 02:40 37°15′14.76″N 129°00′51.48″E
Gangneung 252.00 6 May 2017 06:32 8 May 2017 21:34 37°43′19.92″N 128°48′15.4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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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간격의 전지구(full disk)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상

대적으로 저해상도인 정지궤도 위성센서는 이중분광법

(bi-spectral method)이나 중적외 휘도온도법(mid-infrared

temperature method)을 적용할 경우, 서브픽셀 문제 또

는 산불픽셀과 주변윈도우가 너무 이격되는 문제로 인

하여 FRP산출이용이하지않다(Giglio andKendall, 2001;

Kim and Lee, 2016; Peterson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히마와리 FRP산출을 위하여GOES나Meteosat

과 같은 정지궤도 위성에 적용가능한 중적외 복사휘도

법(mid-infrared radiance method)을 사용하였다. 중적외

복사휘도법은 산불의 실제온도와 위성센서의 중적외

복사휘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플랑크 법칙을 적용한다

(식 (1)).

                Lf, MIR = єf, MIR B(λ, T) ≈ єf, MIR αT4                 (1)

여기에서 α는 단위상수로서 파장 λ와 산불온도 T에

의해 결정되며(Wm-4sr-1m-1K-4), 파장 λ에서의 방출률 є은
온도 T인 물체의 복사휘도와 흑체의 복사휘도 비율을

의미한다(Li et al., 2013). 식(1)의 좌우변이 같다고 가정

하므로, 온도에 대한 정보 없이도 식(2)와 같이 중적외

복사휘도만으로 FRP를 산출할 수 있다(Wooster et al.,

2005).

                      FRP = ( ) Lf, MIR                        (2)

여기에서 σ는 슈테판 볼츠만 상수로 5.67×10-8Wm-2

K-4이고, єf는 광대역 방출률, єf, MIR은 중적외 방출률을 의

미하며, c는 산불의 실제온도와 중적외 복사휘도와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센서계수이다.

3) 산불배출가스 추정기법

산불배출가스 추정을 위한 전통적 방법은 Seiler and

Crutzen(1980)이 제시한 DM 방법으로서, 피해면적과

피해강도로부터 산불배출가스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E = DM × F = A × B × C × F                   (3)

여기에서E는 배출량, DM은 연소된 식생의 건조중량,

F는 배출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DM은 산불피해면적

(A), 연료량(B), 연소율(C)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

방법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에서 권고하는 방법이지만, 산불이 진화된 후에 실측이

나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피해면적 및 피해강도를 분석

하여DM을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ooster(2002)는 연소실

험을 통해 산불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총량(fire

radiative energy, FRE)과 연소량의 선형관계를 증명하여

DM의 정보 없이도 산불배출가스를 계산할 수 있는 추

정식을 제안하였다(식 (4)).

  E = DM × F = FRE × β × F = � t2t1FRPdt × β × F    (4)

여기에서 t1과 t2는 산불의 발화시각과 진화시각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FRP를 시간에 대해 적분함으로써

FRE를 계산할 수 있다. β는 연소계수로서, 연소된 식생

의 양과 FRE와의 관계 또는 연소율과 FRP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며(Wooster et al., 2005), 배출계수 F는 기

후대와 지면피복을 고려한 Akagi et al.(2009)의 계수를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히마와리 FRP 산출결과

히마와리 위성자료와 중적외 복사휘도법을 이용하여

2015년 8월 인도네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산출한 FRP는,

MODIS FRP산출물과의 검증을 통하여(Kim and Lee,

2016), Meteosat SEVIRI나GOES Imager와 유사한 수준

의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7년 5월 6일~9일의 삼척과 강

릉 산불에 대한 10분 간격의 FRP를 산출하였다. 해당 산

불의 위치, 피해면적, 발화시각 및 진화시각의 정보는

산림청 산불통계자료를 통해 획득하였다. 또한 중적외

σ · єf

c · єf, 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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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mission factor (gkg-1) for forest biomass burning
(Akagi et al., 2011)

Gases Emission factor
(Uncertainty)

Carbon Dioxide (CO2) 1509  (98)

Carbon Monoxide (CO) 122  (44)

Methane (CH4) 5.68 (3.24)

Nitrogen Oxides (NOx as NO) 1.12 (0.69)

Nitrous Oxide (N2O) 0.38 (0.35)

Particulate mass for 2.5 μm (PM2.5) 15.0  (7.5)
Particulate mass for 10 μm (PM10) 28.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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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휘도법에서 요구되는 지면 방출률 정보는 VCM

(vegetation cover method)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VCM

에서는 각 화소가 식생과 나지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가정하고, 지면피복별 최대방출률을 식생과 나지

의 비율만큼 가중평균하여 해당 화소의 방출률을 계산

하는 방법이다(Valor and Caselles, 1996). 본 연구에서는

EUMETSAT에서 제공하는Meteosat SEVIRI중적외 및

광대역 최대방출률 조견표를 사용하였다. 이때 식생과

나지의 구성비를 알기 위해 사용되는 화소내 식생율

(fraction of vegetation cover, FVC)은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의 최대최소를 이용하여 산

출하였으며(Kerr et al., 1992), 이 과정에서NDVI는Aqua

MODIS의 16일간격 자료와 Terra MODIS의 16일간격

자료가 교호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8일간격의 자료로

재구성하였으며, 시공간통계법에 기초하여 구름에 의

한 NDVI로우피크(low peak)를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중적외 복사휘도법은 산불의 실제온도와 중적외 복사

휘도 간의 선형관계를 타나태는 센서계수를 필요로 하

는데, 국외의 정지궤도 및 극궤도 위성은 연소실험을 통

해 센서계수를 도출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히마와리의

경우 현실적으로 연소실험이 불가능하므로 근본적으

로 FRP산출이 불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MODIS

FRP를 기준으로 하는 역산법의 최적화 모의를 통해 산

출한 Kim and Lee(2016)의 AHI 센서계수 3.11×10-9을

적용하여 FRP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FRP는 우선 Aqua/Terra MODIS

의 산출물 및 ECMWF-GFAS의 FRP자료와 비교하였

다(Table 4).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

서는MODIS FRP의 자료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

가하고 있으며(WMO, 2016), GOES나Meteosat등 정지

궤도 위성의 FRP 검증기준자료로 사용되었다 .

ECMWF-GFAS의 FRP는 MODIS를 자료동화에 활용

한 재분석자료이며, 최근 아메리카,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은GOES와Meteosat의 FRP도 추가로 활용하여 일

변화가 포함된 FRP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ECMWF,

2017).

Fig. 2와 Fig. 3에서 볼 때, 삼척과 강릉 산불의 히마와

리 FRP는 산불 강도의 변화를 10분 간격의 시계열로 잘

나타내며, 전반적으로MODIS와 유사한 시계열 패턴을

보인다. 두 산불은 대량의 식생이 연소된 5월 6일과 5월

7일에 높은 FRP를 나타내었으며, 5월 8일에는 이미 식

생이 많이 연소되어 다소 낮은 FRP를 보였고(Wooster et

al., 2005), 5월 9일에는 전국적인 강수로 인하여 산불이

진화되어 FRP가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다. 반면 극

궤도 위성인 Aqua/Terra의MODIS는 약 12시간 주기의

관측이 이루어지므로, 이번 삼척 산불의 피크시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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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put data for retrieval of Himawari-8 FRP using MIR radiance method

Input data Attribute Resolution Source

Fire statistic information
Location (Address)

Area damaged
Ignition/Extinction time

– Korean Forest Service

Himawari-8 mid-infrared 3.9-μm radiance (Channel 7) 10 min 2 km
Himawari-8

Himawari-8 cloud mask Cloud mask Detection probability Yearly 1 km

Landcover IGBP land cover classification 8 days 1 km Aqua / Terra MODIS
(MCD12Q1)

Vegetation Index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 Aqua / Terra MODIS

(MOD13A2/MYD13A2)
Himawari-8 sensor coefficient 3.11 × 10-9

–
Kim and Lee(2016)

Emissivity conversion table Maximum emissivity by land cover EUMETSAT

Table 4.  Reference data for FRP validation

Data Spatial resolution Temporal resolution Unit
MODIS FRP ~1 km Twice per day MW

ECMWF-GFAS FRP 0.1° Daily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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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치하지 않았고 또한 강릉 산불의 피크시간대에는

결측으로 나타났다 .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GFAS가

MODIS에 의존하므로, 히마와리와는 달리 FRP의 일변

화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기질 관측자료와의 산불배출가스 비교

삼척과 강릉 산불에 대해 산출된 10분 간격의 히마와

리 FRP를 식(4)에 적용하여 산불배출가스를 계산하고,

그추정량을에어코리아대기질관측자료와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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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series FRP comparisons of Himawari-8 (green point), Aqua (red triangle), Terra (blue diamond), and GFAS
(purple line) for Gangneung fire.

Fig. 2.  Time-series FRP comparisons of Himawari-8 (green point), Aqua (red triangle), Terra (blue diamond), and GFAS
(purple line) for Samcheock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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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마와리 위성자료와 동일한 시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위성기반 온실기체 관측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 km내외의해상도를가지는GOSAT(GreenhouseGases

ObservingSatellite)이나OCO-2(OrbitingCarbonObservatory-

2)는 관측주기가 수 일 이상이기 때문에 일변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IASI(Infrared Atmospheric Sounding

Interferometer)나 AIRS(Atmospheric Infrared Sounder) 등

사운더는 관측주기가 12시간 정도이지만 공간해상도

가 수십 km여서 서브픽셀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어코리아 대기질 관측자료와의 비교검

증을 수행하였다.

에어코리아는 전국 510개 대기질 측정망을 통하여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아황산가

스(S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산불배출가

스 추정량은 질량단위(kg)이고 에어코리아의 관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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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series comparisons of AirKorea in-situ measurements (red line) and the estimations using
Himawari-8 FRP (blue bar) for Gangneung fire: (a) PM2.5 and (b)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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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도단위(μg/m3, ppm)이므로, 직접 비교하지 않고

시계열 패턴의 일치성을 분석하였다. Fig. 1에 보듯이,

삼척 산불은 관측소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바람이 반

대방향으로 불어 산불배출가스가 관측소 쪽으로 이동

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강릉 산불에 대하여 에어

코리아의 PM2.5, PM10, CO, NOx농도와 본 연구의 추

정량을 시계열 분석하였으며, Fig. 4와 Fig. 5에서 보듯이

산불배출가스의 피크를 포함하여 증감 패턴이 매우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산불배출가스는 바람장(풍향, 풍속)에 따라 이

동하기 때문에 산불지점과 관측소의 위치에 따른 시간

지연(time-lag)이고려되어야한다. Fig. 4는PM2.5와PM10

농도를 비교한 것으로서, 9 km떨어진 관측소에 산불 피

크시간대의 영향이 반영되기까지는 3시간 정도의 지연

이 있었으며, 3시간 후의 상관계수가 0.829와 0.85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Table 5), 전체적인 시계열 패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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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series comparisons of AirKorea in-situ measurements (red line) and the estimations using Himawari-8 FRP (blue bar)
for Gangneung fire: (a) CO and (b) NOx.Himawari-8 FRP (blue bar) for Gangneung fire: (a) PM2.5 and (b)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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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Fig. 5에서 CO는 약

1시간, NOx는 약 2시간 후에 에어코리아 관측소와 높

은 상관성을 보였으며(r = 0.722, r = 0.810), 역시 전반적

인 변동 패턴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에서

는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지는 본 연구의 추정량과 에어

코리아의 관측치를 z-score로 표준화하여 비교한 것으

로서, 각 물질마다 시간지연을 고려할 때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바람장에

따른 산불배출가스의 이동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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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ross correlations between AirKorea in-situ measurements and the estimations using Himawari-8 FRP according to time-lags

Fire location Time-lag
Correlations

PM2.5 PM10 CO NOx

Gangnueng

0 hr 0.187 0.354 0.332 0.340
+1 hr 0.389 0.527 0.722 0.640
+2 hr 0.723 0.766 0.666 0.810
+3 hr 0.829 0.854 0.271 0.239
+4 hr 0.273 0.392 0.120 0.036
+5 hr 0.104 0.128 0.161 0.105

Fig. 6.  Scatter plots of the z-score between AirKorea in-situ measurements and the estimations using Himawari-8
FRP according to time-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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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단위면적당 추정량 비교

본 연구의 배출량을 질량 단위로 검증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선행연구에 제시된 우리나라 산불배출

가스 배출량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Won et al.(2008)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산불피해(16,200 ha)를 기록했던

2000년 4월 7일 삼척산불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CO),

메탄(CH4), 질소화합물(NOx), 아산화질소(N2O)의 배출

량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Landsat-7 영상으로부터 정

규화탄화지수(normalized burn ratio, NBR)를 도출하여

피해면적과 피해강도를 정량화하고, 이를 임상도와 결

합하여 연료량을 계산하였으며, 식(3)의 DM방법을 통

하여 산불배출가스를 산정하였다. 이때 배출계수는

IPCC에서권고하는Delmas et al.(1995)의CO=130, CH4=9,

NOx=0.7, N2O=0.11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

서 사용한 Table 2의 배출계수와 오차범위 내에 존재하

는 값이다.

2000년 삼척 산불의 피해면적은 16,200ha로서 2017년

삼척과 강릉 산불의 약 20배와 약 64배에 해당하기 때문

에(Table 1), 동일한 조건 하의 비교를 위하여 100 ha당추

정량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산불의 연소시간의 차이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산불배출가스가 연소량과

피해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Won et al.(2008)의

추정량과 비교한 결과, 삼척 산불에서 약 12%, 강릉 산

불에서 약 2%의 차이를 보여, 방법론은 다르지만 본 연

구와 선행연구의 추정량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6). 따라서 현장관측이나 고해상도 영상을 통

한 복잡한 피해량 분석 없이도, 정지궤도 위성기반의

FRP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산불배출가스를 신

뢰할만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형 산불인 2017년 5월 6일의 강

원도 삼척과 강릉 산불을 대상으로, 히마와리 위성자료

로부터 FRP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산불배출가스를 추

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검증을 수행하였다.

산출된 히마와리 FRP는 MODIS와 GFAS FRP가 관측

주기나 구름의 영향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일변화 정보

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산불의 피크시

간대와 10분 간격의 피해강도에 대한 우수한 산출능력

을 보여주었다.

히마와리 FRP를 이용하여 추정한 강릉의 산불배출

가스는 9 km떨어진 에어코리아 관측소의 실측치와 매

우 유사한 시계열 패턴을 타나냈다. PM2.5와 PM10은 2-

3시간 간격을 두고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CO와

NOx는 1-2시간 후에 높은 상관성으로 나타냈다. 또한

계산법이 상이한 선행연구와 100 ha당 배출가스 양을

비교한 결과, 삼척과 강릉 산불이 각각 12%와 2%의 차

이로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간접적

인 비교검증을 통해서, 정지궤도 위성의 FRP를 이용한

실시간 산불배출가스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장기간 축적된 히마와리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사례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산불의 연소특성을 세

밀히 고려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모의실험을 수행함으

로써 산불배출가스의 추정 정확도를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향후 발사될 우리

나라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GK-2A(Geostationary Korea

Multi-Purpose Satellite-2A)의 산불배출가스 추정 및 에

어로솔 산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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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s of Won et al. (2008) and our method for the fire emissions per 100 ha

Fire location
Fire emissions (kg)

CO CH4 NOx N2O
Won et al. (2008) Samcheock 272.22 18.85 1.47 0.24

This study
Samcheock 305.25 21.13 1.64 0.26
Gangneung 278.35 19.27 1.50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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