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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RS를 활용한 산불 피해 범위 추출 방법 연구

채한성 1)·안재성2)·최진무 3)†

Forest Fire Area Extraction Method Using VIIRS

Hanseong Chae 1)·Jaeseong Ahn2)·Jinmu Choi 3)†

Abstract: The frequency and damage of forest fires have tended to increase over the past 20 years.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forest fires, information on forest fire damage should be well managed.
However, information on the extent of forest fire damage is not well managed.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method that extracting information on the area of forest fire in real time and quasi-real-time
using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VIIRS) images. VIIRS data observing the Korean
Peninsula were obtained and visualized at the time of the East Coast forest fire in March 2022. VIIRS
images were classified without supervision using iterative self-organizing data analysis (ISODATA)
algorithm. The results were reclassified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ned area and the location
of the flame to extract the extent of forest fire. The final results were compared with verification and
comparison data.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in the case of large forest fires, it was found that
classifying and extracting VIIRS images was more accurate than estimating them through forest fire
occurrence data. This method can be used to create spatial data for forest fire management. Furthermore,
if this research method is automated, it is expected that daily forest fire damage monitoring based on
VIIRS will be possible.
Key Words: Forest fire, VIIRS, ISODATA, Unsupervised classification, Area extraction

요약: 최근 20년간 산불의 빈도와 피해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피

해규모와범위등산불피해에대한정보를잘관리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VIIRS 위성영상을

이용하여대형산불의피해범위에대한정보를빠른주기로추출하는방법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2022년 3월동해안산불이발생한시기에한반도를관측한 VIIRS 자료를확보하여영상화하였다. VIIRS 영상

은 ISODATA 기법을 활용하여 무감독 분류하였다. 이후 그 결과를 연소 지역과 화염의 위치의 관계를 이용

하여재분류하여산불피해범위를추출하였다. 추출결과는검증및비교자료와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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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년 3월초강릉과울진등동해안지역을중심으

로발생한대규모의산불은약 2만헥타르에달하는산

림 면적을 태워 막대한 산림 자원의 손실을 일으켰다

(Korea Forest Service, 2022a). 최근 20년간 산불의 발생

빈도와규모가증가하고있으며, 지구기온의증가와함

께산불의피해가미래에도점점증가할것으로예측되

고 있다(Son et al., 2021). 산림 생태계는 스스로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Jones et al., 2018).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산림생태계가스스로회복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주

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산림은 그 자

체로다양한사회적경제적가치를담고있으며지역의

물과에너지균형을유지하여인간이안정적으로거주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산

불은산림을파괴할뿐만아니라빠르게확산하여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 역시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산불

은신속히진화하여그피해를최소화해야하며피해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미래에 더 나은 예방 및 대

응전략을취할수있도록해야한다.

산림청은산림보호법을통해산불예방과진화를위

한규정을관리하고있으며온라인지도서비스인실시

간산불정보를통해보고된산불위치와진행현황을공

개하고있다. 산불의최종피해기록은산림보호법과유

관법령에의해산불전문조사반이직접조사하여산불

피해대장에 산불 발생 장소와 지속 기간, 발화 원인 및

피해면적을기록하고있다(Korea Forest Service, 2022b).

산불의 정확한 피해 범위에 대한 정보는 피해가 큰 대

형산불의진화와대피, 사후피해복구등에매우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산불 조사단계

에서 산불전문조사반이 목측, 실측 또는 항공사진과

지형도를사용하여산출하고기록되는피해면적은그

범위를파악하지않고는산정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피해 범위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산불피해 범

위정보는산불조사단계에서수집한자료를이용하여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직접조사를 통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사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산불이진화되

기전까지는산불로인한위험이존재하여해당지역에

접근하기어렵고상대적으로많은시간과비용이소모

된다는단점이존재한다. 원격탐사기법을활용하면직

접 산불 발생 지역에 접근하지 않고도 산불의 피해 면

적정보를추출하고기록할수있으므로더효율적으로

산불정보를취득할수있다.

산불피해범위와면적추출의중요성으로인해다양

한기법을사용한연구가시도되었다.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산불피해범위와면적을추출한연구는그방

법에따라세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 첫째는산불

발생자료를 이용하여 산불피해 범위를 추정하는 방법

이다. 이경우감지된픽셀정보를직접더하거나(Oliva

and Schroeder, 2015) 위치 정보를 모은 후 Convex Hull

기법을 사용하여 산불피해 범위로 변환하여 추정한다

(Briones-Herrera et al., 2020; Kim and Choi, 2020). 이렇게

산출되는산불피해범위에피해범위에해당하지않는

지점이 Convex Hull안에포함되면정확도가낮아질수

있다. 둘째는변화탐지기법을이용하여산불의피해범

위를추출하는방법이다. 산불피해범위는전통적으로

산불 전후의 영상에 드러나는 정규식생지수(NDVI)와

정규탄화지수(NBR) 등의 지수나 적색·근적외선·단파

장적외선등의분광파장대의반사도처럼식생의상태

변화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값이나 피복 유형 자체에 발

생한차이를구분하여정한다(Song et al., 2006; Choi et al.,

2017; Youn and Jeong, 2019; Liu et al., 2020). 이방법은간

단한 연산을 통해 비교적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값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

이 어려워 그 결과가 실제 현상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한계가존재한다(Hussain et al., 2013). 셋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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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의경우 VIIRS 영상을분류하여추출한것이산불발생자료를통해추정한것보다더정확한것으로나타

났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산불피해 범위 추출 방법은 산불 관리를 위한 피해 범위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

할수있다. 본연구방법을자동화한다면 VIIRS 기반의일별산불피해모니터링이가능할수있을것으로기

대된다.



양한 분류기법을 사용하여 위성 영상에서 산불과 그

영향 지역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분류기법은 특정 지

수를 분류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변화탐지의 후속 절

차로 활용할 수도 있으나(Chen et al., 2016; Ongeri and

Kenduiywo, 2020), 분광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산불 피

해지역을추출할수도있다. 최대우도법을활용하여산

불피해지를추출하는연구(Kang et al., 2010)는잘알려

져있으므로방법론에대한접근성이높으나훈련자료

를지정하는과정에서연구자의주관이깊게개입되어

결과정확도에큰영향을미칠수도있다. Random forest

(RF)와 Support Vector Machine (SVM) 등머신러닝을활

용한 연구(Ramo and Chuvieco, 2017; Lestari et al., 2020)

와 AI의딥러닝을활용한연구(Pinto et al., 2020; Pinto et

al., 2021)는 인간이 구분하지 못하는 차이나 패턴을 인

식하고 구분할 수 있어 분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

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훈련 데이터

의 양이 많고 높은 컴퓨팅 성능을 요구하여 모든 환경

에서 쉽게 적용하기 힘들다. 반면 무감독 분류를 사용

하는경우자료를분광특성에따라단순히기계적으로

분류하기때문에정확도는딥러닝을적용한것에비해

낮게나타난다. 그러나분류과정에서연구자의주관이

개입될여지가적으며필요한컴퓨팅성능도높지않아

ISODATA·ISOSEG 등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Lee et al., 2020; Shimabukuro et al.,

2020). 산불의 피해 범위를 구분하고 추출하는 경우 추

출된 정보는 정확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Landsat과

Sentinel위성 이상의 공간 해상도인 영상 자료가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실시간혹은준실시간으로연소지역

을구분하기위해공간해상도는상대적으로낮으나높

은 시간 해상도를 가지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위성자료를사용한연구역

시활발히진행되었다(Giglio et al., 2009; Giglio et al., 2018).

2012년 이후 MODIS위성 영상보다 공간 해상도가 높

은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VIIRS) 위성

영상이등장하여MODIS의산불관련산출물을계승하

면서 정확도를 개선하였다(Schwert et al., 2016; Urbanski

et al., 2018). MODIS와 VIIRS자료는 1일 1회 이상 동일

지역을방문하는높은시간해상도를가지므로산불발

생을신속하게모니터링할수있어산불연구에서유용

하게활용될수있다(Giglio et al., 2009; Libonati et al., 2015).

따라서본연구에서는공간해상도와시간해상도가

고르게높은 VIIRS위성영상자료를사용하여산불의

실시간및준실시간피해범위정보를추출하는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해안 산림에 큰 피해

를 준 2022년 3월 대형 산불이 관측된 한반도의 VIIRS

영상을확보하였다. 산불을추출하기위해서계산시간

이짧고많은양의자료를요구하지않으면서도그에비

해서높은정확도를보이는무감독분류기법중하나인

ISODATA기법을 사용하여 영상을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는연소지역과화염위치의관계를이용하여산불

피해 범위로 변환하였다. 산불피해 범위 추출 결과는

VIIRS산불 발생자료인 VNP14IMG자료에서 추정한

산불피해범위와고해상도위성영상인 Sentinel-2 위성

영상에서도출한산불피해범위와함께비교및평가하

였다.

2. 데이터 및 분석 방법

1) VIIRS 자료의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피해 범위를 추출하기 위한 대형 산

불의사례로 2022년 3월발생한경북울진군북면산불

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불을 선택하였다. 이에 더

해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중형 및 소형 산불인 대구광

역시달성군가창면산불과안산시상록구장상동산불

을선택하여그피해범위를추출하고결과를비교하고

자 하였다. Table 1은 피해 범위를 추출한 네 가지 산불

의발생장소와발생일시, 진화일시및피해면적의합

계를 나타낸 것으로, 두 대형 산불은 수일 동안 지속되

어약 2만헥타르에달하는면적의산림에피해를준것

을확인할수있다.

산불피해 범위를 추출하기 위한 자료인 VIIRS영상

자료는 NASA Earthdata에서 취득한 VIIRS자료로부터

변환하여생성하였다. 수집한VIIRS자료는VNP02IMG,

VNP02MOD, VNP03IMG, VNP03MOD데이터셋을포

함한다. 데이터셋의 이름에서 VNP는 NASA에서 배포

하는 S-NPP위성에서 관측한 VIIRS자료이며 02는 실

제위성관측자료, 03은관측자료를보조하는위치자

료임을뜻한다. IMG는 375 m해상도인 I밴드데이터셋

이고MOD는 750 m해상도인M밴드데이터셋을의미

VIIRS를 활용한 산불 피해 범위 추출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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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자료 중 산불이 발생한 시점

인 2022년 3월 4일오전부터산불이진화된시점직후인

같은 해 3월 15일 오후까지 한반도가 포함된 부분만을

수집하였다. VIIRS의 밴드별 파장과 위성의 직하점인

Nadir에서의공간해상도정보는 Table 2에정리하였다.

VNP02 및VNP03 자료는직접적으로영상을포함하

지않는MODIS L1B자료와동일한형식의 VIIRS L1B

형식이므로 영상으로 변환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

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VIIRS L1B자료는 위성이

궤도를따라진행하면서회전하는센서에서감지한순

서대로 저장한 관측 자료를 별도의 좌표계 적용 없이

network common data format version-4 (NetCDF4) 형식

으로구성한자료이다(NASA, 2021). 따라서VIIRS자료

는기록된픽셀값이실제지리적위치에맞도록영상을

재투영및재배열해야한다. 또한 VIIRS는한번에촬영

하는지표면영역폭이 3060 km로매우넓어촬영범위

의가장자리로갈수록해상도가낮아지고픽셀이중복

되는 Bow-tie왜곡효과가발생한다. VIIRS는왜곡효과

로인한영향을줄이고영상에서중심부분과가장자리

부분의실제해상도차이를줄이기위해위성자체에서

픽셀삭제와병합과정을진행하는데그영향이 VIIRS

자료에남아있게된다(Gladkova et al., 2016).

Fig. 1(a)는 2022년 3월 5일 14시 30분에촬영된 VIIRS

자료를위치보정이적용되지않은원자료를그대로시

각화한것이다. 이단계에서 VIIRS자료는자료의좌표

계와투영법이적용되어있지않아기하학적으로뒤틀

려있고위성에서픽셀을삭제한흔적이남아있어분석

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VNP02 자료는 공간 속성

자료인 VNP03 자료와함께사용해서리샘플과재투영,

재배열등의방법으로위치보정하여야일반적으로사

용하는위성영상의형식인 GeoTIFF형식의영상자료

로변환할수있다. Fig. 1(b)는동일한자료를리샘플및

재배열하여위치보정하여지리좌표계형식으로전체

자료를표현한것으로, 그림을통해 VIIRS자료의기본

적인 위치 보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다.

VIIRS자료는 Python기반의 컴퓨팅 환경에서 오픈

소스로개방되어있고 NASA VIIRS등다양한위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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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est fire damage register information under study

구분
산불피해대장정보

발생장소 발생일시 진화일시 피해면적합계(ha)
1 경상북도울진군북면두천리 2022/03/04 11:17 2022/03/13 18:00 16301.98
2 강원도강릉시옥계면남양리 2022/03/05 01:01 2022/03/11 13:00 4190.38
3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오리 2022/03/05 19:15 2022/03/13 11:00 22.96
4 경기도안산시상록구장상동 2022/03/05 13:36 2022/03/06 16:30 8

Table 2.  VIIRS wavelength and spatial resolution (NASA, 2021)
VIIRS 밴드별파장및해상도

밴드명 파장(µm) At-Nadir 공간해상도(m) 밴드명 파장(µm) At-Nadir 공간해상도(m)
I1 0.600–0.680 375 M7 0.846–0.885 750
I2 0.846–0.885 375 M8 1.230–1.250 750
I3 1.580–1.640 375 M9 1.371–1.386 750
I4 3.550–3.930 375 M10 1.580–1.640 750
I5 10.50–12.40 375 M11 2.225–2.275 750
M1 0.402–0.422 750 M12 3.660–3.840 750
M2 0.436–0.454 750 M13 3.973–4.128 750
M3 0.478–0.498 750 M14 8.400–8.700 750
M4 0.545–0.565 750 M15 10.263–11.263 750
M5 0.662–0.682 750 M16 11.538–12.488 750
M6 0.739–0.754 750 DNB 0.500–0.900 750



료에적용가능한 Pytroll프로젝트의일부인 Satpy패키

지를사용하여 GeoTIFF파일로변환하였다(Raspaud et

al., 2018). 먼저 Satpy패키지의 Scene모듈을 사용하여

관측 및 공간 자료를 불러온 후 한반도 범위에 해당하

는UTM52N좌표계와투영법등의정보를작성하였다.

작성한정보를바탕으로가장기본적인리샘플링기법

으로제시되어있는 Nearest Neighbor리샘플러를사용

하여리샘플링한후GeoTIFF파일을작성하여최종적

으로 VIIRS자료를지리적분석에적합한형태로변환

하였다. 이때 750 m의공간해상도를가진M밴드영상

은 375 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 I밴드 영상과 함께 시

각화하여사용하기위해픽셀값이바뀌지않는조건에

서 픽셀의 크기만 375 m의 크기로 나누어지도록 리샘

플링하였다.

2) 산불 피해 범위 추출 방법

산불피해 범위 및 위치 정보는 먼저 전처리 완료한

VIIRS영상을대형산불이발생한행정구역수준의공

간적범위만포함하도록추출하였다. 이후영상을필요

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여 ISODATA분류기법을 사

용하여무감독분류한후재분류하여추출하였다. 산불

피해범위를추출하는세부적인진행과정은 Fig. 2와같

다. 먼저산불발생지역이나타난 VIIRS영상에서구분

할수있는산불관련사상의유형은화염과연기, 연소

지역이다. 화염과 연소 지역은 현재 혹은 아주 가까운

과거에산불의화염으로인해지표의피복이타고있거

나타버린직접적인피해지역을의미하며본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기는 진행 중인 산불

의 증거로 발견할 수 있는 부수적 산출물에 해당한다.

영상에나타나는연기는산불의진행양상과풍향및풍

속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추후 산

불 확산 위험 지역 추정 등 유용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보조적인정보이다.

화염은 지표 위에서 고온의 연소 반응이 진행되어

높은열에너지를발산하므로 Fig. 3(a)의왼쪽그림과같

이 중파장 및 장파장의 열적외선 채널에서 큰 값이 나

타난다. 따라서 화염은 VIIRS I밴드 자료 중 열적외선

에너지를감지하는채널인 I4 채널(중파장적외선)과 I5

채널(장파장적외선)에서높은값이나타나는지역에서

찾을수있다. Single Gain형식인 I4 채널과 I5 채널은쉽

게 큰 값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채널만 사용할

경우오분류의가능성이존재한다. M밴드의중파장적

VIIRS를 활용한 산불 피해 범위 추출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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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 images with same original data: (a) Original VIIRS swath image without geolocation, (b) Geolocated VIIRS
image.

Fig. 2.  Process of generating forest fire damage area
information from VIIRS image data.



외선파장대를다루는M13 채널은Dual Gain형식으로

실제큰산불이발생하지않는다면값의포화가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NASA, 2016). 따라서 해당 채널을

함께사용하면 I4 채널과 I5 채널을사용하여추출한최

초 화염 추정 지역을 Fig. 3(a)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더

정확한최종화염추정지역으로변환할수있다.

연소 지역은 화염으로 인해 식생 등의 피복이 타고

난후재를남긴지역이다. 산불로인해푸른식생이탄

지역은영상에서 Fig. 3(b)의왼쪽그림과같이주변보다

더어둡고검거나갈색빛으로나타난다. 근적외선과단

파장적외선은산불로인해식생이제거되거나재가쌓

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서 대기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덜 받고 일정 수준의 연기를 투과하여 볼 수 있다

(Christnacher et al., 2015; Eva et al., 1998; Mallinis et al., 2016;

Pereira et al., 1999). 특히 Sentinel-2 위성영상에서적색과

두개의단파장적외선채널(B4-B11-B12)만을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산불을 시각화하고 활성화된 화염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었다(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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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IIRS images that were zoomed in Uljin-Samcheock region were taken on 2022/03/05 12:48pm: (a) images
of flames (M13-I4-I5), (b) images of burned area (M11-I3-I1), (c) images of smoke (I3-I2-I1).



et al., 2021). VIIRS영상에서도단파장적외선에해당하

는채널의영상을적색채널과함께사용했을때(I1-I3-

M11) 어둡게 나타나는 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산림 식

생을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연소 지역은 실제

로 식생이 탄 피복과 토양 등과 같이 산불로 인한 연소

의영향이잘드러나지않는피복이혼재한다. VIIRS영

상은공간해상도가그것들을구분할만큼높지는않기

때문에산불로인해탄곳과다른토양수분이많거나다

른이유로어둡게나타나는피복들이잘구분되지않을

수있다. 이때산불의연소지역은현재혹은과거의화

염위치와겹치거나인접해있으므로이정보를이용하

여 Fig. 3(b)처럼산불피해범위를후보지역으로부터분

리하여추출할수있다.

연기는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식생 등을 태울 때 불

완전연소가발생하여생기는입자와기체가혼합되어

희거나검게나타나는것으로 Fig. 3(c)의왼쪽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구름과 유사하게 가시광선 파장대에

서지표를가린다. 이때, 지표피복위에연기가존재한

다는 것이 꼭 그 아래 지표 피복이 연소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기를 따라 퍼진

연기의 형상은 대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고 연

기가생성되는곳에화염이존재할것임을알려준다. 연

기는 가시광선 파장대만으로는 구름과 구분하기 어려

우나단파장적외선처럼옅은수준의연기를투과하는

채널을포함하는다른태양광반사밴드와함께이용하

면 쉽게 구분하여 Fig. 3(c)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추출

할수있다.

산불의진행단계에따라초기단계에는화염과연기

가많은부분을차지하는대신연소지역으로드러나는

화소의수는적으나말기단계로갈수록활성화된화염

과 연기는 줄어드는 대신 많은 수의 연소 지역 화소들

이 드러나게 된다. 산불의 발달 단계에 따른 지표 피복

의특징을고려하여 VIIRS영상자료를조합하고시각

화하면연기나화염, 연소지역등산불관련사상을식

별할수있고직접적으로분류하는자료로사용하여최

종적으로 산불피해 범위를 추출할 수 있다. 화염과 연

소 지역, 연기를 추출하기 위해 VIIRS자료를 각각 I4-

I5&M13 밴드와 I1-I3-M11 밴드, 그리고전체태양광반

사 밴드로 구성하였다. 구성한 VIIRS자료는 ERDAS

IMAGINE 9.1 프로그램에서 ISODATA기법을사용하

여무감독분류하였다. 분류클래스의수는 100개로하

고최대반복횟수는 50회, 수렴임계값은 0.990으로설

정하여시군수준의작은면적의영상에대해서도일정

하게 잘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초로 분류된 결과

자료는 VIIRS영상조합을통한시각적인정보와기타

참고자료를활용하여화염과연소후보지역, 연기로재

분류하였다.

ISODATA의최초분류결과는입력자료의분광특

성에 따른 반사 및 방출값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특성이 유사한 픽셀들을 100개의 클래스에 지정한 자

료로 얻을 수 있다. 화염과 연기는 대체로 가시적으로

밝거나 붉게 나타나므로 최초 분류 결과 자료에서 픽

셀값이 높은 클래스 중 일부를 선택하여 식별된 픽셀

들이 대부분 포함되었을 때 각각 화염과 연기로 재분

류하였다. 연소 지역의 경우 I1-I3-M11 밴드 조합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잘 식별할 수 있으며 주변의 다른 식

생 피복보다 어두운 색상으로 나타난다. 해당 밴드 조

합을 ISODATA분류한 최초 결과는 연소 지역뿐 아니

라 수역의 영향 등으로 인해 연소 지역 및 그와 유사하

게나타나는지역이 Fig. 4(a) 및 Fig. 4(b)와같이동일클

래스에 배정되어 나타난다. 우선 Fig. 4(c)와 같이 연소

지역이모두포함되도록선택한클래스를연소후보지

역으로재분류한후, GIS SW의Majority필터를이용하

여일반화하였다. 가공한연소후보지역레이어는벡터

형식의 폴리곤으로 변환한 후 Fig. 4(d)와 같이 화염의

위치와 중첩되거나 인접한 폴리곤만을 선택하여 Fig.

4(e)에서 연소지역 레이어로 최종 변환하였다. 화염과

연기및연소지역레이어를모두병합한레이어는 Fig.

5(a)로 VIIRS산불분류지도를생성하였고연소지역과

화염만을 병합한 레이어는 Fig. 5(b)와 같이 산불 피해

범위레이어로추출하여저장하였다.

VIIRS영상을 분석하여 추출한 산불피해 범위 정보

는 Sentinel-2 영상을 사용하여 만든 검증자료와 VIIRS

의 375 m 자료 기반의 준 실시간 산불 발생자료인

VNP14IMG자료에서추출한산불피해범위와함께비

교하였다. Sentinel-2 위성영상은NASA의Earthexplorer

를통해확보할수있었으며 2022년 3월동해안산불진

행중에촬영된영상이있다면해당영상을선택하였다.

이때선택된영상은진행중인산불의특정한단계를포

착한 순간의 영상이라는 특수성을 지니므로 라벨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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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rocess of extracting the burned area layer from the cluster layer: (a) a layer that has
class id as pixel values, (b) possible burned area layer with different color, (c) smoothed
burned area candidate layer, (d) fire pixels layer, (e) extracted burned area layer.

Fig. 5.  VIIRS image classification results map in Uljin-Samcheock region (a) and damaged area map (b) (March
5, 2022).



나 NBR(정규탄화지수)의 변화량을 이용한 방법을 적

용하기에적절하지않았다. 그대신 Sentinel-2 위성영상

은 10 m및 20 m로 공간 해상도가 높으므로 산불의 공

간적인 피해 범위를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시각적색상조합중산불과그피해범위

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하여 직접 산불의 영

향이 명확히 나타나는 영역을 디지타이징하여 검증자

료를생성하였다.

평가를위한비교자료는 VNP14IMG데이터를가공

한자료를사용하였다. VNP14IMG는본연구에서영상

자료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 것과 동일한 VIIRS L1B데

이터에 산불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NetCDF4 포맷

으로배포된분류자료로본연구에서사용한영상자료

와동일한시공간을관측하여생성된자료이다. 이자료

는산불이감지된픽셀의위치와해당픽셀의산불신뢰

도정보를추출하여개별산불에해당하는 VNP14IMG

점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변환한 점 데이터의 외곽선

을 이어면으로변환하는 Convex Hull기법을사용하면

VIIRS및MODIS같은중해상도의위성영상에서생성

된산불감지자료를수용가능한정확도의산불피해범

위로변환할수있다(Briones-Herrera et al., 2020; Kim and

Choi, 2020). 본연구에서도동일한방법을사용하여비

교자료를생성하였다.

3. 분석 결과 및 논의

VIIRS영상에서추출한산불피해범위와 Sentinel-2 영

상에서추출한피해범위를비교한결과는 Table 3과같

다. Sentinel-2 영상기반추출결과대비 VIIRS자료기반

산불피해범위의면적비는대형산불에해당하는 3월 5

일울진산불의경우약 97.85%로나타났다. VNP14IMG

점자료기반의면적변환자료의경우 Sentinel-2 기반자

료와의면적비가약 148.55%로나타났다. 3월 10일영상

에서도 VIIRS자료와 VNP14IMG자료에서 추출한 산

불피해 범위의 면적비가 각각 약 95.79%와 약 121%로

나타나앞선비교결과와유사하였다. 3월 13일산불이

진화된이후촬영된 3월 15일영상을비교하였을때역

시 VIIRS자료와 VNP14IMG기반 결과가 약 111.48%

와약 127.3%로나타났다(Fig. 6).

강릉 산불의 경우 Fig. 7과 같이 3월 5일 영상에서는

VIIRS영상기반면적비가약 178.2%, VNP14IMG자료

기반 면적비가 약 183.68%로 나타나 두 자료 모두

Sentinel-2 영상을기반으로추출한검증자료와의면적

비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3월 10일 영상에서는 VIIRS

영상 기반 산불 범위의 Sentinels자료와의 면적비가 약

108.75%로 나타났고, VNP14IMG자료 기반 산불 범위

의 면적비는 약 125.18%로 나타나 여전히 VIIRS영상

기반의추출결과가전체적으로더우수하였다.

중형및소형산불의경우 VIIRS영상에서추출한범

위정보는검증자료보다과장되는경향이나타났으며

반대로 VNP14IMG자료에서변환한결과는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3월 1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산불추출결과 VIIRS영상기반결과의 Sentinel자료대

비면적비는약 160.8%로나타났고 VNP14IMG기반면

적비는약 61.38%로나타났다. 3월 8일경기도안산시상

록구장상동산불추출결과는 VIIRS영상기반면적비

가 142.4%, VNP14IMG기반 면적비는 51.4%로 나타났

으며그결과는Fig. 8에서나타낸것과같다. VNP14IMG

산불발생자료에서추출한중형및소형산불피해범위

가 검증 자료 대비 과소 추정된 것은 산불 발생 위치를

나타내는픽셀을점으로대체한자료들의외곽선을잇

기 때문에 실제 그 자료가 의미하는 영역보다 훨씬 작

은 영역으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VIIRS영상자료를 분

류하여 추출한 중형 및 소형 산불피해 범위가 검증 자

료대비과대추정된것은영상의공간해상도의한계와

분류방식의특징으로인한것으로볼수있다.

VIIRS영상자료를 분류하여 다양한 규모의 산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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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forest fire damage areas extracted
from VIIRS images and Sentinel-2 images and
VNP14IMG data

검증자료와의면적비

구분 비교날짜
VIIRS 

영상자료(%)
VNP14IMG 
자료(%)

울진-삼척

2022/03/05 97.85 148.55
2022/03/10 95.79 121.00
2022/03/15 111.48 127.30

강릉-동해
2022/03/05 178.20 183.68
2022/03/10 108.75 125.18

대구가창면 2022/03/15 160.80 61.38
안산장상동 2022/03/08 142.40 51.40



해 범위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검증 자료와 비교한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ig. 6과 Fig. 7에서 확인한

바와같이대형산불의경우 VIIRS영상자료에서분류

하여추출한결과가VNP14IMG점기반자료에서추정

하여변환한범위보다검증자료와피해면적뿐만아니

라 산불피해 범위의 공간적 형상이 더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VNP14IMG자료를이용하는것은위성에서

감지한산불의위치를이용해전체피해범위를추정하

는방식이므로복잡한산불의공간적형상이단순화되

었다. 반면 VIIRS영상자료를생성후분류하여추출한

산불의 피해 범위는 영상의 분광 특성 및 화염과 연소

지역위치의관계를이용한다는특징으로인해산불의

공간적 확산을 더 잘 모사하고 있었다. 소형 산불의 경

우 자료의 픽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14.0625 헥

타르에달하고분류기법의특징에따라최소한여러개

의픽셀이하나의클래스로포함되어야하므로그결과

가대형산불의사례만큼유사하지는않은경향이나타

났다. 매우 규모가 작은 산불은 영상에서 연소 지역과

그렇지않은지역이가시적으로식별되지않았으며잘

분류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형 산불에 대해 본 연구에

서제시한방법을이용하면산불의정확한위치와공간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보는 추후 산불피

해 대장과 같은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산불

연구에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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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orest fire damaged area extraction results in Uljin-Samcheock region: (a) 2022/03/05, (b) 2022/03/10,
(c)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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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orest fire damaged area extraction results in (a) Daegu gachang-myeon region (2022/03/15) and (b) Ansan
jangsang-dong region (2022/03/08).

Fig. 7.  Forest fire damaged area extraction results in Gangneung-Donghae region: (a) 2022/03/05, (b) 2022/03/10.



4. 결론

본연구는 VIIRS영상자료를분류하여산불의피해

범위를추출하고그결과를쉽게다른정보와결합할수

있도록자료를구축하는방법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

를위하여 2022년 3월초에발생한두건의초대형산불

과 그와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중형 및 소형 산불을 사

례로선택하여해당기간에한반도를촬영한 VIIRS자

료인 VNP02 자료와 VNP03 자료를수집하였다. VIIRS

자료는 Satpy패키지를사용하여분석에활용할수있도

록GeoTIFF형식의공간자료로변환하는전처리를진

행하였다. 전처리를 완료한 VIIRS영상자료는 산불의

직접적 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화염 및 연소 지역과 간

접적인정보로써이용가능한연기를추출하기위해각

각 열 방사 채널과 단파장 적외선, 가시광선 채널로 구

분하였다. 각각 구분한 영상자료는 ISODATA무감독

분류기법을 사용하여 분류한 뒤 VIIRS영상자료의 시

각적인분광특성과참고자료를활용하여화염과연소

지역, 연기로재분류하고통합하여산불피해범위정보

를생성하였다.

산불피해 범위를 추출하기 위해 VIIRS영상자료를

분류한결과는 VNP14IMG점자료에서변환한산불피

해범위자료와 Sentinel-2 영상에서추출한산불피해범

위자료와 함께 비교하였다. 그 결과 VIIRS영상자료를

이용해분류하여산불범위를추출한것이대형산불에

서 VNP14IMG점자료를변환한산불피해범위자료보

다피해면적과공간적형상에서전반적으로더정확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형 및 소형 산

불의경우자료의해상도의한계로인하여 VIIRS영상

자료를이용한추출결과가실제보다과장되는결과가

나타났으나 VNP14IMG자료기반변환결과는점들의

외곽선을잇는과정에서오히려과소추정되어역시한

계를나타냈다.

VIIRS영상자료를 분류하여 산불피해 범위를 추출

하는 방법은 직접 지표 피복들의 분광 특성을 고려한

기계적 분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성에서 감지한

산불발생자료의위치를표현한점의최외곽선을이어

산불피해 범위를 추출하는 방법보다는 정확하게 나타

났다. 하지만 절대적인 공간 해상도가 높지 않은 자료

를무감독분류하여산불을추출한만큼산불의규모와

강도가작으면분류가잘이루어지지않거나산불의공

간적형상이잘드러나지않는경우가존재한다는한계

가존재하였다. 또한분류된결과를화염이나연소지역

으로구분하는기준이명확하지않으면분류결과가부

정확해질수있기에더욱명확하고일정한기준을확립

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 VIIRS를이용하여화염, 연소지역, 연

기의복합적정보를이용하여산불피해범위를추출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VIIRS영상 자료와 ISODATA

분류기법을활용해구축한산불피해범위추출방법은

향후산불피해모니터링등산불관리와대응을위해활

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추출 과정을 자동화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추출속도와그정확도를더높인다면재난관리

와 지역 산림 자원 관리 등을 위한 준실시간 산불모니

터링에활용가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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