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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는 산불의 예방에서부터 진화,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무인기의 활용방
안 및 현장기술을 개발하였다. 산불 예방기술은 소각행위 탐지와 유선무인기 활용 감
시 기술, 처방화입을 위한 한국형 발화체 및 투하장비 개발이다. 소각행위 발생시점과
주요 발생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소각산불주의보 발령지역에서 산불다발지역 지도와
산불탐지 가시권지도의 중첩을 통해 산불감시 카메라의 감시구역의 사각지역 중 산불
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세분화하여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중첩되어 적정위치로
결정된 구역 중 가시권 분석을 통해 탐지영역이 넓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구분하여 소
각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적정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열화상카메라(VUE PRO
R640)를 장착한 유선무인기로 일몰 이후 시간에 75M 고도에서 최대 소각탐지 거리
를 측정하였다. 소각시험장치는 최대 1,274m로 측정되었고, 비행위치 기준 2.23km
의 공장굴뚝으로 확인되었다. 유선무인기의 산림지역에서의 운용 효율 및 실용성 향
상을 위해 규모 경량화 및 전력공급력을 개선하였다. 무인기를 활용한 처방화입을 실
시하기 위해 시중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소재를 이용하여 한국형 발화체를 개발하였
다. 착화방식에 따라 타이머방식과 심지방식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투하장치는 최
대 6개의 발화체를 동시에 탑재하고 투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입력된 경로에 의해 자
동 투하도 가능하다.
무인기를 활용하여 산불 진화기술을 개발하였다. 산불의 화선 및 잔불의 위치를 추
출하기 위해 열화상 영상지도를 제작하였고 산불의 화선 및 잔불을 추출할 수 있다.
무인기 촬영을 시계열로 반복할 경우 산불의 확산 이동을 탐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이동속도 및 확산방향을 알 수 있다. 산불확산강도 추정 및 피해규모 매핑 알고리
즘 개발하여 이에 대해 각각의 시각에서 면적을 산출하고, 면적의 증가량을 시간 간격
으로 나누어, 각각의 촬영 시각에서의 산불 확산강도를 산출하였다. 주불이후 재발화
(뒷불)를 탐지하기 위해 실시간 열화상 영상 기반 잔불 추적기법을 개발하였고, 무인
기의 비행위치에 대한 비행정보를 기반으로 잔불로 추정되는 영역에 해당하는 영상
중심의 실제 위치 좌표인 영상 중심 좌표를 계산하여 재발화 위치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간 산불정보 매핑을 위해 헬기기반 라이브매핑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열화

상 카메라의 헬기탑재 및 단영상 실시간 전송 기술과 열화상 단영상의 실시간 기하보
정모듈, 웹기반 산불매핑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헬기의 비행궤적을 열화
상 단영상의 중심좌표를 이용하여 표시하였고, 이를 통해 각 영상의 특성분석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불지휘기에서 촬영 시작 후 약 5초 이내에 자동 기하보정된
열화상 단영상이 헬기궤적과 함께 표출된다. 산불진화탄을 무인기에 탑재하고 투하기
술을 개발하기 위해 무인기용 상용 진화탄(Fire extinguish ball) 투하장치를 개발하
였다. 진화용수 살수를 위한 무인기 운용기술 개발을 위해 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활용
한 방화선 구축용 살수무인기를 개발하였다.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맞춤형 산불피해도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무인기
에 탑재한 다중분광센서(Micasense RedEdge-M)를 활용하여 산불피해지역에서 피
해강도별 심, 중, 경으로 구분하기 위해 분광지수 기반 산불 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영
상분류 기반 산불 피해등급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재적,
면적 등 산불 피해등급에 따른 피해물량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무인기의 장점을 활용
하여 산불 피해지의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물량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시
계열 자료를 통한 피해면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활엽수 지역과 중경목의 침엽수
지역에서는 열해 피해 이후 고사하지않고 생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열해피해면
적의 변화는 산불 피해 이후 2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발생되었다.
산불현장에서 무인기를 효율적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였다. 복합적 임
무수행을 위해 3대 이상을 동시에 운용하는 지상통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임
무를 수행하며, 복수의 기체를 동시에 관제, 제어, 데이터 취득을 할 수 있는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 개발을 하였다.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과 배터리 충전 및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전력공급 기능, 무인기의 적재 및 정비를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
다. 이러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최적의 차량구조변경 방안을 마련
하였다. 현재 상용화된 Lidar 센서의 재원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Lidar와
같이 활용하는 GNSS/INS 센서의 자세 추정 정밀도에 따라 원거리 데이터의 품질 차
이가 존재한다. 가격이 높을수록 촬영거리 및 획득포인트 수가 증가하게 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센서를 선정해야 한다.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란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
고 지상에서 원격조종(RC: Remote Control)하거나 사전 입력된 경로에 따라 자동으
로 자율비행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무인기는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
에 따라 자율비행하는 비행체로 자신의 위치, 속도, 자세를 측정하고 주어진 임무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생성하여 비행함. 또한 자체적으로 고장을 진단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다.
항공안전법에서는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무게에 의해 항
공기를 구분함. 600kg을 초과하는 것을 경량항공기, 그 이하를 초경량비행장치로 구
분함. 무인항공기는 150kg을 초과하며, 무인비행장치는 150kg 이하인 초경량비행장
치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정의하며 군
사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민간용 무인기는 대부분 무인비행장치의 범주에 포함된다.
무인기는 UAV, 드론 외에도 UAS(Unmanned Aircraft System), RPV(Remotely
Piloted Aircraft)라는 명칭으로도 표기한다. UAS는 비행체(플랫폼) 위주의 의미에서
운항에 필요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적 의미이며 RPV는 지상의 조종자가 원격조종을
통해 운항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UAS는 UAV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RPV와
드론은 비행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인 틸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무인기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6년 7조2000억원에서 2022년 43조2000억원에 이어 2026년 90조3000
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 드론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193대에 불과했던 정부에 신고된 드론 기체 수는 2019년 9,342대
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드론 업체는 2013년에 131곳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00
곳을 넘겼으며, 같은 기간에 50명대였던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 수는 2019년 기준
2만 명을 넘겼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드론 산업은
17만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고, 29조원에 달하는 부가 가치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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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의 가장 큰 장점은 면적이 넓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험준하고 복잡한
산림지역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그 중 산불의 경우 주간에 대부분 산불진화헬기를 투
입하여 신속하게 진화한다. 저녁 무렵 산불이 발생하거나 발생면적이 대형화되는 경
우에는 야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하기가 어려워
주로 인력에 의해 진화해야 한다. 이때 불길의 확산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형이 험준하고 복잡할 경우 이를 전문가도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
렵다. 만약 이러한 현장에 무인기를 이용한다면 상황은 급속도로 달라진다. 무인기가
현장의 상황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불의 발생을
실시간 감시하여 사전에 산불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과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피해조사 등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불의 예방, 대응, 피해지 현장에서 무인기를 활용하기 위해 필
요한 운용 및 활용방안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현장형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산불 현장에서 무인기 운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무인기 활용 인프
라 구축방안을 도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하였
다. 산불 대응을 위한 무인기 활용을 위해 논밭두렁에서의 소각행위, 사격 훈련에 의
한 군사격장 산불 등 산불예방을 위한 활용기술과 주간 및 야간 산불의 산불 분포탐
지, 진화탄 등 무인기 활용 운용기술 등 산불 현장에 진화기술,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등급 분석, 무인기 활용을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였다.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그에 따른 세부 연구내용은 <표 1-2-1>과 같다.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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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연구개발 목표 및 세부 연구내용
단계

수행기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주요내용

1

2018 ~ 2020

◦산불예방을 위한
무인기 활용기술 개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감시 기술 개발

2

2018 ~ 2020

◦산불진화를 위한
무인기 활용기술 개발

◦야간산불 대응플랫폼 및 기술 개발

3

2019 ~ 2020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무인기 활용기술 개발

◦맞춤형 산불피해도 분석 알고리즘 개발

4

2018 ~ 2020

◦산불 대응을 위한 무인기
기반기술 개발

◦이동형 통합 지상통제시스템 구축

◦접근불능지역 처방화입 기술 개발

◦소화탄 탑재 및 투하기술 개발

◦시계열 기반 피해지 변화모니터링 기술 개발

◦복합센서 탑재 및 활용기술 개발

본 연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림 1-2-1>과 같은 수행체계로 추진하였다.

<그림 1-2-1> 연구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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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접근불능지역 처방화입(處方火入) 기술 개발 / 15
1. 처방화입을 위한 발화기술 조사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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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감시 기술 개발
1. 소각산불 징후예보제와 연동 및 적지선정 방안 마련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가 33%, 소각산불이 29%(논·밭두렁
소각 15%, 쓰레기소각 14%)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은 입산자실화 190건(31%), 소
각산불 114건(18%), 건축물화재 61건(10%) 순으로 산불이 발생하였다. 특히 시간대
별 산불발생특성을 살펴보면 12~15시(275건, 44%) 15~18시(145건, 23%), 9~12시
(81건, 13%)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주로 11시에서 15시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간산불(18~6시 기준)이 110건으로 예년(60건) 대비 약 1.8배 증가하
는 등 주간에 비해 감시망이 취약한 야간시간대 산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감시망이 취약한 야간시간에 소각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최소의 인력으로 최
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무인기를 활용하여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감시 기술을 개발
하였다. 발전기 등 상시전원을 이용한 유선무인기를 이용하여 비행시간을 증가시켰
고, 이에 따라 감시 시간 및 범위를 증대시킬 수 있다.
무인기를 활용한 산불감시를 위해 적정 시기 및 위치 결정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
하였다. 소각행위 발생시점과 주요 발생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현행 소각산불주의보
및 대형산불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시군구 기준)을 대상으로 광역적인 대상지를 선
정할 수 있으며, 소각산불주의보 발령지역에서 산불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산불다발지
역 지도와 산불감시카메라의 감시구역을 나타내는 산불탐지 가시권지도의 중첩을 통
해 산불감시 카메라의 감시구역의 사각지역 중 산불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세분
화하여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중첩되어 적정위치로 결정된 구역 중 가시권 분석을 통
해 탐지영역이 넓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구분하여 소각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적정 위
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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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소각산불 및 대형산불 예보결과와 각종 산불지도의 중첩을 통한 적정지역 선정

2. 초경량비행장치 특성에 따른 소각행위 탐지능력 분석
가. 계류식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야간 소각행위 탐지 성능 평가
야간 소각행위 탐지 수단으로서의 비행선, 애드벌룬 등 계류식 초경량비행장치를 활
용하여 야간 소각행위 탐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 비행선 및 애드벌룬은 별도의 장치 없이 기낭과 헬륨 가스로 쉽게 장시간 제자리
비행 가능하여 전력에 운용되는 일반적인 무인기에 비해 장점이 뛰어남.
◦ 유선무인기와 달리 자동 비행제어가 어려움. 특히 강풍 등 외부 환경여건에 의해
운용성 차이가 매우 커 장시간 정밀한 위치제어 한계가 나타남.
◦ 헬륨가스 이용으로 재사용 불가하여 경제성이 낮은 단점이 있음.
※ 비행선 기준, 1회 주입 약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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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지형의 경우 보관 또는 고정 방법에 대한 어려워 정밀한 영상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2> 계류식 비행선(좌) 및 애드벌룬(우)

야간 촬영을 위해 소각행위 감시가 용이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열화
상카메라 FLIR VUE PRO R640 열화상카메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야간 촬영을 위
한 열화상카메라의 렌즈가 13mm이고 해상도 640 x 480 pixel 일 때 이론적 탐지거
리는 1.8m 성인의 경우 약 390m이고, 2.3 x 2.3m 목표물의 경우 약 1,080m의 거
리를 탐지할 수 있다.

<그림 2-1-3> 해상도 640x480 pixels 탐지인지 및 식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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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간 소각행위 탐지를 위한 유선무인기의 운용장비 개선 및 성능평가
야간 소각행위 탐지를 위해 유선무인기의 운용장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고 임무
장비를 탑재하였다.
◦ 유선비행로봇 개조 개발
- 운용고도, 50->75m 개선
- 고정형 -> 폴딩형 모터암 구조로 개선
◦ 지상통제장비 개조 개발
- 장시간 비행에 적합하도록 통제컴퓨터와 외부조종기 분리
- 직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관제형상 UI 변경
- 위성지도 자동업데이트 기능 추가
◦ 윈치장비 개조 개발
- 테더케이블 길이 확장, 75->100m
- 리버스캠으로 케이블 꼬임 방지 및 정렬 기능 개선
- 전원시스템 개선
◦ 임무장비 개조 및 검토
- 주야간 카메라 IF 시험 및 비행시험
- 야간 카메라 IF 시험 및 비행시험
- 카메라 적합성 검토
유선무인기의 운용장비의 비행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해 현장시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열화상카메라(VUE PRO R640)를 장착한 유선무인기로 일몰 이후 시간에 75M
고도에서 최대 소각탐지 거리를 측정하였다. 야간 소각행위 탐지 시험은 유선무인기,
지상통제장비, 윈치장비, 야간카메라, 소각시험장치로 구성하였다.
200L 드럼통에 불을 피운 소각시험장치를 소각행위로 가정하고, 측정거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지에서 시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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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소각행위 탐지를 위한 시험개요

야간 소각행위 탐지 시험환경은, 열화상카메라(VUE PRO R640)의 DRI 성능을 고
려하여 1km 이상의 시험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17번지
반경 1.3km 선정하였고 소각시험장치의 이동은 안전을 고려하여 소각시험장치 이동
인원 2명, 전후방 안전봉 인원 2명, 소화인원 1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1-5> 소각시험장치 및 시험계획 구간

시험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서 2회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1차 시험
에는 소각시험장치는 최대 1,278m로 측정되었고, 소각시험장치의 소각행위자는 탐
지하지 못하였다. 2차 시험에는 소각시험장치는 최대 1,274m로 측정되었고, 소각행
위자는 약 85 ~ 100m 사이에서 소각행위자 5명을 탐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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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교량 및 최대거리 야간사진 vs 3D지도 비교

시험환경의 제약조건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좌측 10m 이상의 가로수 영향으로 인하
여 열화상카메라와의 LOS(Line Of Sight)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순간적으로 불꽃을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1, 2차 시험에서 소각행위자 탐지 여부는 열화
상카메라의 온도범위 설정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확인되었다. 시험계획 구간 외 열화
상카메라의 기타 물체 탐지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시험환경에서 최대 탐지 가능
한 물체를 확인하는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최대 측정가능한 거리는 유선비행드
론의 비행위치 기준 2.23km의 공장굴뚝으로 확인되었으며, 0.9km 밖 경부고속도로
의 이동 차량이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1-7> 최대 탐지거리 2.23km(공장굴뚝)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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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소각행위 탐지를 위한 유선무인기 및 열화상카메라의 성능 평가결과를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 주요 시험결과
- 장비운용 누적시간 : 약 200시간 / 80소티
- 최대 야간 소각행위 탐지거리 : 1,270m 이상
- 소각행위자 탐지거리 : 약 100m 이내
- 2.23km 거리 공장굴뚝 탐지 가능 확인

다. 야간 소각행위 탐지를 위한 유선무인기와 산불감시카메라의 비교
야간 소각행위 탐지를 위해 유선무인기와 현재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를 비
교하였다. 유선무인기는 산불감시 카메라에 비해 높은 고도에서 산불감시가 가능하여
야간소각행위 탐지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임무장비 교체 탑재가 가능하여 임무
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산불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음역지역에서 즉시
설치하여 운용이 가능하다. 세부 기능에 따른 비교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1> 산불감시카메라와 유선무인기의 비교
항목

산불감시카메라

유선무인기

카메라 종류

주·야간

주·야간(교체 가능)

회전각도

고정 또는 0 ~ 360︒

0 ~ 360︒

PTZ 제어

가능

가능

설치 형태

고정형

이동형

감시 고도

설치장소 기준, 약 5m 이내

설자장소 기준 75m 이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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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야간 산불감시용 유선무인기 개발
유선무인기의 산림지역에서의 운용 효율 및 실용성 향상을 위해 규모 경량화 및 전
력공급력을 개선하였다. 유선무인기의 현장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유선무인기의
규모를 개선하여 기존 크기 150 × 150 × 70cm, 무게 12kg을 크기 100 × 100
× 50cm, 무게 6kg로 경량화하였다.
또한, 전력공급 개선을 통한 최대 비행고도를 향상하였는데 기존 전력 1500W일 때
최대고도 75m에서 개선 시 전력 2,000W일 때 최대고도 100m로 향상되었다. 비행
고도에 따른 비행시간 테스트 결과 비행고도 30m일 떄 5시간 연속비행을 성공하였고
(10:00~15:00) 착륙 직후 모터, 변속기, 전원공급장치 등 발열상태 양호하였다(대기
온도 18℃ 기준).

<그림 2-1-8> 자체 개발 유선무인기(좌) 및 비행테스트 결과

3.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저감을 위한 계도 기술 개발
소각행위를 하기 전 무인기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소각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해 무인
기에 스피커 탑재하였고 이에 따른 음성전달거리 및 통신거리를 테스트하였다. 그 결
과 스피커 사양이 음량 80db(100m)이고 RF(Radio Frequency)로 통신제어를 할 경
우 최대 음성거리 1km로 나타났고 음성의 의미를 인지할 수 있는 인지가능 음성전달
거리는 200m, 통신거리는 1k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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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 캠페인송’또는‘직접음성 전달’로 계도 기능을 개선하였는데 녹음파일
(MP3, WMA 등) 또는 직접음성 수신으로 소각행위 감시기능 강화할 수 있으며, 추후
양방향 통신을 위해 지향성 마이크 탑재할 경우 소각행위 계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2-1-9> 소각행위 계도용 스피커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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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접근불능지역 처방화입(處方火入) 기술 개발
1. 처방화입을 위한 발화기술 조사
최근 군사훈련으로 기인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불발탄, 화약, 지
뢰 등이 혼재되어 있어 산불 발생 시 인력에 의해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
다. 이러한 이유로 산불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인 연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 산불이 일어나기 전 불로써 연료를 제거하는 방법이
처방화입(處方火入) 기술이다. 처방화입 기술은 국외에서는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핫샷(Hotshots)이라는 팀도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큰 산불로 확대될 수 있어
시범적용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일반산림이 아닌 군사격장처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산불예방에 용이할 수 있다.
최근 처방화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무인기를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방화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링컨대학교에
서 개발한 Fireball drone은 탁구공 크기의 발화체를 투하하여 2 ~ 3분 후 발화시키
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 발화체는 내부는 가연성 액체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늘형
태의 핀으로 점화하는 방식이다. 발화열이 범위가 10cm 안팎으로 좁아 많은 양의 발
화체를 투하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스로우프레임 社에서 개발한 TF-19 WASP
화염방사기는 무인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무게가 2.2kg, 3.8리터의 연료로 최대
7.6m 방사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연속하여 100초간 가능하다. 사용하기는 편리하나
강풍이나 무인기 추락 시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본 목적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이 커 국내에서는 관련 법제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수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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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Fireball drone(좌) 및 무인기 장착 화염방사기(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격장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처방화입을 실시하고자 시
중에서 쉽게 구입가능한 재료롤 이용하여 한국형 발화체를 개발하였고, 이를 무인기
로 투하할 수 있는 임무장비를 개발하였다.

2. 발화체 탑재 및 투하기술 개발
가. 한국형 발화체 개발 및 투하 모듈 개발
무인기를 활용한 처방화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발화체가 필요하지만 국외에서 개
발한 발화체는 수입이 어렵고, 국내 관련 법규 문제로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
유로 시중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소재를 이용하여 한국형 발화체를 개발하였다. 한국
형 발화체의 구성은 화약, 액체연료, 고체연료 등이 필요한데 캠핑용으로 시중에서 쉽
게 구입이 가능한 폭죽과 캠핑용 착화제, 번재탄을 조합하였다. 또한 착화방식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타이머방식과 심지방식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타이머방식은 무인기에서 투하이후 안전핀이 분리된 즉시 설정된 타이머가 가동되
어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화체에 내장된 배터리의 전류로 화약에 직접 점화하여 액체
연료로 착화한 후 지속적인 연소를 위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심지방식은
무인기 투하모듈에서 직접적인 전류를 일으켜 점화시킨 후 투하하는 방식으로 이후과
정은 타이머방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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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배터리방식의 발화체 작동원리

<그림 2-2-3> 심지방식의 발화체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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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체 테스트 결과 20cm 정도의 발화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발화시간은 약 10초
로 나타났다. 사용 대상지에 따라 화약을 외부에 추가할 경우 최대 100cm 까지 발화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발화체를 투하하기 위한 무인기용 투하모듈은 개폐 및 착화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지
표 혹은 공중에서 발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개폐와 착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발화
방식은 심지방식에 한정되고 개폐장치의 개방과 동시에 전자스위치가 작동하여 발열
장치를 통해 심지가 착화되는 방식이다. 타이머식의 경우 원하는 투하위치 선정 이후
비행고도 설정할 수 있고 일정 비행고도에서 중력가속도 법칙에 의하여 발화장치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산정하여 투하할 수 있다.

<그림 2-2-4> 무인기용 발화체 투하장치의 회로도 및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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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h=낙하높이, g=중력가속도, t=낙하시간임.


    ···①,






··· ②





투하장치는 투하 개폐장치, 열선, 발화장치 거치대 및 고정장치 등으로 구성되는데
투하 개폐장치는 디스펜서형 개폐장치로써 서브모터의 움직임을 이용한 좌우 슬라이
드 방식으로 개폐한다. 열선은 니크롬 선(스프링형)에 전기를 공급하여 열을 발생시키
는 장치이며 발화장치 거치대 및 고정장치는 발화장치를 거치·고정하기 위한 장치로
전자스위치와 개폐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투하장치는 최대 6개의 발화체를 동시에 탑
재하고 투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입력된 경로에 의해 자동 투하도 가능하다.

<그림 2-2-5> 투하장치 및 발화체 모식도(좌)와 실제모습(우)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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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사격장 시험결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군사격장을 대상으로 한국형 발화체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군가격장은 불발탄 등 인명피해 위험이 높아 자동 투하를 실시하였으며, 기상, 임상,
지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투하위치를 결정하였다.

<그림 2-2-6> 군사격장 처방화입 구역(좌) 및 무인기용 발화체 투하모듈(우)

Waypoint 설정하여 최대 80m 높이에서 투하한 결과 투하위치 오차 ±1m 이내로
나타났으며, 인력수행보다 많고 다양한 지점에 투하할 수 있어 처방화입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그림 2-2-7> 군사격장 발화시험 - 컬러(좌) 및 열화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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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산불진화를 위한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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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무인기 기반 산불 대응플랫폼 및 기술 개발
1. 시계열 촬영을 통한 실시간 야간산불 확산규모 분석기법 개발
가. 열화상 영상에 따른 산불의 확산 탐지기술 개발
주간에 산불진화가 길어져 야간으로 이어지면 산불진화헬기는 운항이 제한되어 철
수를 하게되고 인력에 의한 진화작업으로 이어진다. 넓고 지형이 복잡한 우리나라의
산지특성으로 인해 진화대원의 접근성이 떨어져 야간산불 진화작업이 어려움을 겪는
다. 특히, 산불의 분포 및 확산정보를 알기 어려워 진화대원들의 안전에 더욱 취약하
게 된다. 또한, 산불의 확산 및 현황정보가 부족하여 제대로된 진화전략을 수립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기를 활용하여 산불의 화선 및 잔불을 탐지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산불의 화선 및 잔불을 탐지하고 이를 정확한 영상지도로 매핑하기 위해서는 항공
측량기술의 접목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사진측량기술과 무인기 운항기술이 결합되어
유인항공기 기반의 항공측량시스템에서 무인기 기반의 항공측량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였다. 즉, 항공측량용 열화상카메라를 무인기에 탑재하여 비행한 뒤 촬영한 자
료를 정사모자이크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이다. 또한 정사모자이크로 제작된 열화상
영상을 분석하여 산불의 화선 및 잔불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FLIR 社의 Vue pro R이라는 열화상카메라를 무인기에 탑재하여 열화상
단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열화상 단영상을 후처리 S/W(PIX 4D)를 활용하여 정
사모자이크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 열화상 단영상의 영상신호값(DN)은 14bit 형식
의 포맷으로 0.04를 곱하여 절대온도(K)로 변환한 후 273.15(K)를 빼면 섭씨온도(℃)
로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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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의 화선 및 잔불의 위치를 추출하기 위해 정사모자이크영상에서 온도의 임계치
를 설정하여 추출해야 한다. 제작된 열화상 영상지도는 모자이크 과정에서 순수한 영
상신호값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기 위해 영상에서 육안으로 잔불을 판독
한 뒤 이를 임계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산불의 화선 및
잔불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림 3-1-1> 열화상 영상지도(좌) 및 산불 화선 추출 결과(우)

무인기 촬영을 시계열로 반복할 경우 산불의 확산 이동을 탐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동속도 및 확산방향을 알 수 있다. 또한, 진화효과에 따른 진화전략수립에 매
우 효과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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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시계열 변화에 따른 산불 확산 탐지

나. 산불 영역의 피해 범위 결정
산불의 확산규모 및 각 영상에서 산불의 피해지를 산정하는 데에는 Convex Hull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이는 하나의 영상에서 산불 영역을 탐지했을 때, 그 분포가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각 산불 피해영역을 연결하는 범위는 이미 산불의
피해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즉, 산불이 이미 타고 지나간 영역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산불은 발화점으로부터 번져나가며, 일반적으로 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확장 패턴을
가진다. 이에 착안하여, 산불의 시계열 열화상을 촬영한 경우, 발화점 - 영상1 - 영상
2 - ... - 영상N 까지의 각 영상의 산불영역을 구하고, 이들을 취합하면 영상N을 촬영
한 시각까지의 산불 피해영역으로 추산하는 방식이다. 각 시계열 영상 간의 시간 해상
도가 높지 않은 경우, 산불영역이 연속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영
상X와 영상X+1의 피해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다각형을 두 영상 시각에 대한 피해영역
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영상X에서 영상X+1로 진행하는 동안, 산불 영역이 영상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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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영상X+1의 영역으로 번져갔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한다.
초록색 못으로 표출된 꼭지점을 연결하는 다각형이 Convex Hull이 된다. 무작위로
박혀 있는 못 주변을 고무줄로 연결할 경우 꼭지점이 되는 못들을 찾는 것이 이 알고
리즘의 목표이다.

<그림 3-1-3> Convex Hull Algorithm / Kusan Ranga Wijeweera

공간상에 무작위로 분포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 점들을 모두 아우르는 외곽의 볼록
꼭지점을 추출해 내는 알고리즘을 Convex Hull 알고리즘이라고 하며, 이는 가장 단
순한 Jarvis’s march 알고리즘으로부터 속도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Graham 스캔,
Chan 알고리즘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미 구현되어 공개된 라이브러리들이 충분히
있다. IDL에서는 Triangulate 프로시저를 이용하여 부속적인 산출물로 Convex
Hull을 구할 수 있다. 평면상의 x, y로 이루어진 점들에서 Delaunay 의 삼각형을 구
하여 이들의 연결 꼭지점을 찾아 주는 것이 Triangulate 프로시저의 본연의 목적이
나, 옵션으로 네 번째 변수를 지정하면, 외곽선을 연결하는 꼭지점의 인덱스를 네 번
째 변수에 배열로 저장하게 된다. 이 꼭지점을 연결하는 다각형이 Convex Hull이 된
다. Delaunay의 삼각망을 구성하고 이로부터 외곽점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처리 속
도면에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며, 실제 열화상 영상에 이를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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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처리 속도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nvex Hull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산불 피해영역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데에 사
용한다.
열화상 영상에서 산불 영역을 탐지한 후, 이에 대해 산불 피해 영역 산정 알고리즘
을 적용하였다. 산불 영역으로 검출된 모든 픽셀의 좌표를 입력 자료로 하여 Convex
Hull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그림과 같이 산불 영역의 가장 바깥쪽을 잇는 다각형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현재 촬영된 시각의 상황을 설명하는 산불피해 영역이
되고, 발화점과, 이전 단계의 촬영 자료까지의 다각형의 꼭지점을 모두 이용하여 다시
Convex Hull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발화 이후 현재까지의 피해 영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1-4> 산불 피해 영역 산정 알고리즘 적용

2018년 2월 12일 오후 20시 열화상 사례에 대하여 수행한 결과는 위 그림과 같다.
영상으로부터 임계값 50℃ 이상을 보이는 산불영역을 찾은 결과 총, 10,907개의 화
소를 찾았으며, 이를 X, Y 좌표로 하여 Convex Hull을 구한 결과 총 32개의 꼭지점
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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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계열 영상을 이용한 산불 확산강도 추정 및 산불 피해지 매핑
발화점의 위치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위도 좌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각각의 영상에 대해 열온도 변환식을 적용하고, 임계값 이상의 화소를 산불영역으
로 추출하여 Convex Hull을 추출한다. 이 때의 좌표는 픽셀좌표로, 해당 영상에만
적용되는 좌표계이다. 발화점과, 향후에 촬영될 영상에서 추출된 좌표들과의 좌표계
통일을 위하여, 해당 영상의 Convex Hull 꼭지점의 픽셀좌표를 절대좌표로 변환한
다. 이러한 영상들을 모두 처리하는 동안의 꼭지점 좌표는 따로 List를 구성하여 관리
한다.

<그림 3-1-5> 산불확산강도 추정 및 피해규모 매핑 알고리즘 개요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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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같이 i번째 영상을 처리하게 되면, 1~i 번 영상 각각의 Convex Hull
꼭지점을 취합하여, i번째 영상까지의 산불 피해 영역으로 산출한다. 또한 i-1번째까
지의 산불 피해 영역과 i번째 영상까지의 산불 피해 영역의 면적 차이를 구하고, 두
영상간의 촬영 시간 차를 적용함으로써, 시간당 산불 확산 면적, 즉 산불 확산 강도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 N개의 시계열 영상을 촬영한 경우, N번째 영상까지 모든 영상
의 Convex Hull 꼭지점을 취합하여 최종적인 Convex Hull을 구함으로서, N번째
영상의 촬영 시각에 대한 최종적인 산불 피해규모를 매핑할 수 있게 된다.
연구에 사용한 무인기 열화상영상은 2018년 2월 12일~13일에 발생한 강원도 삼척
시 도계면 산불 영상이다. 이 기간 동안 3회의 촬영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영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1-1> 분석에 사용한 산불 시계열 열화상 영상 목록
영상이름

촬영시각

공간해상도

도계20시_transparent_mosaic_thermal ir

2018/02/12 20시

0.93421m

도계06_transparent_mosaic_thermal ir

2018/02/13 06시

0.98771m

도계19_1_transparent_mosaic_thermal ir

2018/02/13 19시

0.88751m

2월 12일 20시 영상이 도계 산불의 무인기 열화상 영상의 첫 촬영이다. 이 영상에
대해 40℃이상으로 탐지된 영역을 아우르는 Convex Hull을 구성한 것이 노란색으로
매핑된 영역이다. 2월 13일 06시 촬영 영상에서 해당 시각의 산불로 탐지된 영역은
하늘색으로 표출된 영역이다. 이에 대해 해당 시각에 대해서만 산불 피해영역을 산정
하여 주황색으로 표출된 영역으로 산정된다. 발화점으로부터 이전 12일 20시 영상의
피해지(노란색으로 표출)와 해당 시각의 피해지(주황색으로 표출)를 산정한다면, 각각
의 꼭지점에 대해 다시 Convex Hull을 구하여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종
산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2월 13일 19시 영상의 산불 영역으로 탐지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출하였다. 이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면적, 즉, 13일 19시의 산불
피해면적은 빨간색으로 표출된 영역이다. 발화점, 12일 20시 영상, 13일 06시 영상,
13일 19시 영상을 모두 겹쳐서 표출하였고, 이에 대해 각 영상의 피해지 다각형과
발화점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의 Convex Hull을 산출하면 그림에서 초록색 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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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다각형이 된다. 이 면적을 산불 발화 이후, 현재 시각(2월 13일 19시)까지의
산불 피해영역으로 산출하였다.

<그림 3-1-6> 시계열 열화상 영상에 따른 시기별 피해면적 분석 결과

발화점 이후 3개 시각의 촬영 영상을 분석하며, 산불피해영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
는 형태를 표출하면 위 그림과 같다. 이에 대해 각각의 시각에서 면적을 산출하고, 면
적의 증가량을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각각의 촬영 시각에서의 산불 확산강도를 산출
하였다.
<표 3-1-2> 산불 피해면적과 시간당 피해면적 분석 결과
촬영시각

피해면적(㎡)

면적증가(㎡)

시간당 피해면적(㎡/hr)

2018/02/12 20시

300,308

2018/02/13 06시

615,993

315,685

31,568 ㎡/hr

2018/02/13 19시

760,432

144,439

11,110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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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불이후 재발화(뒷불) 탐지기술 개발
가. 실시간 영상 기반 잔불 추적기법 개발
실시간 열화상 영상 기반 잔불 추적기법은 무인기가 이동 중에 촬영하고 있는 열화
상 비디오 영상에서 잔불로 추정되는 영역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무인기의 비행위치
를 고려하여 잔불로 추정되는 영역의 위치 좌표를 계산하고, 위치 좌표에 해당하는
지점을 표시하여 잔불이 발생한 영역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그림 3-1-7> 실시간 열화상 영상기반 잔불탐지와 매핑 방안

먼저 무인기가 이동 중에 촬영하는 비디오 영상에서 잔불로 추정되는 영역을 탐지
하기 위해 원시영상의 색상을 그레이 영상 및 일정 크기로 변환하여 기 설정된 조건의
값을 가지는 부분을 잔불로 판단, 해당 영역을 마킹한다. 영상 이미지 내의 밝은 값들
은 빨간 테두리 처리하였고, 이미지를 출력하고 아래 그림처럼 1번부터 4번까지 반복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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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열화상 영상을 이용한 영상처리과정 구현

나. 재발화 위험지역 매핑기법 개발
무인기의 비행위치에 대한 비행정보를 기반으로 잔불로 추정되는 영역에 해당하는
영상 중심의 실제 위치 좌표인 영상 중심 좌표를 계산한다. 비행정보는 비행체 좌표,
고도 및 무인기에 설치된 짐벌의 설정 각도를 포함한다. 여기서, 영상 중심 좌표는 무
인기의 위치에서 잔불로 추정되는 영역까지의 시선 벡터를 이용하여 잔불로 추정되는
영역의 영상 중심의 고도가 0에 근접한 지점의 좌표를 계산하고 시선 지표면 좌표까
지의 수평 거리를 계산한다.

<그림 3-1-9> 영상 중심좌표를 이용한 매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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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메타데이터로부터 획득한 INS 정보를 이용하여 동영상 화면 중심의 지점까지의
카메라 시선벡터 산출하고 영상중심의 제로(0) 고도 지점(A′) 좌표를 시선벡터를 이용
하여 산출한다. 이후 영상 중심의 실제 위치(A) 지점의 좌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A′지
점부터 역으로 DEM정보를 탐색하고 DEM상의 지점 고도값이 시선벡터 상의 고도보
다 높아서 시선벡터가 지형과 만나는 최초 지점(A″)을 탐색한다. 비행체 위치로부터
DEM정보를 순방향으로 탐색하여 시선벡터가 지형과 만나는 최초 지점(A″)을 탐색할
수도 있다. 영상 중심좌표 계산은 탐색된 A″지점과 A‴지점의 좌표, 그리고 고도값을
평균한다.

<그림 3-1-10> 위치 추적을 위한 추정 알고리즘

다. 웹기반 지도시스템을 통한 잔불 위치 매핑시스템 구현
무인기의 카메라를 바로 아래 (90°) 일 때 오차 발생률이 가장 적고 상하 각도를
움직여 수평(0°)에 가까울수록 오차 발생률이 높아진다. 10 ~ 90°사이는 변화가 미비
하지만 0 ~ 10°사이는 값이 급격히 변한다. 11 ~ 20°의 사이가 미비할 것 보이지만
해당 영역을 확대하여 보면 11°고도 500m에서 오차는 220m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로 21°에서 90°영역 사이를 살펴보면 21°에서 65m 정도의 오차가 발
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 촬영 각도를 되도록 직하방 (90°) 에서 오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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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적은 (70°) 이내 촬영을 해야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즉, 카메라 각도
90°~ 45°에서 평균 ±10m 오차가 발생하며, 산림지역에서 ±10m은 수목 1본의 수
관폭과 유사하므로 충분히 활용가능한 정확도라고 판단된다.

<그림 3-1-11> 조종자 화면(좌)과 잔불탐지 위치(우)

3. 야간산불 대응플랫폼 개발
가. 진화자원의 위치 및 상태 실시간 공유방안
산불 발생 시 매우 다양한 자원을 대거 투입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진화하기 위
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자원의 투입상황과 산불의 확산과 진화정도에 따
라 시의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 ICT기술의 발달로 산불상황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전자적인 상황도을 구현하여 일선에서 활용 중이며, 산불확산예측시스템도 산불 발생
위치, 확산정도, 투입된 진화자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상황판 역할을 수행
하도록 구현되어 왔다.
산불상황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보다 현장
감있게 표현되는 것이고, 이러한 현장감을 좌우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
서 발생하는 사건이 상황판에 보여지기까지의 시간차, 즉, 실시간성이다. 현재 산림청
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상황판 관련 시스템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그 변화가 변영되는
것은 헬기운항 정보, 지역날씨 정도이고 나머지 다른 정보는 대부분 인력의 보고에
의해 갱신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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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산불상황도 공유

산불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은 헬기이며 헬기는 이미 실시간 운항정보를 상
황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헬기 외 인력, 장비, 차량 등의 위치는 투입된 현장
담당자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구두보고 및 상황판에 직접입력을 통해 상황
공유를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시간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실수에 의한 누락 등의
위험요소도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투입된 자원의 위치와 상태를 자동으
로 수집하여 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산불
상황 시 투입된 자원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성의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장에 투입된 진화자원의 위치와 상태는 GPS와 통신장치를 가진 휴대장치에 의해
수집되고 특정 주기에 지속적으로 서버로 보내지게 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이러
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판에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를 수신하
기 위한 API를 구현하였다. 또한, 현재 위치와 상태, 메시지 등을 송신하도록 VO를
구현하였다. 투입된 진화자원의 실시간 위치 및 상태 수집 API는 기존 상황공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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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haring package 내 SharingController와 SituationMapEvtServer 클래스에
필요한 루틴을 추가 구현하였다.

나. 현장운용용 어플(프로토타입) 개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차량, 장비 등의 위치 및 상태를 서버에 보내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응용 가능한 장비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등의 모바일장비이다. 이러한 장비
는 기본적으로 현재 위치를 수신할 수 있는 GPS와 이동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통신모듈을 가지고 있다. 또, 보편화된 개발환경을 통해 필요한 응용소프트웨
어의 개발이 용이하다.
현장운용용 어플의 프로토타입에 사용할 모바일기기의 종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층이 가장 두텁고 개발지원이 용이한 안드로이드 또는 iOS 기반 네이티브 앱
(native app) 형태의 개발을 고려하였으나 개발소요 기능의 수준이 평이한 점, 일반
적인 웹 응용소프트웨어의 구현범위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한 점, 프로토타입 형태의
개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웹 형태의 어플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러한 웹 앱은
별도의 설치없이 모바일기기에 기본 탑재된 브라우저로 충분히 구동 가능해 장비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 업그레이드 시 별도의 과정이 필요없다는 점,
향후 네이티브 앱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그러나 향후 기기의
센서 정보 취득 등 보다 심화된 스마트기기 기반 기능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확대 적용 시에는 네이티브 앱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웹브라우저에서 위치를 수신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은 HTML5에 도입된
Geolocation API이다. Geolocation API는 GPS, WIFI, 기지국 등의 정보를 이용
해 확인되는 현재 위치를 WGS84 경위도로 값을 수신할 수 있다.
현장대응 활동 중인 인력이 스마트기기를 직접 조작해 그 위치를 보고할 수 없으므
로 현재의 위치와 상태를 자동으로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JavaScript
를 통해 구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timer객체를 사용하는 것인데, setInterval()을
통해서 주기적인 상태보고 함수 호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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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현장운용용 어플(프로토타입) 개발

4. 주간 산불정보 매핑을 위한 헬기기반 라이브매핑시스템 개발
대형 또는 현안성 산불 발생 시 산불의 확산 및 진화현황 등을 종합한 산불상황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산불상황도는 산림청 중앙산불대책본부와 현장대책본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본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산불상황도 작성을 위해 주간에는 헬기 비디오영상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에는 열화상카메라가 탑재된 무인기의 활용을 통해
산불의 화선 및 잔불을 정밀하게 매핑하고 있다.
전체 산불발생의 90~95%를 차지하는 주간산불은 대형화될수록 연무로 인한 사각
지대가 많아져 헬기 비디오영상으로 산불현황 분석이 어려우나, 야간산불은 연무를
투과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여 정밀한 탐지가 가능하다. 주간산불 대응 시
산불진화헬기의 안전을 고려하여 무인기 투입은 어려워 열화상카메라를 헬기에 탑재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6

▁ 제Ⅲ장 산불진화를 위한 무인기 활용기술 개발

<그림 3-1-14>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표출(헬기영상(上), 열화상 분석결과(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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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화상 카메라의 헬기탑재 및 단영상 실시간 전송
열화상카메라를 헬기에 탑재해야 하나, 헬기가 빠른 속도로 비행할 경우(180km/h
이상) FLIR 카메라가 설치된 짐벌이 강한 풍속으로 인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무인기인 매빅2(열화상카메라 탑재)를 선정하였다. 매빅2는 비교
적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여 산림청에서 산림항공본부 및 관련 관리소에 대부분 보
급하였다. 추가 구입비용이 투입되는 FLIR 카메라에 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를 활용하는 방향을 결정하였다.
헬기의 철강재료는 전파방해 요인이 있어 매빅2 설치 시 GPS 및 콤파스 교란 등을
고려하여 헬기 우측 랜딩스키드에 전용 포드를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하여 탑재하였다.

<그림 3-1-15> 열화상모듈의 지휘헬기 탑재

매빅2에서 촬영한 열화상 단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 WIFI SD카드 꽂고
실시간으로 스마트폰(패드)에 저장하여 LTE 방식으로 열화상 단영상을 클라우드 서버
에 전송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된 열화상 단영상을 자동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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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서버로 전송하는데 열화상 카메라 촬영 직후 자동기하보정 서버로 전송되는 시
간은 약 2~3초 소요된다.

<그림 3-1-16> 열화상 단영상의 실시간 전송 원리

다. 열화상 단영상의 실시간 기하보정모듈 개발
모니터링 및 매핑 등의 분야에서 드론 영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센서 모델
링 기술의 적용 및 드론 매핑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상용 소프트웨
어와 항공 영상 처리 전용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출시되었으며, 드론용 정밀 센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다. Kedzierski et al. (2016)은 UAV를 이용
한 정사 영상 생성을 수행하고 기본지도를 업데이트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0.23m의
최대 RMSE를 보고했다[1]. Rhee and Kim, (2017)은 사진 측량 기반의 드론용 번들
조정 기법을 제안했으며, 조정된 위치/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1 : 1000 축척의 지도
생성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4]. 이러한 실험에서는 드론 영상을 획득 할 때 위치 및
방향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정밀한 매핑을 위한 지상기준점의 입
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준 프레임에 대한 센서의 외부 방향 정보, 위치 및 각도는 정확한 센서 모델링
및 매핑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또한 지도 좌표 상에서의 회전각의 정의는 정확한 센
서 모델보다 우선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진 측량 소프트웨어는 오일러 각도로 방향
각도를 표현한다. 이러한 각도는 참조 프레임을 회전하고 이미지 프레임과 정렬하는
데 사용되는 각도로 정의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드론은 영상 획득 시 플랫폼 내부 내
비게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세정보를 출력한다. 또한 드론 영상 처리의 경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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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매핑을 위한 회전각 정
보를 사진 측량기반의 각도로 변환하는 것은 어려우며,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드론에
맞추어 회전각 변환을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드론 업체인 DJI社는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에서의 실시간 매핑 기술을 보
유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드론의 생산 및 조정이 가능한 DJI의 경우 드론의 회전각
변환이 자체적으로 정의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각에 변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의 적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해당 제품에만 연동되어, 타 드론이
나 다른 센서에서 획득된 영상의 매핑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으
로의 커스터마이징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드론 매핑 서비스인 라이브 드론맵 기술이 보고된 바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매핑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산불 모니터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매핑 적용을 위해서는 보유한 센서 및 부착할 탑재체에 최적화하기 위한
원천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1) 라이브매핑을 위한 좌표변환 방법
(가) 좌표계의 정의
드론 등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으로부터 얻은 기체의 회전각인 Roll,
Pitch, Heading (RPH)형태의 자세각을 사진측량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Omega,
Phi, Kappa (WPK)로 변환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좌표를 기체좌표계로 변환하고 최
종적으로 사진측량 좌표계인 UTM 좌표계에서의 회전각을 계산하기 위한 각 좌표계
에 관한 정의와 변환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야 한다.
① 영상좌표계
영상좌표계는 내부의 좌표계로 영상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이다. 아래 그
림과 같이 x, y축과 촬영중심 방향으로 z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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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영상좌표계의 원리

② 네비게이션 좌표계
네비게이션 좌표계는 동서남북을 축으로 하는 위한 좌표계이다. 이때 North 방향이
x축, East 방향이 y축, 지면방향이 z축이 된다. 변환해야 할 Roll, Pitch, Heading
(Yaw) 회전각 체계는 이러한 네비게이션 좌표계에서 기체로의 변환을 위한 회전각으
로, 오일러 각의 연산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오일러 각의 계산을 위한 순서는 Roll,
Pitch, Heading 순의 회전으로 적용한다. Roll, Pitch, Heading의 각도 정의는 다
음 그림과 같다.

<그림 3-1-18> 네비게이션 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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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의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방향으로 x축, 진행방향 우측으로 y축, 지면
방향으로 z축을 갖는다.

<그림 3-1-19> 비행체 좌표계 및 ECEF 좌표계

③ 지구중심 고정 좌표계
지구중심 좌표계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좌표계로 위 그림과 같이 자오선을 기준
으로 X, Y, Z축으로 표현되는 좌표계이다.
④ UTM 좌표계
UTM 좌표계는 전 지구상의 위치를 통일된 체계로 나타내기 위한 격자 좌표 체계이
다. 지구를 경도 6도 간격으로 나누고, 위도 8도 간격으로 나누어 총 60x20개의 격자
로 나눈다. 그 후 각 구역마다 설정된 원점에서의 종, 횡 좌표로 위치를 나타낸다. 본
과제에서 사용하는 Omega, Phi, Kappa는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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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UTM 좌표계

(나) 좌표변환과정
① 회전행렬의 구성
회전행렬의 구성은 좌표변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변환해야하는 원본
좌표계를 A, 변환하고자 하는 좌표계를 B 좌표계라고 할 때 A 좌표계 에서 B 좌표계
로의 회전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각각에 대한 회전행렬

는 다음과 같다.

일 때 R은 각 회전행렬의 곱 연산 결과이며 곱 연산의 순서는
Omega, Phi, Kappa 순의 회전을 고려해

이 되고 각 요소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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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행렬을

와 같이 구성할 때,

으로 구성된다. 이 회전행렬을 사용할 경우 omega, phi, kappa는 A좌표를 B좌표계
로 맞추는 각도이다. 위 회전행렬은 Elements of photogrammetry 538쪽에 나온
회전행렬과 Transpose 된 형태를 갖는데 이는 B 좌표계를 A좌표계로 맞추는 회전행
렬 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영상좌표계에서 Body 좌표계로의 회전
Body는 Roll, Pitch, Heading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카메라가 기체에 어떤 방
향으로 장착되어있는가에 따라 변환 행렬의 구성이 바뀐다. 아래 그림의 예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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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영상 좌표계를 비행체 좌표계로 변환

위 그림은 진행방향에 평행하게 연직방향으로 영상을 촬영한 경우이다. 이때
Image 좌표계 에서 Body 좌표계 간의 변환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변환은 카메라와 기체의 구성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위 그림에서 Image to Body의 변환 행렬을

라 하면 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가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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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ody에서 네비게이션 좌표계로의 회전
Body to 네비게이션의 회전은 네비게이션 좌표계의 축이 되는 North, East,
Vertical(Xnav, Ynav, Znav) 을 기준으로 Body 의 회전정도를 고려해 Body를 회
전하는 것이다. 회전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그림 3-1-22> 비행체 좌표계를 네비게이션 좌표계로 변환

위에서 언급했던 Roll, Pitch, Heading의 정의에 따라 해당 각만큼을 회전해 네비
게이션 좌표계로 변환한다. 정의에 따라 Roll, Pitch, Heading 순으로 회전하면 다음
과 같다.
이때 Body 에서 네비게이션 좌표계로의 변환 행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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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면

이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회전행렬의 구성이다. 위 회전행렬 구성은 ①에서 정의된
회전 행렬이 Transpose 된 형태인데 그 이유는 회전방향 때문이다. 위의 Roll,
Pitch, Heading은 네비게이션 좌표계에서 Body로의 회전각인데, 변환 행렬은 Body
에서 네비게이션

으로의 회전이기 때문에 Transpose 된 형태의 회전행렬을 사용

한다.
④ 네비게이션 좌표계에서 지구중심 고정 좌표계로의 회전
네비게이션 좌표계에서 지구중심 고정 좌표계로의 회전은 지구중심 고정좌표계의
xyz축을 기준으로 네비게이션의 Xnav, Ynav, Znav 축에 회전을 적용한다.

<그림 3-1-23> 네비게이션 좌표계를 ECEF 좌표계로 변환

기본적으로 네비게이션 좌표계와 지구중심 고정좌표계의 관계는 위 그림과 같다.
이때 좌표계 회전을 개념적으로 쉽게 보기위해 지구중심 고정좌표계에서 네비게이션
좌표계로의 회전을 본다. 이는 추후 Transpose 되어 네비게이션 좌표계에서 지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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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고정 좌표계로의 회전으로 활용 가능하다. 먼저 Zecef축을 기준으로 Lon만큼 회
전하고, Yecef축을 기준으로 -90도, 추가적으로 Yecef 축을 기준으로 –Lat 만큼 회
전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회전이 이루어진다.

<그림 3-1-24> 네비게이션 좌표계에서 ECEF 좌표계로의 변환

이를  이라 하고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90-Lat)  (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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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구중심 고정 좌표계에서 UTM 좌표계로의 회전
지구중심 고정좌표계에서 UTM으로의 회전은 지구중심 고정좌표계에서 네비게이
션 좌표계로, 네비게이션 좌표계에서 UTM좌표계로의 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때좌표계에서 네비게이션 좌표계로의 회전은 어떤 UTM원점을 사용할지에 따라 다르
다. 본 문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속하는 UTM52N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림 3-1-25> ECEF 좌표계에서 UTM 좌표계로 변환

위의 그림의 회전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지구중심 고정
좌표계에서 UTM52N 존에 해당하는 네비게이션 좌표계로의 변환, 변환된 네비게이
션 좌표계에서 UTM 좌표계로의 변환이다. 변환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루어진다.

국립산림과학원 ▁

49

<그림 3-1-26> 변환된 네비게이션 좌표계에서 UTM 좌표계로의 변환

이때 1. 에서의 Lat0, Lon0은 각각 UTM좌표계의 중심을 향한 각도이며,
UTM52N의 경우 Lat0 = Lat, Lon0=129 이다. 1, 2를 각각   이라 하고 지구
중심 좌표계에서 UTM좌표계로의 회전을     라 할 때   를 각각 식으
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sin cos   sin sin  cos  
cos 
 sin 

 cos cos   cos sin   sin 





으로 정리할 수 있고,


   
     
        

 








   
  
   





으로 정리할 수 있다.

50

▁ 제Ⅲ장 산불진화를 위한 무인기 활용기술 개발

⑥ 영상좌표계에서 UTM 좌표계로의 회전
위의 순서에 따른 회전을 적용하면 영상좌표계에서 UTM좌표계로의 회전이 가능하
다. 따라서 위 전체 과정을 한번에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연산이 가능하다.

   ·  ·  ·  ·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27> 영상 좌표계에서 UTM 좌표계로 변환

위와 같이 정리한 변환과정을 통해 영상좌표계에서 UTM좌표계로의 변환이 가능하
다.

국립산림과학원 ▁

51

(다) 드론 영상 데이터 처리
영상좌표계에서 Body로의 회전행렬은 카메라와 기체의 구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
다. 매핑 실험을 위한 촬영 데이터의 경우 앞서 기술한 좌표변환기술과 같은 구성이므
로 위의 변환행렬을 그대로 사용한다. 샘플로 촬영한 5장 영상의 변환된 자세값은 아
래와 같다. 결과물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입력된 RPH 회전 각과 OPK 회전각 간
의 자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3> 연직하방 촬영 영상의 회전각 변환 결과
Image

Roll

Pitch

Heading

Omega

Phi

Kappa

IMG_5459.JPG

3.752296

3.185123

4.766097

3.537658

1.812904

-5.89207

IMG_5460.JPG

-2.66366

6.870207

4.783893

6.551904

-4.94586

-5.79216

IMG_5461.JPG

-6.30097

5.639931

349.8033

6.554382

-6.92549

9.1515

IMG_5462.JPG

-5.16455

7.453202

0.044797

7.342535

-6.90452

-1.05845

IMG_5463.JPG

-9.94649

4.316383

354.8937

4.99286

-11.2153

4.068079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도 정보에 띄워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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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연직하방 촬영 영상의 매핑 결과

매핑 결과를 통해 기능 구현에 사용된 연직 하방 촬영영상의 자세값이 Roll, Pitch,
Heading에서 Omega, Phi, Kappa로의 변환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영상 리샘플링
영상의 좌표계 설정이 완료되면 센서모델링을 수행하고, 센서모델링 방정식을 이용
하여 리샘플링을 수행한다. 본 과제에서 사용되는 영상은 프레임 카메라에서 취득된
영상이므로 대표적인 센서모델링식인 공선방정식을 적용하였다. 여기에서 센서모델이
란 2차원 평면상의 영상좌표와 이 영상좌표에 해당하는 지상좌표간의 기하학적 관계
식을 의미하며 센서모델 수립과정은 주어진 기준점을 이용하여 이 관계식에 필요한
계수 또는 CCD 영상을 촬영한 당시의 CCD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는 작업
이다. 공선방정식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xf

r11 ( X  X S )  r21 (Y  YS )  r31 ( Z  Z S )
r13 ( X  X S )  r23 (Y  YS )  r33 ( Z  Z S )

y f

r12 ( X  X S )  r22 (Y  YS )  r32 ( Z  Z S )
r13 ( X  X S )  r23 (Y  YS )  r33 ( Z  Z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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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식에서 ( x, y ) 는 센서좌표, f는 초점거리, ( X , Y , Z ) 는 지상좌표를 의미하며

( X S , YS , Z S ) 는 센서좌표계의 원점 또는 카메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외부표정요소,
r11 ~ r33 은 센서좌표계를 지상기준좌표계에 일치하도록 하는 회전이동행렬의 계수이
다. 이 회전이동행렬은 흔히 각 축을 기준으로 회전 이동하는 회전 이동 각 (또는 자
세)  , ,  로 표현한다. 즉, 위의 모델의 경우 외부표정요소는 카메라의 위치에 해당
하는 ( X S , YS , Z S ) 및 자세에 해당하는  , ,  로 표현된다. 만약  , ,  를 각각 X,
Y, Z축을 기준으로 회전 이동한 회전 이동각이며 회전 순서를 Z축 회전, Y축 회전
및 X축회전의 순서로 한다면 회전이동행렬 R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cos 


R   sin  sin  cos   cos  sin 
  cos  sin  cos   sin  sin 


 cos  sin 
 sin  sin  sin   cos  cos 
cos  sin  sin   sin  cos 

sin 



 sin  cos  
cos  cos  

위의 공선방정식 모델은 총 6개의 미지수를 가지며 따라서 최소 3개의 기준점을 필
요로 한다. 이때, 상기 수식에서 의미하는 (x, y)는 CCD 소자가 위치하는 평면상에서
의 물리적인 좌표값을 의미하며 정수값으로 표현되는 영상의 행렬좌표를 의미하지 않
는 데에 주의하여야 한다. 1절에서 계산된 회전각 수치를 공선방정식에 적용하는 것
으로 매핑을 수행할 수 있다. 공선방정식을 이용하면 지상좌표 (X, Y, H)에 대응하는
각 영상의 Col, Row 좌표값의 산출이 가능하다. 이를 Inverse Mapping이라고 하며
반대로 사용자가 높이를 알고 있을 경우 Col, Row 그리고 높이 H를 입력하여 이에
대응되는 지상좌표 X, Y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Forward Mapping이라고
한다.
리샘플링 과정은 Input 영상의 좌상단, 좌하단, 우상단, 우하단 네 모서리점에 대해
서 영상점에서 지상점으로의 우선 Forward Mapping을 실시한다. 이때 H 값은 0으
로 놓거나 기준 높이로 놓는다. 만약 DEM이 있다면 Ray Tracing 방식으로 DEM
높이값과 지상점 X, Y 좌표를 동시에 추정할 수도 있다. (이 문서에서 Ray Tracing
의 설명은 생략한다) 계산된 네 모서리점의 지상좌표로부터 입력 영상의 지상좌표 범
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기하보정 출력영상의 좌상단 좌표 (Xo, Yo) 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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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출력영상의 해상도(dX, dY)를 정의한다. 영상좌표에서의 코너 정의 및 해상도의
설정 완료 후, 2차원 Affine 변환을 이용하여 나머지 점들의 위치를 추정하여 리샘플
링하면 리샘플링 대상 영상 격자에 해당하는 밝기값 들을 구할 수 있다. 밝기값의 적
용은 최근린보간법, 쌍선형보간법과 같은 보간법이 가능하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① 영상 네 코너의 X, Y, 좌표 결정
② 영상 네 코너의 H 값 결정 (DEM 혹은 기준 높이 사용)
③ 영상중심점에서 1 픽셀의 변화량을 통한 영상 해상도 결정
④ 범위와 GSD의 계산을 통한 출력영상 크기 확정
⑤ 2차원 Affine 변환을 이용한 나머지 지점 추정 및 샘플링
⑥ 리샘플링 완료
입력되는 열화상 영상은 8bit 혹은 16bit로의 입력이 가능하므로, 빠른 육안 확인
을 위해 8bit 영상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스트레칭 과정이 포함된다.

<그림 3-1-29> 리샘플링 적용 방법

3) 라이브매핑시스템의 적용 및 평가
DJI MAVIC 2 Enterprise는 DJI 社의 기체 모델이며 해당 기체에서 적외선 영상
및 RGB 영상의 획득이 가능하다. 열화상 영상의 촬영을 위한 카메라의 모델은
FC2403으로 식별되며, 매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카메라의 스펙은 열화상 영상의 경
우 초점거리는 10mm, 한 픽셀의 실제 크기 (CCD Size)는 12μm, 영상의 크기는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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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x 320 픽셀이다. 열화상 영상으로 취득된 영상의 경우 FLIR와는 다르게 RGB
3개 밴드의 8bit 영상으로 기록된다.
(가) 매핑 모듈 구현
열화상 영상의 분석 및 항법자료 처리를 통한 매핑은 다음 그림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그림 3-1-30> 열화상 단영상 자동 기하보정 처리 흐름도

데이터의 처리는 데이터 입력, 항법자료처리, 리샘플링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데이
터 입력은 입력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나, 기본적으로는 촬영영상의
EXIF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한다. 추출된 데이터를 항법자료 처리 과정을 통해 변환하
고 새롭게 추출된 자세정보를 이용하여 지도정보가 포함된 영상으로 출력한다. 개발
모듈에서는 지도정보의 입력이 가능한 GeoTiff 포맷을 사용한다. 또한 지도화 정보를
외부에서 도시 가능하게 하기위한 KMZ 파일을 함께 출력하여 GoogleEarth 상에서
도시 가능하도록 모듈을 구현했다.
해당 영상의 사용을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주요 알고리즘 및 모듈을 개발하고 사용자
가 사용하기 적합한 간단한 UI를 제작하여 운용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개발된 UI는 다음
과 같다. 결과물은 GeoTiff와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KMZ 포맷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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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매핑 모듈 UI

① 카메라 선택 : 사용할 카메라의 종류를 선택한다.
② 초점거리 / CCD 크기 : 설정된 카메라의 위치 / 자세 정보를 출력한다.
③ 결과물 저장 폴더 : 기하보정된 영상을 저장할 폴더를 설정한다.
④ 영상 로딩 경로 : 영상이 입력되어 들어올 폴더를 설정한다.
⑤ KMZ 출력 : 구글어스와 연동이 가능한 KMZ 포맷을 추가로 저장한다.
⑥ 회전각 : 사용자가 원하는 회전각의 OFFSET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⑦ 실시간매핑 시작 : 설정값을 저장하고 기능을 수행한다.

(나) 라이브매핑 결과 및 평가
개발 모듈을 적용하여 동일 환경에서 운용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테스트 데이터는 2020년 10월 26일에 취득된 데이터를 사용했다. 대상지는 경
기도 포천 소재 산림방재 종합실험센터이다.
DJI MAVIC의 직접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고 실험을 수행했다. 무인기의 운
용은 300m 에서 500m 고도에서 운용되었다.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시간
매핑을 수행했으며, 결과물로 GeoTiff 영상 및 이를 기반으로 한 KMZ 파일의 생성
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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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열화상 단영상 매핑결과

실시간 테스트 결과를 육안 분석해본 결과 촬영 영상의 고도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의 영상에서 회전각이 올바르게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행고도가 낮
을 경우 매핑 영역이 좁게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행 방향이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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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해당 회전각이 고려되어 올바른 매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치의 오차는 ±30m 정도로 대부분의 영상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기체가 가벼운
DJI MAVIC 의 비행 안정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불지휘헬기에 탑재한 열화상 모듈을 활용하여 산림항공본부 일대를 촬영하였다.
비행고도를 각각 약 350m, 500m, 700m로 변경하여 비행을 실시한 결과 30분 간
헬기 운항속에서도 열화상모듈이 안정적으로 탑재되고 있었으며, 열화상 단영상이 시
간당 720장 촬영되었다. 이것은 산림항공본부 기준 약 700m 고도에서 열화상 단영
상(1장)의 촬영면적은 약 7.2ha(200×360m)로 나타났으며, GSD(Ground Sample
Distance)는 약 8m, 매핑정확도는 평균 ±30m의 수평오차를 나타내어 산불상황도
작성에 적합한 품질로 나타났다.

다. 열화상 단영상 기반 산불매핑시스템 개발
주간에 열화상 영상은 항공기에 탑재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취득된다. 취득된
영상의 정상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사화를 거쳐 도면화(mapping)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헬기기반 라이브매핑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네트워크를 통해 정사보정 후
산불확산예측시스템으로 즉시 전송된다. 수신된 열화상 단영상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에서 도면 레이어로 발행되고 시스템에 등록되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도면 및 상황
정보와 함께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유된다.

<그림 3-1-33> 항공열화상영상의 실시간 공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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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화된 열화상 단영상의 좌표계가 적용된 GeoTiff의 포맷로 제공된다. 이러한
GeoTiff 포맷은 파일 내부 또는 외부에 자표계 정보와 도면경계정보를 보유하고 있
어 이를 공간정보서버에 주제도 레이어로 발행하여 이를 응용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에서 도면화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관리자가 사전에 준비해 수동으
로 발행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 또는 자동화 체계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를 실시간으
로 레이어로 발행하는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스템의 구현 기반
이 되는 GIS S/W가 해당 기능을 구현 가능하도록 관련 API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GIS로 채택한 GeoServer는 REST 방식의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다. GeoServer가 제공하는 다양한 API 중에서 래스터 자료의 등록과 발
행에 해당하는 API는 /coveragestores API로 래스터 자료의 등록, 조회, 수정, 삭제
등을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수행하는 기능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GeoServer가 제공하는 래스터 데이터 등록 및 레이어 발행 API는 일반적인 http
client 기능의 구현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래핑(wrapping)해 보다 편리
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geoserver-manager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개발되어 공개되어 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프로젝
트의 pom.xml에 다음과 같이 artifact 설정을 추가하였다. 이 artifact의 의존성 중
에서 org.slf4j가 현재 프로젝트에 포함된 라이브러리와 충돌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의존성 배제(artifact exclusion)를 적용하였다.
열화상 단영상은 촬영된 후 정사화 서버에 전송되어 정사화가 이뤄진다. 정사화 서
버는 영상처리가 완료된 후 그 영상을 산불확산예측시스템에 전송해 해당 영상이 바
로 도면화(mapping)되어 공유되도록 하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한 API를 구현하였다.
단순하게 전송되는 영상만 지도로 발행되는 구조라면 정사화 서버가 GeoServer로
바로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시스템의 사용에 따라 누적되는
전송되는 영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루틴의 구현을 위해서는 전송되는 영상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등록되는 영상은
정사화 서버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에서 구현된 API를 이용해 정사화된 영상과 부가
적인 정보를 송신측에 전송하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부가적인 영상정보를 DB 관련
테이블에 저장한 후 수신된 영상을 GeoServer REST API를 이용해 레이어로 발행하
는 절차를 거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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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항공열영상을 API로 공유할 때에는 관련 부가적인 관련정보를 전달받아
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상의 부가적인 정보란 영상 내 tag
로 저장된 정보 외에 관리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촬영기관, 촬영자, 촬영일시,
촬영기기, 항공기 등을 부가정보로 정의하였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에서 정사화 서버에 영상등록을 위해 제공하는 API는 일반적인
http client 호출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도록 하여 전형적인 Spring MVC 구조
의 요청 구현 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요청을 수신하는 Controller와 실제 영상등
록을 수행하는 Service의 2개 class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열화상 단영상이 정사화되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으로 수신되면 등록정보는 DB로
저장되고 열화상영상 파일은 GeoServer로 다시 전송되어 지도 레이어로 발행된다.

<그림 3-1-34> 열화상 단영상 기반 산불매핑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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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Server에서는 데이터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Workspace 정의하는데, 항
공열화상영상 관리를 위해 별도의 “IR”이라는 Workspace를 정의하였다. 수신된 항
공열화상영상은 기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타 상황도 기능과 함께 사용해 산불대응
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터페이스를 설계·구현하였다.

<그림 3-1-35> 열화상 단영상관리 윈도우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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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헬기의 비행궤적을 열화상 단영상의 중심좌표를 이용하여 표시하였고, 이를
통해 각 영상의 특성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불지휘기에서 촬영 시작 후
약 5초 이내에 자동 기하보정된 열화상 단영상이 헬기궤적과 함께 표출된다.

<그림 3-1-36> 산림항공본부 일대 시험비행 및 시스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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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불진화탄 탑재 및 투하기술 개발
1. 산불진화탄 탑재 및 투하 모듈 개발
가. 무인기용 상용 진화탄(Fire extinguish ball) 투하장치 개발
한국형 산불진화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인기를 활용한 투하장치 및 운
용기술 개발을 먼저 추진하였다. 산불진화탄을 투하하기 위한 무인기용 투하장치는
미국에서 실내 화재용을 개발된 Fire extinguish ball이라는 상용 진화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용 진화탄은 무게가 1.3kg이며, 크기는 직경 13cm의
원형으로 분말 소화약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살포범위는 직경 약 1m 정도이다.
상용 진화탄의 착화방식은 심지형이며, 화재 시 불에 닿을 경우 심지에 착화가 되
고, 내장된 화약이 폭발하여 분발을 살포하는 방식이다. 중형급 무인기의 탑재성능을
고려할 때 약 15kg이 가능하지만 비행의 안정성과 투하장치의 무게를 고려하여 아래
의 그림과 같이 개발하였다.

<그림 3-2-1> 상용 진화탄(Fire extinguish ball) 투하장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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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탄 투하장치는 4개의 상용 진화탄을 탑재할 수 있고, 개별로 투하하거나 동시
에 모두 원격으로 투하할 수 있다. 투하장치의 세부 구조는 아래와 같다.
◦ 무인기 연결장치 : 기 개발된 무인항공기 및 진화탄 투하장치에 탈부착식 연결장
치를 부착하여 수리 및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함.
◦ 메인전원 및 배터리 : 해당 진화탄 투하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센서부에
전원을 공급
◦ 정전압 컨버터(레귤레이터) : 배터리에서 전달된 전압을 각 센서가 이용할 수 있
는 적정 전압으로 변환하는 역할
◦ 수신기 : 조종기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
◦ 전압안정기(콘덴서) : 각 센서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불안정해지는 전압을 일정
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
◦ 투하 개폐장치 : 디스펜서형 개폐장치로서 서브모터의 움직임을 이용한 좌우 슬
라이드 방식의 개폐방식
◦ 착화장치 : 니크롬선(스프링형)에 전기를 공급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진화
탄이 장착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포함.
◦ 진화탄 거치대 및 고정장치 : 상용 진화탄을 거치·고정하기 위한 장치로 비행
중 진화탄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약 2cm 두께의
밴드와 이를 투하 개폐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고리로 구성되어 있음.

나. 상용 진화탄(Fire extinguish ball)의 투하기술 개발
진화탄 투하 시 중력에 의해 가속도가 증가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자유낙하한다.
기본적으로 심지에 불이 닿게 되면 폭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산불의 강도가 강한
수관화 구역에 투하할 경우 수관 높이에서 폭발해야 한다. 따라서 타이머를 설정하여
폭발시키는 방식과 낙하산을 활용하여 수관층에 걸려 불에 닿을면 폭발하는 낙하산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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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타이머 방식 투하
진화탄의 점화를 위해 디지털 타이머를 이용하여 투하높이에 따른 폭발높이를 고려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진화탄의 투하신호를 송신하고 투하장치가 개폐된 후 적정
시간이 경과된 이후 진화탄의 점화가 작동되어 기폭하게 된다. 중력가속도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로 계산하여 일정거리내에 도달하는 시간 유추하며, 기폭시간은 초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h=낙하높이, g=중력가속도, t=낙하시간


    ···①,






··· ②





투하와 동시에 진화탄에 부착된 타이머가 작동되어 적정지점에서 폭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형 높이에 따라 투하시간도 바뀌어야 하지만 비행 중 시간을 실시간으로
변동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그림 3-2-2> 디지털 타이머 방식의 회로도(좌) 및 작동원리(우)

66

▁ 제Ⅲ장 산불진화를 위한 무인기 활용기술 개발

2) 낙하산 방식 투하
실제 산불현장은 높은 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치정확도를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낙
하산을 이용하여 투하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진화탄에 낙하산을 고정하여 적정위치
에서 투하하여 낙하산이 수목의 수관층에 걸리도록 설계하였다. 낙하산의 적정규모
및 재질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2-3> 낙하산식 투하장치 회로도(좌) 및 작동원리(우)

2. 진화용수 살수를 위한 무인기 운용기술 개발
가. 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활용한 방화선 구축용 살수무인기 개발
무인기는 비행시간이 20분 내외로 비교적 짧고 탑재할 수 있는 무게도 최대 15kg
정도로 오랜 시간동안 많은 용수를 살포하여 진화해야 하는 산불 현장에서 진화장비
로써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산불진화탄 등을 활용하여 산불
진화를 위한 무인기 활용의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짧은
비행기간과 페이로드에도 불구하고 진화용수를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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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진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기계화진화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한
살수무인기이다.
살수무인기는 기계화진화시스템 또는 산불진화차량에 무인기를 결합하여 산불 확산
시 임도 등 주요 접근로를 활용하여 공중에서 진화용수를 살수하는 방식이다. 특히
방화선 구축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살수무인기는 기계화진화시스템 또는 산불진화
차량에서 진화용수를 진화호스에 직접 연결하여 공급받는 방식으로 인력에 의해 진화
하는 것보다 공중에서 진화용수를 살수함으로써 수관층부터 지표까지 진화용수를 효
율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살수무인기와 산불진화차량이 결합된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2-4> 방화선 구축을 위한 진화용수 살수용 무인기

◦ 살수무인기 및 산불진화차량의 각 부품별 기능 및 특징
∙ 물탱크 : 산불진화를 위한 대용량의 수조
∙ 펌프 : 탱크의 진화용수를 살수무인기로 보내주는 역할
∙ 발전기 : 디젤엔진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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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호스 및 전력선 : 무게를 경량화한 살수무인기용 진화호스 및 전력선
∙ 살수장치 : 기체부착용으로 제작된 분사장치
∙ AC/DC 컨버터 : 발전기에서 발생된 AC전기를 드론에서 사용살수 있는 DC
로 변환시키는 장치
현재는 산불진화차량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산불진화차량에 발전기를
추가 장착할 경우 진화용수와 전기를 동시에 공급받아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진다면
살수무인기 운용 효율성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살수범위 확장을 위한 복수무인기 운용체계 도출
살수무인기는 진화호스가 결합되어 있어 수직보다는 수평이동에 제약이 많아진다.
수평이동 시 수목에 진화호스가 걸리게 되면 기체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기체에 도르래를 탑재하여 살수 및 이동범위
증가시켰다. 도르래는 살수무인기의 비행범위 확장을 위해 보조기체에 탑재되어 진화
호스 및 전력선을 잡아주는 장치이며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2-5> 보조기체를 활용한 살수무인기의 살수범위 확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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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진화시스템과 살수무인기를 결합하여 살수무인기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지연제, 물 등 진화용수를 기체에 탑재하는 방식보다 기계화진화시스템과 결합한 성
능이 진화용수의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으며, 최대 100m 높이에서 살수 가능하였
다. 또한, 살수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도르레가 탑재된 보조기체를 활용하여 수평거리
를 확장하였는데 진화호스를 견인하여 수직높이 50m, 수평거리 50m까지 이동 가능
하며 10분간 최대 120리터의 진화용수를 살수할 수 있다.

<그림 3-2-6> 살수무인기 살수확장에 의한 살수범위 현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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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무인기 활용기술 개발

제1절 맞춤형 산불피해도 분석 알고리즘 개발 / 72
1. 산불 피해등급 분석기법 개발 / 72
2. 응급복구 계획수립을 위한 산불 피해물량 산출기법 개발 / 90

제2절 시계열 기반 피해지 변화모니터링 기술 개발 / 94
1. 다중분광 및 Lidar 기반 산불 피해지 시계열 모니터링 / 94

제1절 맞춤형 산불피해도 분석 알고리즘 개발
1. 산불 피해등급 분석기법 개발
가. 연구자료 및 방법
산불 피해지 분석을 위한 센서 및 촬영방법 설계에 있어서 무인기용 다중분광 센서
및 방사보정을 위한 촬영방법을 적용하였다. 촬영에 활용한 UAV는 국립산림과학원의
NIFoS-2를 활용하였다.
<표 4-1-1> NIFoS-2 무인기 및 재원
구분

내용

전폭

1m

전장

1m

전고

0.7m

최대이륙중량

10kg

최대비행시간

30분

최대비행속도

15m/s

최대비행고도

1,000m

다중분광카메라인 Micasense RedEdge-M을 무인기에 탑재하여 무인기 다중분광
영상을 획득했다. Micasense RedEdge-M은 농업분야 활용을 위해 개발된 다중분광
카메라는 청색, 녹색, 적색, 적색경계, 근적외선의 5개 밴드를 갖고 있다. 적색밴드는
식물의 엽록소 흡수 특징이 나타나며, 근적외선 밴드는 엽가중반사로 인해 식물에서
반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밴드 구간이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적색경계 밴드
는 적색에서 근적외선 파장영역으로 이동할 때 반사율이 급증하는 영역으로, 잎의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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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소함량과 엽면적지수와 같은 생물리적인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고, 작물 분류, 병충해 탐지, 가뭄 및 산불 탐지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발된 상용위성인 RapidEye, Worldview-2/3, Sentinel-2에도 탑재된 바 있
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산림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림업중형위성에도 적색경계밴
드의 효용성이 입증되어 해당 밴드가 탑재될 예정이다. 무인기 다중분광카메라는
Downwelling Light Sensor(DLS)라고 불리는 수광량 센서를 갖고 있어서 무인기 다
중분광영상 촬영 중 수광량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Calibrated Reflectance
Panel(CRP)라고 불리는 반사율보정판넬을 갖고 있어, 영상촬영 중 상이한 수광량을
고려한 반사율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림 4-1-1> 무인기용 다중분광영상 센서 및 복사보정판넬, 분광복사계

<표 4-1-2> 무인기 다중분광영상 획득에 사용된 다중분광센서 정보
기체

조립식

센서

Micasense RedEdge-M

무게

약 170g

크기

9.4cm × 6.3cm × 4.6cm

분광해상도

청색(Blue) : 475nm (20nm)
녹색(Green) : 560nm (20nm)
적색(Red) : 668nm (10nm)
적색경계(Red-edge, RE) : 717nm (10nm)
근적외선(Near-Infrared, NIR) : 840nm (4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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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조립식

공간해상도

120m 고도에서 약 8.2cm 공간해상도

영상크기

1280 x 960

최대 캡처 스피드

1 capture per second (all bands)

저장형식

.tif (12bit)

분광지수 기반 산불 피해등급 산정가능성 분석을 위해 먼저 산불피해지 분광반사율
특성을 조사하였다. 분광반사율 특성 조사는 산불발생지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
며, 수관화 토양, 수관화 암석, 강한 열해, 약한 열해, 침엽수 미피해, 활엽수 미피해
지역 및 생엽과 피해엽에 대해 무인기 다중분광영상 촬영시점과 동시에 연구지역에서
ASD 社의 분광계(Spectrometer)를 이용하여 현장 반사율을 측정했고, 350nm ~
2500nm 파장영역의 분광반사율 측정이 가능하다. 반사율은 약 1.5m에 높이에서 8
도 시야각(field of view, FOV)으로 측정했으며, 이에 따라 측정면적은 약 20cm 반
경에 해당한다. 측정은 사방향에서 5회씩 수행되어, 이 평균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
용했다. 이후 해당 분광반사율과 산불피해등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고 획득한
밴드별 분광값의 계산을 통해 도출한 분광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활용한 분
광지수는 NDVI, RE-NDVI, VDVI, MCARI의 4가지를 활용하였으며 피해등급별 분
광지수의 임계치에 대한 구분을 통해 산불피해등급의 분류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NDVI = (NIR-Red) / (NIR+Red)
∙ RE-NDVI = (NIR-Rededge) / (NIR+Rededge)
∙ VDVI = (2*Green-Red-Blue) / (2*Green+Red+Blue)
∙ MCARI = 1.5*(2.5*(NIR-Red)-1.3*(NIR-Green))/sqrt((2*NIR+1)^2(6*NIR-5*Red)-0.5)
무인기 다중분광영상과의 비교를 위해 1nm 간격의 연속된 반사율을 갖는 현장반사
율은 다중분광센서 (Micasense RedEdge-M)의 분광반응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센서
의 반사율로 모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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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등급 산정을 위한 분석기법 개발을 위하여 영상분류 기반 산불 피해등급
산정을 실시하였다. 영상분류 기반 산불 피해등급 산정가능성 분석은 앞선 피해특성
별 분광반사율의 특성,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등급별 위치 및 영상의 밴드조합에 따른
차이를 기반으로 산불피해 강도 분류용 훈련자료를 구축하여 실시하였다. 영상분류
기법으로는 훈련자료 기반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MLC), 분광각도법(Spectral Angle Mapper, SAM)을 활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은 원
하는 값이 나올 확률을 최대로 만드는 모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픽셀값이
주어졌을 때 각 피해등급별로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피해등급으로 분류되는 기법이
다. 분광각도법은 대상 픽셀값과 분류항목별 참조 픽셀값(reference)에 대한 분광값
의 유사성을 각도로 계산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그림 4-1-2> 산불피해강도별 영상분류 결과(좌)와 Reference map(중)
비교 통한 오차행렬(우) 도출

해당 방법들을 활용하여 영상분류를 실시한 산불 피해강도 분석결과의 정확도 분석
을 위해 산불대상지 별로 Reference map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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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고성/속초(좌) 및 구미(우) 산불대상지 Reference Map

분류 결과의 정확도는 분석결과와 Reference map의 오차행렬을 제작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Overall Accuracy와 Kappa 통계치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4-1-4> Overall Accuracy(좌) 및 Kappa(우) 산출식

연구대상지는 고성/속초, 강릉/옥계, 구미, 강화, 군위의 5가지 지역에 대하여 촬영
을 실시하였다.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을 활용하여 산불피해등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기 전에 영상의 Digital Number 값을 분광반사율(Spectral reflectance)로 변환하
기 위한 전처리로서 복사보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상에 지도좌표를 부여하여 기하
보정을 실시하고 여러 밴드를 통해 획득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모자이크
(Mosaic) 처리를 실시하여 고성/속초, 구미, 강릉/옥계 지역에 대한 연구자료를 생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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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광지수 기반 산불 피해등급 산정
산불 피해등급에 따른 분광반사율 특성분석을 위하여 지상 Spectrometer로 피해
엽과 비피해엽에 대한 촬영을 실시하였다. 비피해엽은 침엽수와 활엽수를 나누어 촬
영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산불이 발생한 지역 내에서 피해를 받지않은 생엽을 의미
한다.

<그림 4-1-5> 산불 피해지 내 피해엽(우) 및 침엽수 비피해엽(중)과 활엽수 비피해엽(우)

그 결과 피해엽과 비피해엽 사이에서 650nm ~ 700nm 에서의 반사율 차이가 나
타났다. 비피해엽은 해당 구간에서 0.05 정도의 값을 보이다가 700nm 이상 파장대
에서 급격하게 반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피해엽의 경우에 역시 700nm
이상 파장대에서 반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그 편차가 비피해엽의 분
광반사율 증가 정도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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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지상분광계를 통해 측정한 피해엽과 비피해엽의 분광반사율

잎에 대한 지상 Spectrometer 촬영 이외에도 산불 피해등급에 따른 토양에 대한
촬영도 실시하였다. 산불발생지의 지표화 지역, 수관화 지역을 방문하여 토양에 대한
촬영을 실시한 결과, 지표화 지역 토양과 수관화 지역 토양, 암석에 대한 그룹화가 가
능하였다.

<그림 4-1-7> 산불 피해지 내 토양 분광반사율 대상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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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화 지역과 수관화 지역 모두 400nm 파장대에서는 0.025 ~ 0.05 정도의 분광
반사율을 보였으나 파장대가 커짐에 따라 1,000nm 대에서는 지표화는 0.175 ~
0.200 정도의 분광반사율을, 수관화는 0.10 ~ 0.125 정도의 반사율을 보였다. 즉,
파장대가 커짐에 따라 지표화 부분이 높은 분광반사율을 보이며 그룹을 형성하였고
다음으로 수관화 지역이 뒤를 이었다. 암석의 경우에는 파장대의 변화에도 분광반사
율이 일정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4-1-8> 지상분광계를 통해 측정한 피해등급별 토양 분광반사율

활엽수 비피해, 소나무 비피해, 소나무 지표화에 대한 분광특성을 비교한 결과 소나
무 비피해와 지표화 사이에 0.35 ~ 0.4의 분광반사율에서 두 항목이 겹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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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비피해엽과 지표화 피해엽에 대한 분광반사율 범위

지상분광계로 잎과 토양에 대한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NDVI, RE-NDVI, VDVI,
MCARI의 분광지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산출한 각 피해부분 별 지수값을 통하여 산불
피해등급을 구분하였다. 잎의 경우에는 산불대상지 내 피해엽과 생엽의 구분이 뚜렷
하게 드러났으나, 피해등급에 따른 토양은 구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불피해등급
을 비피해, 약한열해, 강한열해, 수관화로 구분하였고, 해당 피해등급 중 약한 열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표화 등급으로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3> 산불 피해등급 결정을 위한 잎 및 토양에 대한 분광지수 산출 결과
소나무 생엽

소나무 열해
피해엽

소나무 열해
토양

NDVI

0.68

0.27

0.18

0.17

0.16

0.14

RE-NDVI

0.30

0.15

0.11

0.10

0.10

0.09

VDVI

0.18

0.00

-0.03

-0.01

-0.02

-0.02

MCARI

0.58

0.11

0.02

0.02

0.02

0.01

약한 열해

강한 열해

Spectrallndex

산불피해등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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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화

NDV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등급별 분광반사율 구간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수관화에 대한 분광반사율 구간은 0.00부터 0.28, 강한 열해에 대한 분광반사율 구간
은 0.28 ~ 0.60, 약한 열해에 대한 분광반사율 구간은 0.60 ~ 0.82, 비피해에 대한
분광반사율 구간은 0.82부터 1.00으로 나타났고, 산불발생지의 분광값을 분광지수로
변환하여 분류를 실시하였다.
<표 4-1-4> 산불피해등급별 NDVI 임계치
산불 피해등급

구간

수관화

0.00 – 0.28

강한 열해

0.28 – 0.60

약한 열해

0.60 – 0.82

비피해

0.82 – 1.00

옥계 산불발생지에 대한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이며 해당 분광값을 활용하여 NDVI
를 계산한 지도는 우측 그림으로, 최소 0.10에서 최대 0.95 까지의 값을 보였다.

<그림 4-1-10> 옥계 산불발생지역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좌) 및 NDVI 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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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1> NDVI 임계치 부여를 통한 산불피해등급지도(좌) 및 육안판독 결과(우)

옥계 산불대상지의 NDVI 수치를 산불피해등급별 분광지수 임계치에 따라 분류하
였다. 이후 이에 대한 정확도 분석을 위하여 육안판독을 통해 작성한 옥계 지역의
Reference map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류에 대한 Overall accuracy는
65.14%로 나타났으며, Kappa coefficient는 0.51로 나타났다.
육안판독 결과 약한열해로 구분된 지역이 NDVI 임계치 결과로는 비피해로 분류되
는 지역이 전체 약한 열해 판독 지역 중 39.59%로 나타났으며, 육안판독 결과 수관화
로 분류되는 지역 중 76.31%는 NDVI 임계치 분류 결과 강한열해로 분류되었다. 이
에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자료(reference map)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5> NDVI 임계치 부여를 통한 산불피해등급 분류 정확도
육안
NDVI 등급화

비피해

약한 열해

강한 열해

수관화

Total

비피해

86.72

39.59

0.66

1.05

43.16

약한 열해

12.40

55.47

12.17

10.97

21.67

강한 열해

0.86

4.92

78.99

76.31

31.41

수관화

0.02

0.02

8.18

11.67

3.77

Total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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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상분류 기반 산불 피해등급 산정
산불발생지역에 대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MLC),
분광각도법(Spectral Angle Mapper, SAM)을 활용하여 산불 피해등급 산정 및 검증
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영상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현재의 연구
특성상 산불발생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분류에 대한 참조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조자료가 없는 경우에 활용하는 무감독분류는 연구방법에서 제외하고 최대우도법
과 분광각도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두 가지 영상분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강릉/옥계, 구미, 고성/속초 지역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으며, 3개 대상지에 대하여 2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체 정확
도(Overall accuracy)와 Kappa coefficient를 계산하였다.

<그림 4-1-12> 강릉/옥계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좌), MLC 분류결과(중), SAM 분류결과(우)

강릉/옥계 산불피해지를 대상으로 최대우도법(MLC)과 분광각도법(SAM)을 활용하
여 산불피해등급에 따른 면적을 계산한 결과, 최대우도법을 활용한 분류 결과의 전체
정확도는 66.67%, 이에 대한 Kappa 값은 0.52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광각도법을 활
용한 분류 결과의 전체 정확도는 65.67%, 이에 대한 Kappa 값은 0.52로 나타났다.
두 가지 분류 방법 모두 수관화, 강한 열해는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최대우도법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약한 열해를
과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육안판독 결과 약한 열해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미피해 지역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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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강릉/옥계 지역 MLC(좌), SAM(우) 분류 결과 및 정확도
(단위：ha)
Reference

(단위：ha)
Reference

미피해

약한 열해 강한 열해

수관화

Subtotal

MLC MAP

미피해

약한 열해 강한 열해

수관화

Subtotal

SAM MAP

미피해

17.30

5.01

0.06

0.01

22.38

미피해

24.73

14.04

0.17

0.01

38.95

약한 열해

10.50

23.36

3.65

0.08

37.59

약한 열해

3.03

13.46

4.20

0.24

20.92

강한 열해

0.06

2.97

15.09

5.19

23.32

강한 열해

0.12

4.56

14.50

2.86

22.04

수관화

0.03

1.18

0.81

3.36

5.39

수관화

0.02

0.48

0.73

5.54

6.76

Subtotal

27.90

32.53

19.60

8.64

88.67

Subtotal

27.90

32.53

19.60

8.64

88.67

구미 산불피해지를 대상으로 최대우도법(MLC)과 분광각도법(SAM)을 활용하여 산
불피해등급에 따른 면적을 계산한 결과, 최대우도법을 활용한 분류 결과의 전체 정확
도는 42.33%, 이에 대한 Kappa 값은 0.21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광각도법을 활용한
분류 결과의 전체 정확도는 61.70%, 이에 대한 Kappa 값은 0.36으로 나타났다. 구
미 산불피해지에서는 분광각도법을 통한 분류가 최대우도법을 통한 분류보다 전체 정
확도와 Kappa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분광각도법을 활용한 분류 결과 중 미분
류로 분류된 픽셀 수와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분류한 결과 중 미분류로 분류된 픽셀
수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동일하게
강한 열해와 약한 열해 순으로 피해면적량이 분석되었으나 정확도 측면에서 큰 차이
가 있었다.

<그림 4-1-13> 구미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좌), MLC 분류결과(중), SAM 분류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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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구미 지역 MLC(좌), SAM(우) 분류 결과 및 정확도
(단위：ha)
Reference

(단위：ha)
Reference

미피해

약한 열해 강한 열해

수관화

Subtotal

MLC MAP

미피해

약한 열해 강한 열해

수관화

Subtotal

SAM MAP

미피해

0.31

17.79

1.59

1.82

21.51

미피해

0.02

10.17

3.98

1.11

15.28

약한 열해

0.28

25.84

15.88

5.87

47.87

약한 열해

0.49

28.22

2.74

0.99

32.44

강한 열해

0.00

5.89

35.47

1.09

42.45

강한 열해

0.00

17.35

56.53

13.46

87.34

수관화

0.03

16.74

33.67

12.25

62.69

수관화

-

0.18

2.18

0.06

2.42

Subtotal

0.63

66.26

86.60

21.03

174.52

Subtotal

0.51

55.92

65.43

15.62

137.48

고성/속초 산불피해지를 대상으로 최대우도법(MLC)과 분광각도법(SAM)을 활용하
여 산불피해등급에 따른 면적을 계산한 결과, 최대우도법을 활용한 분류 결과의 전체
정확도는 72.65%, 이에 대한 Kappa 값은 0.51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광각도법을 활
용한 분류 결과의 전체 정확도는 65.83%, 이에 대한 Kappa 값은 0.43으로 나타났
다. 또한 분광각도법을 활용한 분류 결과 중 미분류로 분류된 픽셀 수와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분류한 결과 중 미분류로 분류된 픽셀 수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 면적의 차이
가 발생하였다. 고성/속초 산불피해지에서는 최대우도법을 통한 분류가 분광각도법을
통한 분류보다 전체 정확도와 Kappa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14> 고성/속초 무인기 다중분광영상(좌), MLC 분류결과(중), SAM 분류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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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고성/속초 지역 MLC(좌), SAM(우) 분류 결과 및 정확도
(단위：ha)
Reference

(단위：ha)
Reference

미피해

약한 열해 강한 열해

수관화

Subtotal

MLC MAP

미피해

약한 열해 강한 열해

수관화

Subtotal

SAM MAP

미피해

1.79

3.56

1.15

0.24

6.75

미피해

1.73

3.47

0.39

0.10

5.69

약한 열해

0.20

0.63

6.72

2.07

9.61

약한 열해

0.35

0.93

13.55

2.68

17.52

강한 열해

0.32

0.96

11.64

3.37

16.29

강한 열해

0.09

0.59

5.20

1.22

7.10

수관화

0.10

0.16

3.72

45.88

49.86

수관화

0.06

0.05

2.04

39.53

41.68

Subtotal

2.41

5.31

23.23

51.56

82.51

Subtotal

2.24

5.05

21.18

43.54

72.00

결과적으로 세지역 모두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과 분
광각도법(Spectral angle mapper)은 수관화, 강한 열해에 대한 피해면적을 유사하
게 추정하였다.

라. 산불 지표화 매핑기술 가능성 탐색
지표화 탐지를 위하여 다양한 영상분류 알고리즘의 적용을 실시하였다. 영상분류
알고리즘은 무감독분류와 감독분류로 나뉘며, 무감독 분류는 참조자료 없이 영상내
분광값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분류하는 방법이다. 실제 분석시에 원하는 분류항목의
개수를 지정하면 컴퓨터가 분광값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자동분류를 실시한다. 반대로
감독분류는 참조자료를 바탕으로 Training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영상에 대한 분류
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참조자료가 있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인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감독 분류 기법으로는 IsoData, K-Means 기법 등이 있으며,
감독분류는 Maximum Likelihood, Spectral Angle Mapper 등이 있다.

<그림 4-1-15> 최대우도법(좌), 분광각도법(중), Spectral Information Divergence(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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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류 알고리즘을 통한 지표화 피해지역 탐지 분석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분광각도법은 최대우도법보다 약한 열해(지표화)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
한 추정에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인기를 이용한 분석은 산불
의 강도가 약한 지역에서 분광각도법을 이용한 지표화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산불의 강도가 강한 지역, 즉 수관화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의 적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표화 추정에는 무인기 영상을 통한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나 산림 지표면의 산불연료량 정보 등 외부 인자와의 통합
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4-1-16> 영상분류 알고리즘을 통한 산불피해등급별 분류 결과

또한, 강릉/옥계 대상지 내, 분광각도법과 최대우도법 분류 결과 산불 강도가 동일
하게 분류된 지역을 추출하였다. 이 방법은 분광각도법과 최대우도법의 단점을 보완
한 추출법이다. 이에 추후 두 방법에 의해 공동으로 추출된 지역을 바탕으로 정규화
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4-1-17> 분광각도법과 최대우도법 간 동일 피해등급 분류지역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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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방안으로써 분광라이브러리 값을 활용한 방안을 고려하였는데, 지표화의 경
우 밴드 1, 2, 3에서 분광반사율이 0.028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Reflectance value
가 0.00 ~ 0.028인 부분들을 추출하였다.

<그림 4-1-18> 산불 피해등급에 따른 밴드별 분광반사율

<그림 4-1-19> 분광각도법을 통해 추출한 지표화-열해지역(좌) 및
분광라이브러리값을 이용한 지표화 지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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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결과는 분광각도법 분류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앞서 분광각도법은 최대우도법에 비해 수관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약한 열해 및 지표화의 구분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표화
추정에 있어서 분광각도법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4-1-20> 비피해엽과 지표화 피해엽에 대한 분광반사율 중첩 범위

산불 피해강도 분류 정규화 방안 탐색과 관련해서는 분광 라이브러리의 특성값을
통한 산불 피해강도의 분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분광라이브러리
의 특성값을 통한 지표화 추정 결과와 영상분류 기법을 활용한 지표화 추정 결과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산불 피해강도별로 분광값이 중첩되는 값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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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복구 계획수립을 위한 산불 피해물량 산출기법 개발
가. 평균재적, 면적 등 산불 피해물량 산출 알고리즘 개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재적, 면적 등 산불 피해등급에 따른 피해물량 분석이 매
우 중요하다. 특히, 면적이 광역적인 대형산불인 경우 인력에 의한 현장조사는 긴 시
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방법이 요구되었고 그 대안으로 위성영상
을 활용하였다.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은 인력조사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성영상의 획득은 촬영여건, 기상상황, 영상품질 등 불확
실한 상황을 가지고 있고, 공간해상도나 분광해상도 등 피해지역에 따라 다변화되기
어렵다.
최근 무인기용 다중분광센서의 개발로 위성영상에 버금가는 영상품질로 촬영성과를
얻을 수 있고, 비행고도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해상도를 조절하여 촬영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강우나 강풍을 제외하면 항시 비행이 가능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체공 무인기를 활용하여 대면적의 산불 피해면적도
신속히 촬영할 수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무인기의
장점을 활용하여 산불 피해지의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물량 산출 알고리즘을 개
발하였다.
산불 피해물량의 산출방법을 요약하면 수치임상도(1:5,000) 기반 목재재적자료(원
현규, 2019)를 활용하여 임상별 재적을 추출하고 산불 피해등급도와 중첩분석을 통해
산불 피해등급별 재적량(㎥)을 산출한다. 또한 임상별 산불 피해등급별 재적산출 결과
와 수치지적도의 중첩을 통해 지적별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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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 산불 피해물량 산출 흐름도

먼저 벡터기반인 수치임상도(1:5,000) 기반 목재재적자료를 래스터형식으로 변환
하여 산불피해등급지도의 심, 중, 경으로 마스킹하고 각 픽셀단위로 재적을 산출한다.
이후 임상을 기준으로 활엽수림과 침엽수림(혼효림 포함)으로 구분하여 임상별 제적
을 분석한다. 각 임상별 재적을 합칠 경우 전체 피해재적량을 산출할 수 있고, 활엽수
림의 자연복원을 고려할 경우 침엽수림으로 피해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후 수치
지적도를 이용하여 각 지번별 피해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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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불 피해물량 산출 알고리즘의 적용 및 평가
2020년 4월 24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물량 산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안동산불의 산불피해등급도를 수치임상도 기반 목재재적자료와 중첩하여 재적량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1-22> 안동산불 피해지역 재적량 추정

산불 피해물량 산출 알고리즘을 적용해 분석된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 피해재적(㎥)은 각각 289,760㎥, 278,149㎥으로 산불 피해물량 산출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가 현지조사 결과보다 약 11,611㎥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피해면적의 차이로 무인기로 분석된 피해면적이 현장조사보다 76ha 크게 조
사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체 피해재적은 두 방식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복원을 원칙으로 하는 지표화 지역을 제외하여 피해재
적을 분석할 경우 산불 피해물량 산출 알고리즘을 적용한 피해재적은 224,278㎥으로
현장조사 결과보다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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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안동산불 피해재적(㎥) 분석 결과
구 분

현장조사

피해면적(ha)

1,944

2,020

278,149

289,760

수관화

-

126,866

열해

-

97,412

지표화

-

65,482

278,149

260,895

수관화

-

117,904

열해

-

85,204

지표화

-

57,787

계
전체 피해재적
(㎥)

계
활엽수 제외
피해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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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계열 기반 피해지 변화모니터링 기술 개발
1. 다중분광 및 Lidar 기반 산불 피해지 시계열 모니터링
가. 연구자료 및 방법
연구의 대상지는 2020년 4월, 대형 산불이 발생된 안동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산불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남후면 일대에서 약 3일간 발생되었으며 피해면적
이 산림청 ‘산불피해대장’기준 1,944ha에 달하는 대형 산불로 기록되었다. 안동 산불
은 피해규모가 커 전체 현장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불 진화 이후 안동 산불 피
해지 내에서 세부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접근성과 피해강
도 등을 고려하여 총 3곳의 세부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대상지 1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산54
대상지 2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182
대상지 3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산56

<그림 4-2-1> 안동산불 피해지역 내 연구대상지 선정

94

▁ 제Ⅳ장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무인기 활용기술 개발

각 연구대상지별로 면적은 대상지 1이 약 11.9 ha, 대상지2가 약 18.5 ha, 대상지
3이 약 12.0 ha로 나타났으며, 각 연구대상지별로 임상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 1, 2, 3 모두 침엽수림이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나무가
주요 수종으로 우점하고 있었다(대상지 1: 약 50%, 대상지 2 : 약 78%, 대상지 3:
약 89%). Ⅲ영급 ~ Ⅳ영급의 중경목이 많이 나타났으며, 굉장히 밀한 임분들로 구성
되어 있다.

구분

내용

면적

11.9 ha

수종

소나무, 기타 참나무류

경급

중경목

영급

Ⅲ~Ⅳ영급

밀도

밀

구분

내용

면적

18.5 ha

수종

소나무, 기타활엽수

경급

소~중경목

영급

Ⅲ~Ⅳ영급

밀도

중,밀

구분

내용

면적

12.0 ha

수종

소나무

경급

중경목

영급

Ⅳ 영급

밀도

밀

<그림 4-2-2> 연구대상지 1(상), 2(중), 3(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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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로 다중분광영상 및 LiDAR 자료의 획득을 실시하였다. 다중분광영상의 촬
영에 활용한 UAV는 국립산림과학원의 NIFoS-2를 활용하였다. 다중분광영상의 경우
에는 총 5번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LiDAR 자료의 촬영은 2번 실시되었다. 안동 피해
지 전체에 대한 1차 다중분광영상 촬영이 4월 28일 실시된 이후, 2차와 3차 영상
촬영 시 누락된 대상지가 발생하여 대상지 별로 다중분광영상자료의 개수가 다르다
(대상지 1: 3회, 대상지 2: 4회, 대상지 3: 5회). 또한 LiDAR 촬영 LiDAR 자료는
1차 촬영 시 대상지 1, 3의 위치와 자료경계가 달라 2차 재촬영을 실시하였으며, 대
상지 2의 경우 누락된 부분이 있어 부분 추가 촬영을 실시하였다.

<그림 4-2-3> 현장조사 및 데이터 획득 시기

다중분광영상 및 LiDAR 자료를 통해 분석된 산불피해강도 및 개체목 수관경계에
대한 레퍼런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면적은 각 연구 대
상지 면적의 1%에 대하여 계획하였으며, 임의추출법으로 각 대상지에 대한 표본점 추
출을 실시하였다.
이후 현장에서는 추출된 표본점에서 0.01ha(반경 약 5.65m)의 표본조사구를 설치
하고 경계 내의 개체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추후 LiDAR 자료를 통한 개체목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개체목 단위로 Vertex, GeoXT, Garmin GPS 등을 활용
하여 위치, 피해강도, 직경, 수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GeoXT, Garmin
GPS 등이 산림지역에서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개체목의 위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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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야장에 중심점으로부터 거리, 방위에 따른 위치를 함께 기록하
여 추후 야장 내 표기된 위치와 GPS 개체목 지점간의 보정을 통해 정확한 개체목위치
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림 4-2-4> 대상지별 표본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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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GeoXT를 통한 개체목 위치 조사자료 및 실제 관측을 통한 조사자료를 통한 보완

3개 연구대상지에 총 55개의 표본점을 배치하고 52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3개소
-절벽 위치 제외)하였다. 대상지 1의 경우 23개 표본점을 설치하여 총 264개의 개체
목을 조사하였다. 대상지 2는 20개 표본점에 대해 169개 개체목을 조사하였고, 대상
지 3은 9개 표본점에 대해 79개 개체목을 조사하였다. 수종분포를 살펴본 결과, 소나
무가 392본, 약 7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상수리나무가 31본으로 약 6%의 빈도
를 보였다. 조사된 개체목별 피해강도를 살펴본 결과, 열해 피해목이 총 268본으로
약 52%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수관화 피해목이 112본으로 약 22%, 뒤이어 지표화
피해목이 93본, 미피해 개체목이 38본으로 나타났다. 해당 현장조사 자료는 산불피해
강도 정확도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조사면적당 조사개체목 개수를
기준으로 ha당 개체목 개수를 추정하여 대상지 1의 경우, 조사면적은 0.23ha, 대상
지 2는 0.2ha, 대상지 3은 0.09ha로 나타났다. 추후 LiDAR 자료를 통한 개체목 위
치 및 본수 추정 시 정확도 평가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4-2-1> 대상지 내 수종 분포
단위: 본

대상지

대상지 1

대상지 2

대상지 3

수종별 합계

자작나무

5

-

-

5

층층나무

1

-

-

1

소나무

192

127

73

392

잣나무

2

6

-

8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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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대상지 1

대상지 2

대상지 3

수종별 합계

리기다소나무

-

1

-

1

상수리나무

25

4

2

31

갈참나무

1

6

-

7

떡갈나무

7

-

-

7

신갈나무

12

10

2

24

졸참나무

-

1

-

1

굴참나무

12

1

2

15

아까시나무

7

-

-

7

노간주나무

-

1

-

1

물푸레나무

-

1

-

1

밤나무

-

9

-

9

붉나무

-

1

-

1

편백

-

1

-

1

대상지별 합계

264

169

79

512

수종

<표 4-2-2> 대상지 내 피해강도 분포
단위: 본

대상지

대상지 1

대상지 2

대상지 3

피해강도별 합계

미피해

31

7

2

40

수관화

56

32

24

112

열해

143

83

42

268

지표화

34

47

10

91

고사

-

-

1

1

대상지별 합계

264

169

79

512

피해강도

미피해와 열해피해가 함께 보이는 개체목이 추후 열해로 인해 고사할 것인지 미피
해목으로 분류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개체목 조사 실시를 위해 각 대상지
별로 2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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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미피해 부분과 열해 부분이 함께 나타나는 개체목

나. 개별 입목단위 산불피해 추정을 위한 Lidar 자료 처리
전처리된 LiDAR 자료를 바탕으로 지면점 이외의 점들을 제거하는 Groundfiltering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Groundfiltering을 위한 패러미터(medain, smooth)
수치는

기존 조승완(2016)의 연구를 통해 DEM 제작에 가장 적절하다고 도출된

median-9, smooth-5 값을 활용하였다. Ground filtering이 완료된 자료를 바탕으
로 식생부가 제거된 LiDAR 자료의 격자화를 Grid surface create 알고리즘을 통해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수치표면모델(Digital surface
model; DSM), 수치지형모델(Digital terrain model; DTM) 자료를 제작하였다. 이
후 DEM, DSM을 기반으로 Fusion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관고모델(Canopy
height model; CHM)을 적용하였다. 수관고 모델은 LiDAR 자료의 point cloud를
바탕으로 수관표면모델을 생성하는 기능으로, 각 픽셀의 중앙에서의 가장 높은 고도
를 추출한다. 이후 Watershed 알고리즘(유역 분할 알고리즘)을 수관고모델에 적용하
여 수관경계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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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LiDAR 자료 처리 및 분석 활용 예시

앞선 LiDAR 자료를 활용하여 수관경계를 추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산불피해강도 분
류를 재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자료 내 산불피해강도별 개체목의 위치와 수관경계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추출을 실시하고, 개체목의 피해강도에 따른 수관경계를
Training data로 활용하였다. 수관경계와 개체목 중첩은 ArcMap 10.8의 Select by
location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분류를 위한 Training data의 오분류를 막
기 위해 같은 수관경계 내 다른 피해강도의 개체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수관경계는 학습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분류는 MLC, SAM 두 기법을 활용하였고, 앞
선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결과는 산불피해강도 분류 결과의 현장 사용을 위해 도출된
적절한 Kernel 크기로 Re-sampling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기법별로 Kappa,
Overall Accuracy를 도출하여 기법간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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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수관경계 추출 예시(좌) 및 같은 수관경계 내 피해강도가 다른 개체목 존재 예시(우)

다. 산불피해지에 대한 피해강도 분류 및 정확도 분석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MLC)과 분광각도법(Spectral
Angle Mapper; SAM)을 적용해 안동 산불피해지를 대상으로 분류를 실시한 결과,
두 기법간 열해-지표화 피해면적산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대상지 1의 경우, MLC
기법의 지표화 면적은 약 4.8 ha, SAM 기법의 지표화 면적은 약 0.8 ha로 나타나
지표화 피해면적에서 약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열해 면적의 경우, MLC 기
법으로 분류한 결과는 2.5ha, SAM 기법으로 분류한 결과는 5.5ha로 3ha 정도 차이
가 났다.

<그림 4-2-9> 대상지 1의 분류기법에 따른 분류 결과(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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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2의 경우에도 MLC 기법을 적용하여 분류된 지표화 면적은 10.7ha인 반면
SAM 기법을 적용한 경우는 5.2ha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대상지 3의 분류 결과
에서는 MLC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된 지표화 면적이 4.9ha, SAM 기법을 적용한 면
적이 0.96ha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미피해, 열해 지역은 MLC 기법보다 SAM 기법
을 적용한 면적이 더 넓게 나타났다.
<표 4-2-3> 대상지 1, 2, 3의 분류기법에 따른 피해강도별 면적
대상지 1

분류기법별 면적(단위:ha)
MLC

SAM

미피해

0.25

1.98

지표화

4.75

0.77

열해

2.50

5.53

수관화

3.80

3.02

합계

11.3

11.3

대상지 2

분류기법별 면적(단위:ha)
MLC

SAM

미피해

0.74

4.39

지표화

10.70

5.23

열해

2.73

4.25

수관화

4.23

4.53

합계

18.4

18.4

대상지 3

분류기법별 면적(단위:ha)
MLC

SAM

미피해

0.79

2.73

지표화

4.94

0.96

열해

3.61

6.20

수관화

2.31

1.76

합계

11.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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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류기법별 영상분류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Error matrix 도출한
결과 SAM 기법의 Kappa값이 약 0.2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연구(경북대,
2019)에서는 열해와 수관화 분류 정확도가 두 기법 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본 분류 결과에 따르면 열해-수관화 분류 역시 SAM 기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
를 보였다. 이에 이에 산불의 지역별 분류 패턴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Kappa값이 0.3, 0.5 정도로 나타나고, Overall
Accuracy가 52.2%, 69.6%로 나타나 분류 정확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다.
1차 LiDAR 자료(5/17 촬영)의 수관경계자료를 활용하여 산불피해강도분류를 실시
한 결과, LiDAR를 사용하지 않은 분류결과와 비교했을 때, MLC 기법의 경우 Kappa
값이 0.41에서 0.80로 증가하였고, Overall accuracy도 약 63%에서 약 87%로 크
게 증가하였다. 수관화의 경우에는 100%의 Producer’s accuracy(PA)와 약 89%의
User’s accuracy(UA)를 보였다. 열해 지역의 경우에는 PA가 약 89%, UA가 92%
정도로 나타났으며, 지표화의 경우에는 PA가 약 93%, UA가 약 87% 미피해의 경우
에는 PA가 25%, UA가 약 33%를 보였다.
SAM 기법의 경우, Kappa값이 LiDAR 자료를 사용하지않은 4개 등급 분류 결과보
다 소폭 증가하여 0.62로 나타났다. Overall Accuracy의 경우에는 약 70%에서 약
73%로 증가하였다. 수관화는 PA가 100%, UA가 80%로 나타났다. 열해의 경우에는
PA가 약62%, UA가 84%, 지표화는 PA가 약 79%, UA가 100%, 미피해는 PA가
75%, UA가 약 25%로 나타났다. MLC 기법과 SAM 기법의 세부피해강도별 PA, UA
를 비교해본 결과, 수관화와 열해의 분류는 MLC 기법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고, SAM
기법은 지표화의 UA, 미피해 지역의 PA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4> 4개 등급 분류 - 1차 LiDAR 자료 기반 MLC 및 SAM기법 적용
(단위：개(표본점 수))
Reference

(단위：개(표본점 수))
Reference

미피해

지표화

열해

수관화

Subtotal

MLC MAP

미피해

지표화

열해

수관화

Subtotal

SAM MAP

미피해

1

-

2

-

3

미피해

3

1

8

-

12

지표화

2

13

-

-

15

지표화

-

11

-

-

11

열해

1

1

23

-

25

열해

1

2

16

-

19

수관화

-

-

1

8

9

수관화

0

-

2

8

10

Subtotal

4

14

26

8

52

Subtotal

4

14

26

8

52

Overall accuracy = 86.5%, Kappa Coefficient =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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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LiDAR 자료(10/13 촬영)의 대상지 1, 2, 3 전체 수관경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불피해강도분류를 실시한 결과, MLC 기법의 경우 Kappa값은 약 0.82, Overall
accuracy값은 약 89%로 나타났다. 기존 LiDAR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MLC 기법의
분류 결과와 비교해보면, Kappa값은 약 0.49, Overall accuracy는 약 36%가 증가
하였다. 오분류된 지역을 살펴보면 실제는 미피해 지역이지만 지표화 및 열해 지역으
로 분류된 곳이 각각 1곳, 실제 지표화 지역이 미피해, 수관화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각각 1곳, 실제 열해 지역이지만 지표화와 수관화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각각 1곳으
로 나타났다. User’s Accuracy(UA)와 Producer’s accuracy를 통해 분류결과를 살
펴보면, 수관화의 경우에는 PA가 100%, UA가 80%로 나타났고, 열해의 경우에는
PA는 약 92%, UA는 96%로 나타났다. 지표화의 경우, PA와 UA 모두 약 86%로 나
타났으며, 미피해는 PA가 50%, UA가 약 67%로 나타났다.
SAM 기법로 분류한 결과의 Kappa값은 0.64, Overall accuracy 값은 약 75%
정도로 나타났다. 기존 LiDAR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SAM 기법의 분류 결과와 비교
해보았을 때, Kappa값은 약 0.1, Overall accuracy는 약 5%정도 증가하였다. 세부
피해강도별 PA, UA를 살펴본 결과, 수관화는 MLC 기법과 동일하게 PA가 100%,
UA가 80%로 나타났고 열해는 PA가 약 69%, UA가 약 85%로 나타났다. 지표화는
PA가 약 79%, UA가 약 85%로 나타났고, 미피해의 경우에는 PA가 50%, UA가 25%
로 나타났다. MLC 기법과 SAM 기법의 세부피해강도별 PA, UA를 비교해본 결과,
수관화 지역에서는 동일한 정확도를 보였으나 열해, 지표화, 미피해 지역에서는 UA와
PA 모두 MLC 기법의 정확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LiDAR 자료를 활
용하지 않은 분류 결과에서는 SAM 기법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으나,
LiDAR를 활용한 대상지 산불피해강도 분류 결과에서는 MLC 기법이 상대적으로 높
은 분류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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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4개 등급 분류 - 2차 LiDAR 자료 기반 MLC 및 SAM기법 적용
(단위：개(표본점 수))
Reference

(단위：개(표본점 수))
Reference

미피해

지표화

열해

수관화

Subtotal

MLC MAP

미피해

지표화

열해

수관화

Subtotal

SAM MAP

미피해

2

1

-

-

3

미피해

2

1

5

-

8

지표화

1

12

1

-

14

지표화

1

11

1

-

13

열해

1

-

24

-

25

열해

1

2

18

-

21

수관화

-

1

1

8

10

수관화

-

-

2

8

10

Subtotal

4

14

26

8

52

Subtotal

4

14

26

8

52

Overall accuracy = 88.5%, Kappa Coefficient = 0.82

Overall accuracy = 75.0%, Kappa Coefficient = 0.64

라. 시계열 다중분광영상 자료를 활용한 산불 피해면적의 변화 탐색
각 대상지별 시계열 다중분광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산불피해강도별 면적의 변화추
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상지 1의 경우, 총 3회의 촬영이 진행되었고 첫 촬영시점과
최근 촬영시점 사이의 피해면적의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 열해 지역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촬영시점에 따른 산불강도 분류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열해 피해지역에서 미피해 지역으로의 변동이 크게 발생하였다. 해당 지점
은 사유지의 묘지 주변으로 산불 피해 이후 빠른 복구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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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0> 식생 복구로 인한 미피해-열해 면적 변화

대상지 1의 열해 지역은 첫 촬영시점 대비 약 3.7ha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2.9ha
의 지역은 미피해 지역으로 재분류가 되고, 수관화 지역 역시 기존 열해 지역에서
0.8ha의 면적이 수관화 지역으로 변동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열해 지역에서 미피해지
역으로 변화된 부분에 대한 임상을 검토해본 결과, 기타 참나무류 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40%(약 1.2ha)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나무 지역은 약 2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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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대상지 1의 시계열 자료를 통한 피해면적산출 결과
대상지 1
촬영시기

시계열별피해면적산출 결과(단위: ha)
4/28 촬영

6/22 촬영

10/13 촬영

변동
(단위: ha)

미분류

0.0

0.0

0.0

-

수관화

2.2

2.6

3.0

▲ 0.8

열해

7.2

4.3

3.6

▼ 3.7

미피해

2.5

5.0

5.3

▲ 2.9

피해강도

대상지 2의 경우, 총 4회의 촬영이 진행되었고 피해면적의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
열해-수관화 피해 지역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촬영시점에 따른 산불강도 분류 결과
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촬영시점의 변화에 따른 산불 복구 사업으로 인한 벌채와
최초 영상에서 열해로 분류된 지역의 식생 활력 복구로 인한 영상의 변화로 강도 분류
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11> 벌채로 인한 열해-수관화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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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해 지역은 첫 촬영시점 대비 약 4.5ha가 감소하였으며, 수관화 지역은 첫 촬영시
점 대비 약 2.9ha가 증가하였으며, 미피해 지역은 약 1.5ha가 증가하였다. 첫 촬영시
점에 열해 지역이었다가 수관화 지역으로 변화된 면적은 약 3ha로 나타났다. 해당 부
분의 임상을 검토해 본 결과, 소나무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약 85%(약 2.9ha)를 차지
하고 있었으며, 소경목이 약 72%, Ⅲ영급~Ⅳ영급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2-7> 대상지 2의 시계열 자료를 통한 피해면적산출 결과
대상지 2
촬영시기

시계열별피해면적산출 결과(단위: ha)

변동
(단위: ha)

4/28 촬영

5/27 촬영

6/22 촬영

10/13 촬영

미분류

0.01

0.00

0.00

0.00

수관화

3.59

3.48

3.57

6.52

▲ 2.93

열해

8.81

6.48

5.34

4.35

▼ 4.46

미피해

6.08

8.52

9.57

7.61

▲ 1.53

피해강도

본 연구에서는 열해-미피해 면적 사이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열해수관화의 면적 변동이 있어 대상지 2에 대하여 4차 촬영영상과 3차 촬영 영상 사이의
피해강도별 면적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3차 영상에서 열해로 분류되었던 피해
지가4차 영상에서 수관화로 나타난 면적이 약 2.8ha로 나타났다. 이는 4차 촬영 당
시, 복구 사업으로 인해 수관화 지역과 열해 지역이 일부 벌채되면서 3차 촬영 시점에
서의 열해 지역이 수관화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열해피해를 입은
개체목이 고사하여 잎이 떨어지면서 수관화 지역으로 분류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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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대상지 2의 3차·4차 피해면적 비교
단위: ha

10/13일촬영(4th)
미피해

열해

수관화

Subtotal

미피해

7.0

1.6

0.9

9.5

열해

0.5

2.1

2.8

5.4

수관화

0.1

0.7

2.8

3.6

Subtotal

7.6

4.4

6.5

18.5

6/22촬영(3rd)

대상지 3은 총 5회의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첫 촬영시점과 최근 촬영시점 사이의피
해면적의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 열해 지역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열해 지역은 첫
촬영시점 대비 약 1.4ha가 감소하였으며, 수관화 지역은 약 0.1ha가 감소하였다. 미
피해 지역은 첫 촬영시점 대비 약 1.5ha가 증가하였다. 또한 첫 촬영시점 당시 열해
지역이었다가 최근 촬영시점에 미피해 지역으로 변화된 면적은 약 2ha로 나타났다.
해당 부분의 임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중 소나무 지역이 약 94% 정도로 나타났
으며, 경급은 중경목이 96%, Ⅳ영급이 전체 변화면적의 96%(약 2.5ha)를 차지하였
다. 대상지 2와 비교해보았을 때, 대상지는 일부 벌채로 인한 영향도 있으나 소나무
우점지역에서 소경목의 비율이 높을때는 열해에서 수관화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지
만 중경목 소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열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사하지 않
고 계속 생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2-9> 대상지 3의 시계열 자료를 통한 피해면적산출 결과
대상지 3
촬영시기

시계열별피해면적산출 결과(단위: ha)
4/28 촬영

5/7 촬영

5/27 촬영

6/22 촬영

10/13 촬영

변동
(단위: ha)

미분류

0.01

0.00

0.00

0.00

0.00

▼ 0.01

수관화

1.43

1.19

1.20

0.88

1.32

▼ 0.11

열해

6.43

5.83

6.24

6.28

5.03

▼ 1.40

미피해

3.87

4.73

4.30

4.59

5.40

▲ 1.53

피해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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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2> 열해 피해 이후 재생장 패턴을 보이는 개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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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동형 통합 지상통제시스템 구축
1. 무인기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 개발
무인기 운용에 있어서 관제, 운항, 데이터 취득 등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중에서 임무수행 중인 비행체의 상태를 체크하고 임무에 필요한 운항계획을 수립하
며, 이에 따라 데이터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킨 것을 무인기 지상통제시스
템(GCS : Ground Control System)라고 한다.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소형 무
인기의 경우는 조정기와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심플한 지상통제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지만, 중형급 이상 무인기의 경우 좀 더 정밀하고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무인기의 복합적 임무수행을 위해 1대의 기체만 운용하는 방식을 떠
나 3대 이상을 동시에 운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어 복수기체 운용이 가능한 지
상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수의 기체를 동시에 관
제, 제어, 데이터 취득을 할 수 있는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 개발을 하였다.

<그림 5-1-1> 무인기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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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은 다중운용서버에서 실행될 다중관제, 다중운용플
랫폼, IoT 멀티링크 Gateway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영상처리서버에서 실행될 영상감
시 및 영상관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표 5-1-1> 무인기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 기능 구현
기능

상세 항목
기체의 정보가 모두 정상적으로 표시
관제차량의 위치 표시
기체의 임무장치 정보를 선택 가능

상태 모니터링 기능

기체의 이,착륙에 대한 인식이 가능
기체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
기체의 이번트 정보가 표시
통신두절 상태의 기체의 예상 이동 경로 표시
경로 임무비행계획서 작성 기능
범위 임무비행계획서 작성 기능

임무비행계획서 작성 기능

임무장치 동작설정 작성 기능
임무비행계획서 저장 기능
경로 임무비행계획서 수정이 가능
다중 실시간 영상정보 현시가 가능

영상 좌표추출 및 관리 기능

다중 실시간 영상정보 전송이 가능
다중 실시간 영상정보 저장 및 조회 가능
다중 실시간 영상으로부터 임무계획서 작성

정사영상 좌표추출 및 관리 기능

정사영상 저장, 조회 기능
정사영상 임무비행계획서 작성
임무수행 중인 기체의 실시간 정보 기록 및 조회
무인기정보관리 기능

무인기 구성장비 관리기능

임무정보관리 기능
관제차량의 장비정보 및 기상정보 조회 기능
무인기정보 동적연동 기능
관제차량의 RTK 보정정보 전송 기능

국립산림과학원 ▁

115

무인기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은 무인기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제
에 필요한 무인기 상태를 모니터링 수행하며, 무인기가 산불 및 산사태 등의 정보를
수집을 위한 임무비행계획서 작성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수집된 영상 및 정사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임무비행계획서 작성기능과 차량형 무인기 다중운용시스템의
구성품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였다.
UI 메인화면 구성 지도화면, 연결된 무인기 리스트 및 메뉴바 로 구성된다.
① : 메뉴바(임무비행계획서, 기체설정, 배터리설정, 임무장비설정, 로그보기, 경로
작성(Waypoint), 경로작성(Area) 등의 메뉴버튼 구성)
② : 연결된 무인기 리스트(상태정보, 명령버튼)
③ : 현재 기체위치 및 지도화면

<그림 5-1-2> 메인화면 UI

116

▁ 제Ⅴ장 산불 대응을 위한 무인기 기반기술 개발

<그림 5-1-3> 연결된 무인기 상태정보 및 명령버튼

가. 임무비행계획서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임무비행계획서 리스트 열기 기능으로 기존에 작성된 임무비
행계획서(생성날짜, 작성위치정보, 경로작성방식(Waypoint/Area) 리스트를 전시하
며 운용자 메모사항과 작성한 경로설정에 대한 썸네일 기능을 표출한다.

<그림 5-1-4> 임무비행계획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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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체등록 및 설정
임무비행을 위한 기체등록 메뉴(기체정보, 기체세부정보, 장비정보)로 구성되며, 기
체정보에서는 무인기 목록의 기체의 ID, Name, Type, Firmware, Protocol 정보와
통신연결 설정을 전시하며 해당기체의 최대 비행시간 및 비행거리를 출력한다. 또한,
기체 세부정보에서는 등록된 기체의 중량, 프레임크기 운영예상시간, 프로펠러 정보
및 변속기, 모터 정보등과 같은 세부정보를 보여준다. 이후, 기체 세부정보에서는 등
록된 기체의 중량, 프레임크기 운영예상시간, 프로펠러 정보 및 변속기, 모터 정보등
과 같은 세부정보를 표시해 준다. 장비정보에서는 등록된 기체정보 중 배터리(셀수,
용량, 전압, 최대방전율, 무게)의 정보를 전시하며 해당 배터리의 사용시간과 사용회
수를 표시하여 교체주기에 대하여 운용자에게 참고사항으로 표시한다. 기체설정에서
등록버튼은 추가되는 무인기정보(사진, ID, Name, Type, Firmware, Protocol)에
대하여 등록절차를 수행하며 무인기 다중운용 지상통제 소프트웨어의 통신방식
(UDP/Telemetry)에 대하여 설정한다.

<그림 5-1-5> 기체의 설정(좌) 및 등록(우)

다. 배터리 설정
메뉴바의 배터리설정은 기존 등록되어 있는 배터리 리스트를 운용자 할당 명칭으로
보여주며 추가 배터리등록을 위한 배터리정보 입력 기능을 수행한다. 배터리설정의
배터리 등록을 선택하여 운용자가 추가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무인기 다중운용 통합
운영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배터리 식별은 운용자가 지정한 별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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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배터리 설정(좌) 및 정보입력(우)

라. 임무장비 설정
메뉴바의 임무장비설정을 선택하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임무탑재장비 목록을 표
시한다. 임무장비설정의 임무탑재장비 장비등록을 선택하여 운용자가 추가 임무탑재
장비에 대한 정보(초점거리, 영상너비, 영상높이, 센서너비, 센서높이, 화각, 무기)를
무인기 다중운용 지상통제 소프트웨어에 등록할 수 있다. 장비명에 대하여 운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마. 비행경로 작성
메뉴바의 경로작성(Area)를 선택하여 임무비행계획서를 영역지정 방식으로 작성한
다. 메뉴바의 경로작성(Area)를 선택하여 사각형 영역지정 시 해당면적에 대한 면적
정보와 최저고도가 표시되며 설정고도 및 임무장비를 선택할 수 있다. 임무탑재장비
의 촬영 간격에 대하여 자동설정 되며 작성된 경로리스트 상의 임무종류(Move,
TakeOff, Land, Hover) 및 해당 경로점의 고도, 속도값, 트리거 거리를 수정하여
임무비행계획서를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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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비행경로 작성

바. 무인기 연결 및 설정
무인기 다중운용 지상통제 소프트웨어 메인UI 우측상단으로 연결된 무인기정보(상
태정보, 명령버튼) 리스트를 표시한다. 통신 연결된 기체의 고도, 속도, 송수신상태,
배터리상태 및 임무장비를 표시하며 이륙, 착륙, Hover 와 같은 단발성 명령을 무인
기에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임무선택 버튼으로 기존에 작성된 임무비행계획서를 선택
하여 무인기에 업로드 수행이 가능하며 업로드 완료 후 임무시작 버튼으로 임무비행
을 수행할 수 있다.
* EMERGENCY STOP : 무인기가 비행 중 긴급상태에서 모터 정지를 수행하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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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무인기 연결 및 설정

2. 이동형 지상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 차량구조변경 방안 마련
무인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차량기반 지상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
다. 지상통제시스템은 무인기의 운용을 위한 관제, 제어, 분석 등을 위한 다중운용 통
합운영플랫폼과 배터리 충전 및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전력공급 기능, 무인기의 적
재 및 정비를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기 위해
서는 최적의 차량구조변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15인승 승합차
대상으로 최적 차량구조변경 방안을 마련하였다.

가.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
무인기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버급 PC와 네트워크 및
통신장치, 전력공급을 위한 배터리팩 등이 설치되야 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조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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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자의 작업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며 사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무인기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1-9>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

특히, 차량에 이러한 시스템이 탑재될 경우 온도 및 진동, 먼지 등 실외조건에 버금
가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아래 표는 각 하드웨어별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표 5-1-2> 하드웨어 안정성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구 분
서버류
모니터류
전원관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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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다중운영 및 영상처리 서버 각 1식

비 고
∙ 진동 및 충격 고려
∙ 요구사양 동등 이상

∙ 다중운영 모니터 2식, 영상처리 모니터 1식 ∙ 요구사양 동등 이상
∙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충전 시스템,
이동식 발전기 각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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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전 전원장치：10분 이상 지원
∙ 배터리충전 시스템, 이동식 발전기
주관기관 제공

구 분

내 용

비 고

무선통신장치

∙ LTE통신장비, C2 무선통신 모뎀,
∙ 지향성 안테나 주관기관 제공
지향성 안테나, 유무선 통신시스템 각 1식

영상송수신기

∙ 영상송수신기 1식

∙ 요구사양 동등 이상

RTK GPS 수신기 ∙ RTK GPS 수신기 1식

∙ 요구사양 동등 이상

∙ 쏠라티(현대자동차) 1식

∙ 요구사양 동등 이상

관제차량

나. 장비 및 적재물 배치 방안
무인기 운용과 관련하여 많은 장비들이 차량에 탑재되게 되는데 차량의 탑재중량의
증가는 차량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하중분포를 고르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중량분포)에 따라 차량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장비배치를 고려하였다.

<그림 5-1-10> 장비배치를 위한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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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인기 적재공간 확보방안
무인기 운용 임무에 따라 활용해야 할 기체의 종류는 다양해진다. 기능과 크기, 무
게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인기 적재를 위한 공간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비행전 무인기
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차량 뒷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고, 가장 단거
리에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무인기의 종류 및 크기를 고
려하여 적재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림 5-1-11> 무인기 적재공간 확보 방안

라. 최적 차량구조변경 방안 도출
각종 무인기 및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타 장비 등을 차량
에 탑재하기 위해 최적 차량구조변경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조정자와 분석자의 편
리성을 위해 차량 가운데에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 운영공간을 마련하였고, 의자
뒷부분에 각종 서버, 통신 및 네트워크, 전력제어 등 하드웨어를 랙을 제작하여 설치
하였다. 또한 우측 뒷부분에 기타 장비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과 배터리 충전 공간
을 마련하였다. 차량 뒷문에 무인기 적재공간을 마련하여 멀티콥터 중형급 이하 무인
기를 적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부에는 고정익 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
보하였다. 개략적인 차량구조변경 방안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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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2> 최적 차량구조변경 방안

이에 따른 세부 설계도 및 전력계통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1-13> 차량구조변경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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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4>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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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차량형 지상통제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쏠라티 15인
승을 기준으로 제작하였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1-15> 쏠라티 15인승 기반 무인기 지상통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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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합센서 탑재 및 활용기술 개발
1. Lidar 등 복합센서의 무인기 탑재 및 활용방안 마련
가. Lidar 센서의 탑재 방안
무인기 하부에 Lidar 스캐너를 장착하는 기구물은 장착 각도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무인기는 전진 비행시 기체가 기울어져 음의 pitch 각
을 지닌다. 현재 Lidar 센서의 측정거리의 한계로 데이터 수집 중에는 지면과 수직한
각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90도 각도로 Lidar 센서를 장착하게 되면 전진 중에
Lidar의 각도가 지면과 수직을 이루지 않아 측정 거리에서 손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비행 속도 또는 수동 조종 시 기체 pitch 각에 맞추어 Lidar의 장착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 무인기와 Lidar의 장착 각도가 조절이 가능한 마운트를 설계하여 제
작할 경우 사용이 용이할 수 있다.

<그림 5-2-1> 틸트 각을 주어 무인기 장착(좌) 및 각도조절용 마운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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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idar 센서의 활용 방안
현재 상용화된 Lidar 센서의 재원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Lidar와 같이
활용하는 GNSS/INS 센서의 자세 추정 정밀도에 따라 원거리 데이터의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 가격이 높을수록 촬영거리 및 획득포인트 수가 증가하게 되지만 사용목적
에 따라 적합한 센서를 선정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상용 Lidar 센서별 운용특성 분석결과 촬영거리가 길면 반사점밀도가
낮아지며, 평균 촬영거리는 100m 이내로 나타났다. 비행시간은 센서무게에 따라 달
라지며 평균 18분 이내로 나타났다. 비행고도 및 속도에 따른 획득 가능한 반사점밀
도 분석결과 비행고도 20m에서 5m/s의 속도일 때 최대 800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5-2-2> Lidar 센서별 운용특성 및 운용환경에 따른 점밀도 분석

무인기용 Lidar센서를 활용하기 위해 운용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무인기 장착
Lidar 센서의 안전한 운용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유지보수 방안 수립, 무인기 및 Lidar 센서 시스템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내구성 향상 및 운용 시간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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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무인기 Lidar 센서 운용 가이드 라인

< 무인기 운용 프로세스 및 체크 리스트 >
① 사전 답사
∙ 목적 지역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 여부 확인
∙ 무인기 비행 승인 여부 확인
∙ 항법 센서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강전계 존재 여부 확인(방송국 안테나, 송전탑 등)
∙ 비행하는 당일 날씨 및 기상 상태 확인
② 데이터 수집
∙ 지상 GNSS 수신기가 25개 이상 위성을 수신하는지 여부 확인
∙ 무인기 항법 센서와 지자기 센서 간의 센서 캘리브레이션 여부 확인
∙ 무인기와 무선 조종기간의 정상 통신 여부 확인
∙ 무인기 프레임 및 프로펠러의 외적 손상 여부 확인
∙ Lidar 등 센서 시스템의 정상 장착 여부 확인
∙ 3차원 스캔 장치의 initial 여부 확인
∙ 무인기 자체의 initial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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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이터 수집 종료
∙ Lidar 등 센서 시스템의 파손 여부 확인
∙ 무인기의 외적 파손 여부 확인
∙ 무인기 배터리의 충전 레벨 확인 (10%미만 시 교체)
∙ 센서 시스템에서 데이터 이동
∙ 센서의 위치관계 변경 여부 확인
④ 데이터 후처리
∙ 센서 시스템에서 취득되어진 GPS 데이터 확인
∙ 후처리 작업을 위한 지리정보원의 GPS 데이터 다운로드
∙ GPS 데이터 후처리 프로그램 실행
∙ 데이터간에 일치 여부 확인
⑤ 데이터 프로그램 실행
∙ 맵핑 데이터 프로그램 실행
∙ 정상 추출 여부 확인
⑥ 데이터 분석
∙ 추출 되어진 데이터 분석
∙ 수목, 경사도 등 성격에 맞는 데이터 분석
∙ 결과 데이터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⑦ 유지보수
∙ 센서 간의 캘리브레이션 틀어짐 여부 확인
∙ 다음 비행을 위한 배터리 충전
∙ 24시간 내 비행, 운영의 경우 100%배터리 충전
∙ 일반 보관 시 50%~80%의 배터리 충전 상태 유지
∙ 무인기의 프레임 및 프로펠러 손상 여부 확인
∙ 센서 시스템의 손상 여부 확인

< 유지 보수 사항 >
① 무인기 본체, 배터리, Lidar, 확장 센서 등에 대해 유지보수 사항 수립
② 무인기 장착 지자기 센서 캘리브레이션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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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적 변동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수행
③ 무인기 Lidar – GNSS/INS 센서 간 캘리브레이션
∙ 외부 충격이 가해진 경우 캘리브레이션 수행
∙ 일반적인 사용 시 5회 이상 비행 후 캘리브레이션 값 점검
④ 무인기 장착 Lidar 센서
∙ 원거리 밝은 색상 목표물에 대해 장착 Lidar의 최대 측정거리에 존재하는 물
체가ㆍ정상적으로 촬영되는지 확인
⑤ 후처리 위한 GNSS 수신기
∙ 개활지에서 약 25개 이상의 위성 수신 여부 확인
⑥ 무인기 배터리 유지보수
∙ 24시간 이내에 비행하는 경우 100% 배터리 충전
∙ 수 일 이상 비행 계획이 없는 경우 배터리 충전 상태를 50%~80% 사이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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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를 활용한 산불감시를 위해 적정 시기 및 위치 결정방안을 도출하였다. 소각
행위 발생시점과 주요 발생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현행 소각산불주의보 및 대형산불
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시군구 기준)을 대상으로 광역적인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으
며, 소각산불주의보 발령지역에서 산불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산불다발지역 지도와 산
불감시카메라의 감시구역을 나타내는 산불탐지 가시권지도의 중첩을 통해 산불감시
카메라의 감시구역의 사각지역 중 산불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세분화하여 선정
할 수 있다. 또한, 중첩되어 적정위치로 결정된 구역 중 가시권 분석을 통해 탐지영역
이 넓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구분하여 소각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적정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유선무인기의 운용장비의 비행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해 현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열화상카메라(VUE PRO R640)를 장착한 유선무인기로 일몰 이후 시간에 75M 고도
에서 최대 소각탐지 거리를 측정하였다. 소각시험장치는 최대 1,274m로 측정되었고,
소각행위자는 약 85 ~ 100m 사이에서 소각행위자 5명을 탐지할 수 있었다.
열화상카메라의 기타 물체 탐지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시험환경에서 최대 탐지
가능한 물체를 확인하는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최대 측정가능한 거리는 유선비
행드론의 비행위치 기준 2.23km의 공장굴뚝으로 확인되었으며, 0.9km 밖 경부고속
도로의 이동 차량이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선무인기의 산림지역에서의 운
용 효율 및 실용성 향상을 위해 규모 경량화 및 전력공급력을 개선하였다.
유선무인기의 현장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유선무인기의 규모를 개선하여 기존
크기 150 × 150 × 70cm, 무게 12kg을 크기 100 × 100 × 50cm, 무게 6kg로
경량화하였다. 또한, 전력공급 개선을 통한 최대 비행고도를 향상하였는데 기존 전력
1500W일 때 최대고도 75m에서 개선 시 전력 2,000W일 때 최대고도 100m로 향상
되었다.
무인기를 활용한 처방화입을 실시하기 위해 시중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소재를 이
용하여 한국형 발화체를 개발하였다. 한국형 발화체의 구성은 화약, 액체연료, 고체연
료 등이 필요한데 캠핑용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폭죽과 캠핑용 착화제,
번재탄을 조합하였다. 또한 착화방식에 따라 타이머방식과 심지방식으로 나누어 개발
하였다. 투하장치는 투하 개폐장치, 열선, 발화장치 거치대 및 고정장치 등으로 구성
되는데 투하 개폐장치는 디스펜서형 개폐장치로써 서브모터의 움직임을 이용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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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방식으로 개폐한다. 최대 6개의 발화체를 동시에 탑재하고 투하할 수 있으
며 사전에 입력된 경로에 의해 자동 투하도 가능하다.
산불의 화선 및 잔불의 위치를 추출하기 위해 열화상 영상지도를 제작하였고 영상
에서 육안으로 잔불을 판독한 뒤 이를 임계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치게 되면 산불의 화선 및 잔불을 추출할 수 있다. 무인기 촬영을 시계열로 반복할
경우 산불의 확산 이동을 탐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동속도 및 확산방향을 알
수 있다. 또한, 진화효과에 따른 진화전략수립에 매우 효과적이다. 산불확산강도 추
정 및 피해규모 매핑 알고리즘 개발하여 이에 대해 각각의 시각에서 면적을 산출하
고, 면적의 증가량을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각각의 촬영 시각에서의 산불 확산강도
를 산출하였다.
주불이후 재발화(뒷불)를 탐지하기 위해 실시간 열화상 영상 기반 잔불 추적기법을
개발하였고, 무인기의 비행위치에 대한 비행정보를 기반으로 잔불로 추정되는 영역에
해당하는 영상 중심의 실제 위치 좌표인 영상 중심 좌표를 계산하여 재발화 위치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웹기반 지도시스템을 통한 잔불 위치 매핑시스템을
구현하여 카메라 각도 90°~ 45°에서 평균 ±10m 오차로 탐지할 수 있었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차량, 장비 등 진화자원의 위치 및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
하기 위해 손쉽게 응용 가능한 장비인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기반으로 현장운용용 어
플을 개발하였다. 웹 앱은 별도의 설치없이 모바일기기에 기본 탑재된 브라우저로 충
분히 구동 가능해 장비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 업그레이드 시 별도의
과정이 필요없다는 점, 향후 네이티브 앱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주간 산불정보 매핑을 위해 헬기기반 라이브매핑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열화상 카
메라의 헬기탑재 및 단영상 실시간 전송 기술과 열화상 단영상의 실시간 기하보정모
듈, 웹기반 산불매핑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헬기의 비행궤적을 열화상 단
영상의 중심좌표를 이용하여 표시하였고, 이를 통해 각 영상의 특성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불지휘기에서 촬영 시작 후 약 5초 이내에 자동 기하보정된 열화상
단영상이 헬기궤적과 함께 표출된다.
산불진화탄을 무인기에 탑재하고 투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무인기용 상용 진화탄
(Fire extinguish ball) 투하장치를 개발하였다. 진화탄 투하장치는 4개의 상용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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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을 탑재할 수 있고, 개별로 투하하거나 동시에 모두 원격으로 투하할 수 있다. 또한
진화탄을 적절히 투하하기 위해 타이머를 설정하여 폭발시키는 방식과 낙하산을 활용
하여 수관층에 걸려 불에 닿을면 폭발하는 낙하산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진화용수 살수를 위한 무인기 운용기술 개발을 위해 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활용한
방화선 구축용 살수무인기를 개발하였다. 살수무인기는 기계화진화시스템 또는 산불
진화차량에 무인기를 결합하여 산불 확산 시 임도 등 주요 접근로를 활용하여 공중에
서 진화용수를 살수하는 방식이다. 특히 방화선 구축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살수무
인기는 진화호스가 결합되어 있어 수직보다는 수평이동에 제약이 많아진다. 수평이
동 시 수목에 진화호스가 걸리게 되면 기체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기체에 도르래를 탑재하여 살수 및 이동범위 증가
시켰다.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맞춤형 산불피해도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무인기
에 탑재한 다중분광센서(Micasense RedEdge-M)를 활용하여 산불피해지역에서 피
해강도별 심, 중, 경으로 구분하기 위해 분광지수 기반 산불 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영상
분류 기반 산불 피해등급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NDV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등급별 분광반사율 구간을 설정한 결과, 수관화에 대한 분광반사율 구간은 0.00부터
0.28, 강한 열해에 대한 분광반사율 구간은 0.28 ~ 0.60, 약한 열해에 대한 분광반사
율 구간은 0.60 ~ 0.82, 비피해에 대한 분광반사율 구간은 0.82부터 1.00으로 나타
났다. 영상분류 기반 산불 피해등급 산정방법을 적용한 결과 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과 분광각도법(Spectral angle mapper)은 수관화, 강
한 열해에 대한 피해면적을 유사하게 추정하였다.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재적, 면적 등 산불 피해등급에 따른 피해물량 분석이 매
우 중요하다. 특히, 면적이 광역적인 대형산불인 경우 인력에 의한 현장조사는 긴 시
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방법이 요구되었고 무인기의 장점을 활용
하여 산불 피해지의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물량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수
치임상도(1:5,000) 기반 목재재적자료(원현규, 2019)를 활용하여 임상별 재적을 추출
하고 산불 피해등급도와 중첩분석을 통해 산불 피해등급별 재적량(㎥)을 산출한다. 또
한 임상별 산불 피해등급별 재적산출 결과와 수치지적도의 중첩을 통해 지적별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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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할 수 있다.
시계열 자료를 통한 피해면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활엽수 지역과 중경목의 침엽
수 지역에서는 열해 피해 이후 고사하지않고 생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열해피해
면적의 변화는 산불 피해 이후 2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발생되어 실질적
인 산불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적절한 촬영시점에 대한 추가 연구 및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형급 이상 무인기의 경우 좀 더 정밀하고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
다. 특히 무인기의 복합적 임무수행을 위해 1대의 기체만 운용하는 방식을 떠나 3대
이상을 동시에 운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어 복수기체 운용이 가능한 지상통제시
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수의 기체를 동시에 관제, 제어,
데이터 취득을 할 수 있는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 개발을 하였다. 지상통제시스템
은 무인기의 운용을 위한 관제, 제어, 분석 등을 위한 다중운용 통합운영플랫폼과 배
터리 충전 및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전력공급 기능, 무인기의 적재 및 정비를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최적의 차량
구조변경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상용화된 Lidar 센서의 재원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Lidar와 같이
활용하는 GNSS/INS 센서의 자세 추정 정밀도에 따라 원거리 데이터의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 가격이 높을수록 촬영거리 및 획득포인트 수가 증가하게 되지만 사용목적
에 따라 적합한 센서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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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1 울주산불
◦ 발생일시 : 2020.03.19.13:51 ~ 2020.03.20.18:00(진화소요시간 28시간 9분)
◦ 발생지역 :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 발생원인 : 입산자 실화
◦ 피해현황
- 산림피해 : 519ha
- 피해액 : 28,010백만원
◦ 동원자원 : 헬기 46대, 진화차 등 동원장비 4875대, 진화인력 5,220명
◦ 특이사항 : 울산 울주, 경남 밀양 등 남부지역의 건조 특보 발효 및 산불 발생 평균 위험지수
‘높음’ 단계 지속 예측으로 대형산불 위험예보(3.19~20) 발효. 언론을 통해 위험
주의 보도가 된 상황에서 산불 발생. 전국적으로 18건, 남부지역에만 4건의 동시
산불 발생으로 헬기 분산 투입. 강한 서풍(최대 10m/s)에 의한 빠른 확산(시간당
약 1.3km, 동해고속도로 근처까지 접근)과 많은 비화 발생, 연무 발생으로 헬기
진화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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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49

150

1.2 안동산불
◦ 발생일시 : 2020.04.24.15:39 ~ 2020.04.27.18:00(진화소요시간 74시간 21분)
◦ 발생지역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 발생원인 : 입산자 실화
◦ 피해현황
- 산림피해 : 1,944ha
- 피해액 : 106,259백만원
◦ 동원자원 : 헬기 82대,진화차 등 동원장비 652대, 진화인력 9,130명
◦ 특이사항 :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도 지역은 건조경보 상황.
강원영동과 경북북부, 경남 해안에 평균풍속 9~16m/s, 최대 순간풍속 20m/s 이
상의 강풍 예상으로 대형산불 위험예보(4.23~25) 발효. 안동지역 산불위험지수
‘높음’과 강한 남서풍(9m/s) 조건에서 산불 발생. 4월 24일 14시경 강풍(10m/s)
으로 인한 재발화 및 비화에 의해 확산, 연무 발생으로 헬기 진화에 어려움. 인근
마을주민 1,270명 대피 후 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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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성산불
◦ 발생일시 : 2020.05.01.20:10 ~ 2020.05.02.08:00(진화소요시간 11시간 50분)
◦ 발생지역 :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 발생원인 : 주택화재비화
◦ 피해현황
- 산림피해 : 123.20ha
- 피해액 : 3,709백만원
◦ 동원자원 : 헬기 23대, 진화차 등 5,630대, 진화인력 5,025명
◦ 특이사항 : 주택화재로 인한 비화가 산림으로 확산됨. 산불위험지수 ‘다소높음’, 평균풍속
5~11m/s, 최대 순간풍속 20m/s 이상의 강한 서풍에 의해 확산하였음. 2019년
영동지역에 발생한 다발성 산불에 비해 단일 산불로 진화자원이 집중될 수 있었
음. 일출 시간 진화헬기가 투입되기 전 공중진화대원과 산불특수진화대원의 체계
적이고 적극적인 진화활동 유효. 비화로 인한 확산은 빨랐으나 높은 활엽수의 비
율(66.5%) 및 초본, 관목층의 생엽 상태, 풍속 감소에 의한 수관화 약화로 비화
발생이 억제되면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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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동산불
◦ 발생일시 : 2021.02.21.15:20 ~ 2021.02.22.12:20(진화소요시간 20시간)
◦ 발생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산329
◦ 발생원인 : 조사중
◦ 피해현황
- 산림피해 : 307ha
- 피해액 : 8,119백만원
※ 순간최대 풍속 13.4m/s의 강풍으로 산불이 확산되었으며, 건물 4동 등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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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천(영주)산불
◦ 발생일시 : 2021.02.21.16:12 ∼ 2021.02.22.11:00(진화소요시간 18시간 13분)
◦ 발생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유리 산108 외 97필
◦ 발생원인 : 쓰레기소각
◦ 피해현황
- 산림피해 : 112ha
- 피해액 : 4,394백만원
※ 순간최대 풍속 9.8m/s의 강풍으로 영주시로 비화 및 축사 등 6동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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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목적
❑ 이 지침은 드론산불진화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범위
❑ 드론을 이용한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매뉴얼을 따른다.

3.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 「항공안전법」제124조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산림청)」제22조 비행 제한사항

4. 용어 정의
❑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Drone)”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
로서「항공안전법」상의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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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론 이・착륙장” 이란 드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에서 산불 진화를 목적으
로 지정한 장소로서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대책본부”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
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4) “드론진화대 팀장”이란 산불진화를 위해 해당 드론팀을 통합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용자”란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산불진화드론을 전
반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현장안전요원”이란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사람으로 운용자 중 지정할 수 있다.
7) “진화탄”이란 산불진화를 위해 드론에 장착해 투척하는 진화도구를 말한다.
8) “정찰드론”이란 산불진화를 위하여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드론을 말한다.
9)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이란 드론의 운용 전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상태를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FPV(영상 송수신 장치)”란 무전기에 달린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 또는 고글
에 전송받아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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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진화드론 운용기준

1. 운용절차
❑ 드론산불진화대는 산림청 출동·철수 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 산불 발생 시 드론산불진화대 출동은 일몰 3시간 전으로 하며, 철수 지시는
별도 명령에 따른다.

❑ 업무순서도
산림청
(산불상황실)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

드론진화팀장

산불현장대책본부

운용자, 현장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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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름 도

세 부 내 용

산불상황실

◦ 주간산불이 야간산불로 진행 시 일몰 3시간 전 드론산불 진화대
투입여부 결정

대책본부
드론산불진화
팀장

◦ 산불진화드론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
◦ 현장대책본부 협의 및 안전대책 수립
◦ 진화드론 운용 여부 결정
◦ 드론운용 안전 체크리스트 작성(별지1 참조)
◦ 진화드론 운용 준비 / 라이다 등 어플 셋팅 설정

운용자

현장안전요원

◦ 임무지역 안전관리

임무수행

◦ 진화계획을 준수하며 순차적 산불진화 실시
◦ 산불상황 파악 후 재투입 여부 결정

임무종료

◦ 임무종료 후 장비확인

2. 개인별 임무기준
❑ 임무단계
구 분

임 무

준비단계

◦ 인 원(4명 기준): 드론진화팀장, 운용자 2, 현장안전요원 1
◦ 장 비: 드론(진화·정찰드론), 진화탄, 운용차량, 운용장비(발전기, 배터리, 조명,
풍속계, 라이트 등)
◦ 준 비: 기상여건, 비행공역, 지자계지수 확인 등
◦ 복 장: 산불진화복, 안전헬멧, 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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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 무

운용단계

◦ 대책본부 사전협의(드론산불진화대 투입, 진화지역 선정, 민원소지파악)
◦ 정찰드론 준비·운용(상황도작성, 진화대책 수립)
◦ 정찰드론 산불현장 안전활동 실시(산불현장 주민·관계자 사전 안내방송 실시)
◦ 진화드론 운용장비 점검 및 안전체크리스트 작성
◦ 산불현장 투입 및 진화 활동(진화탄 투하 전 안내방송 실시)
◦ 산불 진화상황 확인 후 현장정리

정리단계

◦ 현장정리 및 D-브리핑
◦ 드론비행일지 작성

운용자 공통

◦ 조종자 준수사항 숙지
◦ 드론(정찰, 임무용)운용 전 기상 및 운용여건 확인
◦ 비행 전·후 기체 이상 유무 확인
◦ 진화탄 운용법 숙지

❑ 임무기준(붙임1 참조)
구 분

역 할

드론진화팀장

◦ 산불현장지휘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정찰·임무드론 투입여부 결정
◦ 기동제대 편성 및 진화계획 수립

운용자

◦ 이·착륙현장 안전관리
◦ 드론운용 안전관리
◦ 진화탄 안전관리
◦ 진화·정찰드론 운용
◦ 라이다어플 셋팅 및 기체상태 점검(부조종자)
◦ 차량운용

현장안전요원

정찰드론

◦ 임무지역 인원 접근통제 및 안전관리
◦ 드론 현장 운용에 따른 조명장치 설치
◦ 배터리 충전관리
◦ 전반적인 산불상황 확인 및 상황도 작성
◦ 투입지역 고도, 방향, 위치확인
◦ 투입지역반경 100M 경고방송 실시 후 상황유지

국립산림과학원 ▁

173

3. 감시드론 운용기준
❑ 산불현장 대응 시 진화용 드론 운영에 필요한 사전정보 취득 및 산불 예
방을 목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인접지(100m이내)를 대상으로
감시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 산불 발생을 대비해 드론산불진화대 출동태세 유지 철저

❑ 감시비행단계
구 분

임 무

준비단계

◦ 운용자: 드론산불진화대
◦ 대상지: 산불취약지역 및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
◦ 준 비: 정찰드론(매빅, 인스파이어2), 드론장비 확인, 배터리 충전상태 확인,
행정서류

운용단계

◦ 단속지역의 비행가능 기상 및 장애요소 확인
◦ 단속지역 비행금지구역 및 고도제한 여부 확인
◦ 정찰드론 준비·운용
◦ 소각행위 발견 시 증거사진 및 영상촬영
◦ 소각자 스피커를 활용한 산불예방 안내방송 실시
◦ 산림인접 마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안내방송 실시

정리단계

◦ 드론비행일지 작성
◦ 단속결과보고

운용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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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자 준수사항 숙지
◦ 드론운용 전 기상 및 운용여건 확인
◦ 비행 전·후 기체 이상 유무 확인

Ⅲ

안전관리

1. 비행 확인사항
1) 조종자는 비행 예정지역이 와이파이 등 다른 전파에 간섭지역이 아니며, 위성항
법장치(GPS) 신호가 충분히 수신되는 지역인지 확인한다.
2) 기체에 프로펠러가 정확히 장착되어 잘 고정되었는지 점검한다.
3) 산림무인비행장치 기체·조종기·패드의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고 정확히 장착되었
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저온에서 배터리는 빠르게 방전되므로 보온대책을
세운다.
4)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배터리 교체시마다 점검을 실시
한다.
5) 지구자기장 지수 및 교란을 확인하여 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일 경우 비행을 자제
한다.
* Drone Fly 어플을 확인하여 자기장 지수 확인
6) 무선조종기의 채널 접속 및 FPV 간섭여부를 확인 후 비행토록 한다.
7) 조종자는 비행지역의 기상, 장애물 등을 확인하고 시동 후 기체점검을 충분히 실
시하면서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비행한다.
8) 비행 운용 전 필수 어플(라이다, DJI GO 등) 셋팅값을 확인한 뒤 비행한다.

2. 비행 제한사항
❑ 조종자는 비행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13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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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장 반경 9.3km 내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한다.
2) 산림무인비행장치 기체의 고도는 최대 150m로 제한한다.
3)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은 금지한다.
4) 비행하고자 하는 현장에 비·눈·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행을 제한한다.
5) 산불진화 현장에서 반경 9.3km 내에서의 산림무인비행장치 비행은 금지한다.
단, 산불통합지휘본부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조종자는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민
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조종자는 드론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비행 중
에는 주의하여 비행하고 항상 사고를 대비한 비행을 한다.
8) 조종자의 음주 상태 비행을 금지하고, 이외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
항을 반드시 지킨다.

3. 이ㆍ착륙장 안전대책
1) 이·착륙장 규격은 15×15m로 선정한다, 다만 임무지역이 협소할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드론 이착륙장 진·출입 시 주변 장애물이 없는 장소를 우선 선정한다.
2) 산불진화 시 가시권 비행이 가능한 장소로 선정한다. 다만, 환경여건 상 불가능
한 경우에는 드론진화팀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3) 외부인원의 접근을 통제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야간에는 이착륙 장소에 조종자 시야를 고려한 임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명장
치를 설치해야 한다.
5) 이착륙장 내 진화탄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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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1) 조종자는 드론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병원에
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조종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통보하
고 보험 처리 절차에 따른다.
* 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서를 작성한다.(별지3)
3) 드론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 대응단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항공청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에 신속히 사고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
4) 사고 잔해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관 동의 없이 이동시키거나 변경·훼손할
수 없다. 다만,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을 위해 사진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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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진화용 드론 운용절차
구 분
출동

o 비치한 체크리스트 장비 준비
o 운용 장비 차량 적재 및 현장 출동
- 이동 간 수평 적재(진화용 드론)

도착

o 산불현장 지휘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산불상황 파악 및 임무지역 협의
-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해소 및 지상진화대원 안전 확보

준비
단계

운용
단계

운 용 방 법

o 진화드론 운용을 위한 이ㆍ착륙장 선정 및 안전 확보
- 조명 장비 설치(조종자 시야 고려)
- 외부인 통제(이·착륙장 반경 15m 이상) 폴리스 라인 설치 등
o DRONE FLY 어플에서 비행공역확인
o 현장 운용여건 파악
- 풍속: 6㎧ 이하, 시정: 50m 이상, 지구자기장: 4 이하
- 임무 지역 장애물: 전선, 나뭇가지, 전파방해요소 등
o 기체점검 실시(암대 고정, 프로펠러 체결 등)
비행 전
o 배터리 전압 상태(25.2V/개) 확인 후 장착
※ 배터리 온도 최저 15℃ 확인 후 장착(24℃ 적정)
o 비행 모드(GPS) 및 조종기·패드 연결상태 확인
o 켈리브레이션 실시(필수) : 수직ㆍ수평으로 360° 회전
※ 오류 시 비행 불가능
o 드론 장착 조명ㆍ방송장치ㆍ카메라ㆍ라이다 작동 확인
o 진화탄 투하장치 및 케이블 연결상태 정상 유ㆍ무 확인
o 안전체크리스트 작성
o 정찰 드론 운용을 통한 산불 상황 파악 및 진화계획 수립
운항 고도, 진입 방향, 투하 위치 및 경고 방송 등
o 진화탄 투하 고도에 따른 타이머 세팅 및 장착
o 시동(안전거리 15M 유지)
o 임무 환경에 맞는 고도ㆍ속도ㆍ투화지점 확인 후 현장투입 및 진화
비행 중
※ 진화탄 투하 전 경고 방송 실시
o 진화계획에 따른 임무수행 실시(시간/경로/고도/진화지역)
o GPS 오류 시 ATTI MODE로 변경 후 운용
o 비행간 관련 정보 수시 확인(배터리 전압 및 온도 등 비행 전반에 관한 사항)
o 올바른 이륙 및 제자리 비행 상태 확인
o 기체 외관 파손 등 이상 유무 확인
비행 후 o 사용한 조종기ㆍ배터리ㆍ패드 충전
o 드론 운용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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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진화드론 및 확성기 사용법
진화드론 조종기 사용법

1. 초록 ON/기체의 전·후방 써치
자동 소등되면 완료

2. 종기 모드 / 카메라 조절
영상 녹화 버튼

3. 캘러리 / 카메라 설정
사진 촬영 버튼

4. 배터리를 트레이에 장착/고정

5. 암대 펼침

6. 시계방향으로 돌려 고정

확성기 사용법

1. 조종기와 별도로 운용

4. 왼쪽 버튼: 실시간 음성 전송

2. 스위치 ON/기체 확성기 통신

3. 노란색: 사이렌/화재경고음/알림
빨간색: 녹음/재생

5. 무전기 충전
MP3 파일 재생 가능

6. 재생 기능: 반복/음량 모드변경/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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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진화탄 제원 및 투하장치 사용법
진화탄 제원

o
o
o
o
o

무
게: 15kg
외 부 재 질: 종이(박스 재질)
내부 내용물: 장약 및 소포화약제/분말
진 화 반 경: 7m X 7m
크기: 가로30.7cm X 세로30.7cm X 높이40.6cm

조명 및 진화탄 투하장치 사용법

S4

1. 모든 스위치 내리 전원 ON

S6

S8

2. S4 투하 장치
S6 전방 써치
S8 후방 써치

3. 스위치 하단: 전방
스위치 상단: 전방

4. 스위치 왼쪽: 후방 써치 OFF 5. 투하장치 스위치: S4
6. 스위치 하단: 닫힘
스위치 오른쪽: 후방 써치 ON
최대 지지하중 좌(10KG) 우(10KG)
스위치 상단: 열림

진화탄 고도별 폭발 시간(15kg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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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고도

설정시간(초)

폭발고도

50M

2

5-10

75M

3

5-10

100M

4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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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라이다 어플(Q GroundControl) 세팅값 설정법

1. 기본 어플 설치 QGroundControl (안드로이드 – play스토어 다운 / 애플 – 호환안됨)

2. 설치 후 기본 배경(핸드폰 기종마다 다를 수 있음) / 왼쪽 상단 아이콘 클릭

(응용프로그램 설정)

3. 메뉴바가 생성되면 맨 밑에 Application Settings 클릭

4. Application Settings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내리면 Miscellaneous 목록바가 있음.
국립산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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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제공)

5. Map Provider 클릭 Google 클릭

(지도종류)

6. Map Type 클릭 Hybrid 클릭

7. 메뉴바 기본설정 완료 / 왼쪽 상단 Back 클릭하고 화면이 적용됐는지 확인

8. 배경 설정 완료 / 밑에 불투명색 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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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측과 하단 –아이콘 표시를 눌러 m바 축소

10. 축소 완료모습 / m표시 문구 터치

(거리 센서)

(회전 피치)

11. 위 빨간 부분을 DistanceSensor / RotationPitch270 으로 변경 뒤 Close
국립산림과학원 ▁

183

12. 위 사진 모습이되면 좌물쇠 아이콘 클릭

13. 세팅값 최종 완료 모습

기체 기울기

방위각

현재 위치

지면고도

14. 기체와 기기 연결 후 어플 모습 / 지면고도는 기체가 위치한 지역의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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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진화탄 타이머 설정법
*고도에 따라 세팅값 수치 설정(100m-OP(2초), CL(4초), 75m-OP(2초), CL(3초),
50m-OP(2초), CL(2초))

1. 진화탄 타이머 앞, 뒤 모습 / 빨간 부분 연결

2. 연결 후 모습 / 타이머 설정하려면 SET버튼을 3초정도 누름

3. 누르면 P-2표시가 뜨고 SET버튼을 짧게 한 번 누르면 OP(전원공급시간) 문구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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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P문구가 나오고 UP, DOWN 버튼을 눌러 타이머 세팅 값을 맞춤, SET버튼을 다
시 누르면 CL(폭파시간) 문구가 나오고 UP, DOWN 버튼을 눌러 세팅 값을 맞춤

5. OP, CL 세팅이 완료되면 SET버튼을 꼭 눌러서 완료 / 완료 후 손가락으로 접지부
분을 살짝 눌러 타이머가 작동되는지 확인

6. 처음 CL 폭파시간이 지나면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OP 전원공급시간(2초)가 표시
되고 OP시간도 지나면 종료
※ 타이머 설정 순서(타이머 뒤에 빨간 선 연결 → SET버튼 3초정도 누름 → P-2문구가 뜨면 SET버튼 짧게
한번 누름 → OP(전원공급시간) 문구가 생기고 잠시 후 타이머 설정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옴 → UP,
DOWN 버튼을 눌러 타이머 설정 → 설정 완료되면 SET 버튼 짧게 한 번 누름 → CL(폭파 시간) 문구가
생기고 잠시 후 CL타이머 설정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옴 → 값 세팅 후 완료되면 SET버튼을 3초정도 누르면
다시 P-2문구가 뜨고 완료 → 설정이 완료된 타이머를 진화탄에 연결하여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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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정찰드론 운용절차
구 분
준비
단계

o 비치한 체크리스트 물품준비
o 차량보관 및 이동 시 수평 적재

전

o DRONE FLY 어플에서 비행공역확인 / 라이다 어플 설정값 확인
o 현장 운용 여건 파악
- 풍속: 6㎧ 이하, 시정: 50m 이상, 지구자기장: 4 이하
- 임무 지역 장애물: 전선, 나뭇가지, 전파방해요소 등
o 기체에 배터리, 프로펠러를 장착 후 전원 ON(짧게 한번, 길게 한번)
- 프로펠러 장착 시 이상 유무 확인
o 배터리는 순서대로 장착
o 전원 버튼을 짧게 5번 눌러 기체를 올린 다음 짐벌 장착
o 조종기와 아이패드를 연결하고 전원 조종기 전원 ON
o DJIgo4 어플에서 Go fly 실행
o 화면 왼쪽 상단에서 기체 정상여부 확인
- 오류시 비행 불가능 또는 켈리브레이션 작동(수직·수평으로 360° 회전)
o 화면 오른쪽에서 전반적인 시스템 확인(배터리 온도는 24℃ 적정)
o 조종기 왼쪽 비행 모드가 P 모드인지 확인
o 화면 왼쪽 짐벌 동작 모드를 팔로우 모드로 설정

중

o 비행 및 촬영 업무 수행(야간 산불진화 시)
※ 산불상황 파악, 임무고도 설정, 투하위치 선정 등
o 패드 화면상 표시되는 사항 전달 및 각종 내용을 메모
o 동영상은 10초 이내로 촬영
o 주간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 및 계도 비행 시 운용

후

o 기체에서 짐벌을 분리하고 전원버튼을 짧게 5번 눌러 기체를 내린 다음 전원 OFF
(짧게 한번, 길게 한번)
o 프로펠러, 배터리 순으로 분리하여 드론 케이스 정리
※ 조종기를 드론 케이스에 넣을 때에는 안테나가 드론 사이에 끼지 않도록 주의
o 드론보관함에 운영 전 역순으로 정리

운용
단계

정리
단계

운용 방법(인스파이어2 기준)

o
o
o
o

사용한 배터리와 조종기 충전(배터리 5번 사용 시 조종기는 1번 충전)
프로펠러 이상 유무 확인
랜턴, 아이패드를 완충상태로 보관
드론 운용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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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정찰드론 조종기 사용법
조종기 다이어그램

1. 전원버튼

12. 카메라 설정다이얼

2. 랜딩스위치

13. 녹화버튼

3. 리턴투 홈

14. P·S·A 비행모드

4. 컨트롤 스틱

15. 사진촬영

5. 조종기 LED

16. 정지버튼

6. 배터리 LED

17. 마이크로 USB포트

7. 파워포트

18. CAN BUS

8. 모바일 연결홀더

19. HDMI 포트

9. 안테나

20. USB포트

10. 거치바

21. C1(짐벌 제자리)

11. 짐벌 컨트롤

22. C2(카메라 초점)

실행요령

기체 및 조종기 업데이트
(인터넷 필요)

o 인터넷 연결 없이도 비행가능
o Go fly에서 조종모드 실행

o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

o 화면왼쪽 상단에서 기체 상태 확인

o 기체 업데이트 시 프로펠러 장착 금지

o 캘리브레이션 오류 시 설정에 따라 실행

o 기체 업데이트 시 기체와 아이패드 연결하여

(수평ㆍ수직으로 360°회전)

DJIgo4 실행

o 짐벌 오류 시 재장착 후 기체 재실행

o 자동으로 버전 확인 후 업데이트 실행

o 전체상태가 정상이 되어야 비행가능

o 조종기 업데이트 시 기체와 조종기 전원ON 후

o 오른쪽 위 터치 후 배터리 상태 확인
(24℃ 이상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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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기와 아이패드 연결하여 DJIgo4 실행

〔붙임 8〕

드론산불진화대 출동장비 목록
(1개 팀 기준)

장비명

용도

수량

진화용 드론

산불진화

3

정찰용 드론

산불정찰

1

패드

라이더 및 운용어플
확인용

6

혼다EU22i

발전기
(전원공급)

1

Dagan 1080

배터리 충전기

4

Hwin 6s
22,000mAh

배터리

24

사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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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용도

수량

bx100

배터리
체커기

3

알루미늄 공구가방

배터리 보관함

3

리드선

전원공급

1

멀티탭

전원공급

2

투광기

현장 조명

1

풍속계

현장풍속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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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고

〔별지 1〕

안전 체크리스트
일 자

시 간

구 분

항 목(Checklist)

조 종 자

Yes

No

승무원 약물복용, 음주
임무팀

조종자 피로도 느낌
모든 조종자 브리핑 후 절차 숙지
지구자기장계 및 기상(풍속, 시정) 확인
기체 붐대 등 외부 손상여부 확인
프로펠러 체결상태 확인

기체

통신상태 및 FC, 센서 이상 유무 확인
짐벌 이상 유무 확인
GPS 연결 상태 확인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확인
배터리 부품 확인

배터리

배터리 체결상태 확인
배터리 완충상태 및 전압 확인
이·착륙장 주변 장애물 확인

이·착륙장

이·착륙장 조명장치 설치 여부
이·착륙장 외부인원 통제 여부
이·착륙장 FOD
투하지점 사전정찰에 따른 브리핑 실시 여부

진화탄 투하지점

지상 투하지점에 대한 경고방송 및 이상 유무
투하지점 고도설정 및 주변 장애물 확인

국립산림과학원 ▁

191

〔별지 2〕

드론 비행일지
<일반현황>
일 자
지 역
운용팀
날 씨

기 온

풍 속

℃

㎧

지구자기장

<비행현황>
구분

비행시간

계
1
2
3
4
5
6
7
8
<기타현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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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조종자

장 소

배터리

비행내용

이륙

〔별지 3〕

사고 경위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주

소

전화번호

책

이 메 일

기체종류

■ 사고개요 및 경위
사 고 명
사고일자

20 년

월

일

사고장소
사고범위
사고처리

사고내용

기타사항

위 사고내용에 대한 경위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국립산림과학원 ▁

193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서 명

일련번호

발행연도

2002 태풍 루사에 의한 산지재해 원인과 복구대책

03-01

2003

2002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03-02

2003

임목축적 생장율 적용방법 개발

03-03

200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현지적용 기준 및 지표보고서(2002)

03-04

2003

21세기 국유림의 역할 및 관리강화방안

03-05

2003

도시숲이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학교숲의 편익

03-06

2003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산림, 임업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03-07

2003

지속가능 발전시대의 산림관리 방향

03-08

2003

밤․표고 소득 분석

03-09

2003

우리나라 산림휴양실태 및 수요전망

03-10

2003

전국 산촌기초조사보고서(전국)

03-11

2003

전국 산촌기초조사보고서(광역시)

03-12

2003

산림사업의 공적관리 시스템 강화 및 임산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보급

03-13

2003

주요 수종의 임목자원평가 및 예측시스템

04-01

2004

2003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04-02

2004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04-03

2004

A feasibility study on rehabilitation of degraded forests and establishment of agroforestry ba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 in JAVA the republic of INDONESIA

04-04

2004

2003년도 밤․표고 소득분석

04-05

2004

한국의 산림입지(산림토양)

04-06

2004

주요 산불피해지 임목 및 임지 회복

04-07

2004

산림지속성 지수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04-08

2004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수급 및 유통실태

04-09

2004

제주시험림의 사회․경제․경영조사 분석

04-10

200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IPF/IFF 실행권고안의 국내이행 평가

04-11

2004

일제강점기 조선의 산림 이용(산업용재와 연료재의 수급 추이 및 영향)

05-01

2005

제주시험림 조사 보고서(Ⅱ) - 산림생태계 분야 -

05-02

2005

2004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05-03

2005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산림(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산림의 역할)

05-04

2005

열대림 조성․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인도네시아 KTH사 조림지를 중심으로 -

05-05

2005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가 소나무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05-06

2005

산림의 공익기능계량화 연구 보고서

05-07

2005

오염지역 식생복원을 위한 환경정화 수종 육성

05-08

2005

도시숲의 생태적 가치

05-09

2005

산림유전자원 종자목록(난대산림연구소 보유편 2005)

05-10

2005

2004년도 밤․표고 소득분석

05-11

2005

특용수종 재배기술

05-12

2005

침엽수 구조부재의 장기하중 특성

05-13

2005

주요 목재문화재의 수종구성

05-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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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일련번호

발행연도

생명의 물 수액

05-15

2005

목탄․목초액 이용

05-16

2005

목질칩을 이용한 분뇨처리

05-17

2005

도시림형 산림공원 조성방안

05-18

2005

‘국민의 숲’ 제도 운영 활성화방안

05-19

2005

건조목재 품질인증제 타당성 조사

05-20

2005

환경친화성 생물농약개발

05-21

2005

속성수 신품종 육성현황

05-22

2005

DNA marker 분석과 QTL mapping

05-23

2005

2005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06-01

2006

GIS에 의한 수치산지이용구분도 구축방법

06-02

2006

제주유망수종 신품종 육성

06-03

2006

국유림 영림계획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06-04

2006

환경호르몬의 분해기술

06-05

2006

포플러 배양세포 발현유전자 대량 염기서열 분석

06-06

2006

제주지역 외래 식물편람

06-07

2006

한라산 정상일대의 산지 안정화 연구

06-08

2006

국유림 장기경영계획 기법 및 임분단위 시업의사 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06-09

2006

조림 CDM사업 길잡이

06-10

2006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산촌진흥계획 방향 정립

06-11

2006

자연재배형 표고톱밥 재배시스템

06-12

2006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지이행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06-13

2006

지구온난화와 산림 그리고 탄소나무 계산기

06-14

2006

2005 밤․표고 소득분석

06-15

2006

아까시나무 황화피해 및 임분 관리

06-16

2006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요인

06-17

2006

채종원의 수형조절을 통한 종자생산 관리방안

06-18

2006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서(제주도 기본계획구)

06-19

2006

기후변화협약 대응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체계 구축

06-20

2006

저항성 품종 육성

06-21

2006

진주시험림 산림조사보고서

06-22

2006

임업기계, 장비의 활용

06-23

2006

임도구조개량 방법개선

06-24

2006

활엽수혼효림 시업법체계화

06-25

2006

천연소나무림 임분유형 구분

06-26

2006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벌기령 이상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기준

06-27

2006

2006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07-01

2007

제주특산수종의 조경 및 절화용 품종특성과 재배기술

07-02

2007

평균경사도 산출 및 능선구분 프로그램

07-03

2007

숲 가꾸기에 의한 녹색댐 조성효과

07-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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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일련번호

발행연도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07-05

2007

산불피해지 생태계 변화조사

07-06

2007

리기다소나무의 구조용집성재 이용기술개발 및 성능향상

07-07

2007

극다중분광 영상자료의 산림정보해석 및 활용기법개발

07-08

2007

친환경임산물의 소비자의향과 마케팅 전략

07-09

2007

산림자원의 기내대량증식

07-10

2007

1970년대 산림녹화정책

07-11

2007

오갈피나무류의 대량 배양

07-12

2007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임업보조금 체계개편 방안

07-13

2007

제주시험림의 생태관광계획 수립

07-14

2007

고성능 목질 세라믹 복합재 개발

07-15

2007

제주시험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현지이행체계 수립

07-16

2007

가시오갈피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발

07-17

2007

2006 밤․표고 소득분석

07-18

2007

산림부문의 추세 및 장기전망

07-19

2007

2007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07-20

2007

품질인증 제품검사의 방부제 용탈시험 추가 타당성 시험

07-21

2007

우리나라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평가

07-22

2007

밤생산조절 직접직불제 도입방안 관한 연구

07-23

2007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배출원 인벤토리 평가

07-24

2007

국유림의 산림휴양기능 확대방안

07-25

2007

산불피해지 복구 및 산림의 내화성 증진기술

07-26

2007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 기초연구

07-27

2007

우리나라 임가경제조사를 위한 입목자산가치 평가시스템의 구축

08-01

2008

국산재의 건축부재 이용을 위한 연구 - 대단면재 및 접합부 개발 평가 -

08-02

2008

산촌체험관광 발전방안

08-03

2008

제주지역의 희귀식물

08-04

2008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천연물제제 개발

08-05

2008

외래 및 돌발 병해충의 방제 대책 연구

08-06

2008

버섯 균사체의 액체배양 및 유용물질생산

08-07

2008

Trends and Projections for the Forest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08-08

2008

족제비싸리(Amorpha fruticosa)의 생리활성물질 탐색 연구

08-09

2008

두릅나무 병해 방제 연구

08-10

2008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배출계수 관리 방안

08-11

2008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 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08-12

2008

백합나무 조림적지 및 타당성 조사

08-13

2008

1:5,000 임상도 제작 방안수립

08-14

2008

산림부문 IPCC 2006 가이드라인 적용성 평가

08-15

2008

주요 산림기능별 숲가꾸기

08-16

2008

천연 소나무림 시업법

08-17

2008

196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서 명

일련번호

발행연도

효율적 산림작업을 위한 임내도로망 배치기술

08-18

2008

2008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08-19

2008

목질제품의 VOC 평가 및 개선

08-20

2008

도시숲 이용형태별 시업모델

08-21

2008

산림작업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08-22

2008

산음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08-23

2008

적지적수(適地適樹) 역사와 그 활용 연구

09-01

2009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

09-02

2009

무역자유화 협상에 따른 임업 및 임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09-03

2009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확립 방안

09-04

2009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기술

09-05

2009

대형산불피해지의 지표지질 변화

09-06

2009

한국의 산림인증 현황과 표준체계 시안 개발

09-07

2009

능이 접종묘 생산 및 꽃송이버섯 재배 실용화 기술

09-08

2009

임산염료 자원 및 기능성 신소재 개발

09-09

2009

백색부후균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09-10

2009

주요 수종의 산지시험

09-11

2009

용재수종의 유전검정 시험

09-12

2009

2009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국가보고서

09-13

2009

산림공간정보체계 미래모형 및 실행계획 분석

09-14

2009

구조부재의 비파괴 등급평가 시스템

09-15

2009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산림수종 품종특성 검정

09-16

2009

임목의 기내재분화 체계개발

09-17

2009

산림문화자산 유형분류 및 조사체계개발

09-18

2009

2009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연보

09-19

2009

토석류 발생특성 및 피해규모 예측기법 개발

09-20

2009

소나무재선충병 기초 생태특성 연구

09-21

200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연구

09-22

2009

분재 재배방법 개선 및 관리기술 개발

09-23

2009

임목수확 작업시스템

09-24

2009

우리나라 야생 차나무 유전자원 보존

09-25

2009

야외사용 방부합판의 제조 및 종합이용

09-26

2009

산림기능 및 생태환경 특성에 따른 광릉시험림 경영계획 수립

09-27

2009

시험림의 산불피해저감을 위한 산불관리시스템 및 내화수림 조성

09-28

2009

산림시업에 따른 유역의 물 환경 변화 연구

09-29

2009

조림 CDM 사업 가이드북

09-30

2009

산지약용자원의 생산 및 유통실태

09-31

2009

산촌생태마을 도농교류 활성화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10-01

2010

산림생태지도 작성연구

10-02

2010

살아있는 지혜 산림전통지식과 현대의 만남

10-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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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생산 잠재력 예측

10-04

2010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원 개발

10-05

2010

체세포배 복제를 이용한 임목류 대량증식

10-06

2010

속성수를 이용한 phytoremediation

10-07

2010

산불피해지의 계류생태계 변화

10-08

2010

자생수종의 Gene Bank 조성시험

10-09

2010

밤나무 주요 재배 품종의 형태적 특성 및 구분

10-10

2010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 협력 방향 및 과제

10-11

2010

다자참여를 통한 국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10-12

2010

목탄의 환경유해물질 흡착능 평가 및 이용

10-13

2010

임업노동력 수급전망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

10-14

2010

기능성 수종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10-15

2010

임목의 뿌리 생장 특성에 대한 QTL mapping 연구

10-16

2010

산불 초기 연소행태 및 뒷불 재발화 관리기술 연구

10-17

2010

밤나무 친환경 재배관리 기술

10-18

2010

도시녹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서울시를 대상으로-

10-19

2010

요소․멜라민계 목재접착제의 합성․이용기술 개선

10-20

2010

백두대간의 지리적 범위 구명 및 훼손지의 생태적 복원모델 개발

10-21

2010

송이 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인공생산 기술 개발

10-22

2010

참나무시들음병 발병생태 및 방제연구

10-23

2010

GPS와 RFID 융합기술을 활용한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

10-24

2010

산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주요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10-25

2010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10-26

2010

최근린사상법을 활용한 녹지네트워크 경향 및 생물서식공간 분석

10-27

2010

한국형 목조건축

10-28

2010

국산 주요 수종의 기초 및 응용물성

10-29

2010

경관생태기법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복원전략 수립

10-30

2010

산지약용자원의 생산 및 유통 실태

10-31

2010

제주고사리 산지재배기술 연구

10-32

2010

한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연구

10-33

2010

소나무재선충병 발현기작 구명 및 방제체계 개발

10-34

2010

소나무재선충병 생물검정법 개발 및 방제제 개발

10-35

2010

소나무재선충병 진단키트 개발 및 방제관련 유용유전자 탐색

10-36

2010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실용적 방제기술 개발

10-37

2010

소나무재선충의 방제 생리기전 구명 및 방제후보물질 개발

10-38

2010

항공라이다를 이용한 정량적 산림정보 해석

10-39

2010

2010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10-40

2010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연구

11-01

2011

사유림의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11-02

2011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품종 육성 연구

11-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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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11-04

2011

열대림 임목개량 및 우량종묘 대량생산 기술 개발

11-05

2011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매뉴얼

11-06

2011

포플러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매뉴얼

11-07

2011

임산버섯 우량종균 및 재배기술 개발

11-08

2011

북한 산림복구 지원ㆍ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활용방안

11-09

2011

국산 침엽수재의 등급별 구조성능 평가

11-10

2011

잣나무 임분건전성에 따른 관리방안

11-11

2011

간벌소경재를 이용한 임도사면 안정구조물 개발

11-12

2011

항공사진 DB자료를 활용한 제5차 임상도 제작

11-13

2011

산림유역의 물순환 조사

11-14

2011

임지내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을 위한 효율적 작업시스템 구축 및 수집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11-15

2011

산림병해충 발생예찰 연구 보고서

11-16

2011

무궁화ㆍ조경수 육성

11-17

2011

동해안 산불피해지 경관조림 – 계획과 성과

11-18

2011

도장목재의 VOC 방출 특성 및 유해물질 저감기술

11-19

2011

2009-2010 Annual report of the project entitled analysis of extreme fire behavior and regime

11-20

2011

간벌재 이용 친환경 건설신기술

11-21

2011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11-22

2011

대기오염과 산림생태계 변화

11-23

2011

토석류 피해예측지도 시범제작 및 전국화 방안 연구

11-24

2011

고성 산불피해지 야생동물상 변화

11-25

2011

매화산경영모델림의 SFM 현장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11-26

2011

경제림육성단지 관리방안과 장기경영계획 모델

11-27

2011

산지약용자원의 생산 및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Ⅲ)

11-28

201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적 산림관리 연구

11-29

2011

2011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11-30

2011

산림탄소순환마을 기반구축 및 모델개발

12-01

2012

디지털 항공영상을 이용한 대축척 임상도 제작 및 갱신방법 개발

12-02

2012

인도네시아 REDD+ 전략 및 이행

12-03

2012

건전묘목 생산을 위한 묘포토양관리 기술개발

12-04

2012

Phytoremediation 기법을 이용한 휴·폐광지 오염물질 정화기술 개발

12-05

2012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육상생태계의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기반 구축

12-06

2012

제주지역 희귀식물 모니터링

12-07

2012

임목유전자 대량 기능분석 연구

12-08

2012

숲 품격 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

12-09

2012

수액의 생리화학적 특성 해석 및 자원수종 발굴

12-10

2012

대사물질을 이용한 신속생장 우량목의 조기선발 인자

12-11

2012

천마의 유성증식법

12-12

2012

보안림의 관리제도 및 관리방안

12-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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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약용자원의 생산 및 유통실태(Ⅵ)

12-14

2012

입목벌채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12-15

2012

신기능 형질전환체 개발 연구

12-16

2012

산지특성평가제도 법제화 방안 연구

12-17

2012

차량용 목조교량의 설계, 시공 및 평가 - 경간 30m 2차선의 집성재 아치트러스 1등교

12-18

2012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이행 가이드라인

13-01

2013

산림병해충 발생예찰 조사 연보

13-02

2013

국내 산림인증제 도입 관련 정책 및 제도화 연구

13-03

2013

수확된 목제품의 탄소게정 기반 구축 연구

13-04

2013

인도네시아 REDD+의 이상과 현실: 국가 전략 및 이행능력 평가

13-05

2013

주요 조림수종의 육림방법에 따른 목재 재질 평가 및 가치 분석

13-06

2013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13-07

2013

임도 건설의 투자효과 분석

13-08

2013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시스템 연구(I)

13-09

2013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시스템 연구(II)

13-10

2013

민간부문ㆍ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추진체계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3-11

2013

최적규격의 묘목 생산을 위한 시설양묘 시업기술 개발

13-12

2013

목질계 에탄올 생산을 위한 전처리효소 대량생산 시스템 개발

13-13

2013

효율적인 숲길조성ㆍ관리 및 숲길 거점 산촌지역 활성화 연구(I) - 숲길의 조성과 관리

13-14

2013

효율적인 숲길조성ㆍ관리 및 숲길 거점 산촌지역 활성화 연구(II) - 숲길의 이용자 만족과 거점 마을 활성화

13-15

2013

효율적인 숲길조성ㆍ관리 및 숲길 거점 산촌지역 활성화 연구(III) - 숲길 거버넌스 구축

13-16

2013

참나무시들음병 종합관리 연구

13-17

2013

미활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발굴 및 목재펠릿 특성

13-18

2013

한반도 디지털 산지기후도 제작 및 산지기후 예측

13-19

2013

친환경 난연목재 제조기술 개발

13-20

2013

목재 ․ 플라스틱 복합재(WPC)의 제조기술 개발

13-21

2013

산촌생태마을 유형별·수준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13-22

2013

cDNA microarray를 이용한 현사시나무 배양세포의 생장단계별 유전자 발현 분석

13-23

2013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개미군집의 변화

13-24

2013

인니 열대림 생장 우수 수종 및 리그닌 저함량 신품종 육성

13-25

2013

외국 유망수종 육성시험

13-26

2013

침엽수를 이용한 버섯재배 기술 개발

13-27

2013

유실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13-28

2013

속성수를 이용한 영양염류 제거효과 구명 및 실용화 기술 개발

13-29

2013

나노셀룰로오스 복합재료의 제조기술 개발

13-30

2013

광 및 수분 환경에 따른 주요 수종의 생장과 생리반응 특성

13-31

2013

산림식물자원으로부터 퇴행성 뇌질환 생리활성물질 개발

13-32

2013

산지은행제도 도입 방안

13-33

2013

｢2006 IPCC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13-34

2013

산림수종의 유전다양성 평가와 현지내 보존

13-3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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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주목림의 유전구조와 유전자원보존

13-36

2013

산불피해강도의 정량적 평가기법 개발 및 피해특성 구명

13-37

2013

기후변화 대응 산림재해 변화 예측 및 대응전략 개발

13-38

2013

한국의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량 및 지도(Map)

14-01

2014

곶자왈의 생태와 문화

14-02

2014

2013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14-03

2014

캄보디아 REDD+ 정책: 국가 로드맵 및 이행능력 평가

14-04

2014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와 RS/GIS기술을 이용한 산림탄소지도 제작 모델 개발

14-05

2014

가리왕산 딱정벌레의 다양성과 풍부도에 대한 산림관리의 영향

14-06

2014

목질계 탄화보드 성능개선 연구

14-07

2014

한국 주요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및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

14-08

2014

국가등산로 노선 지정 기준 및 관리 방안 연구

14-09

2014

산행안전지원대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14-10

2014

주요 용재수종의 배우자 기여도 및 종자생산량 분석

14-11

2014

목질판상제품용 하이브리드 접착제의 합성·이용기술 개발

14-12

2014

산림복지 추진 체계 및 모니터링 기법 개발 연구

14-13

2014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작업시스템 개발

14-14

2014

원통형 단판적층재 제조 및 이용

14-15

2014

산림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체계적 임도망 구축기술 개발

14-16

2014

상록활엽수종을 활용한 실내재배용 조경수 개발

14-17

2014

Bt 기반기술을 이용한 백합나무·소나무 대량생산 기술개발

14-18

2014

풍력발전단지 설치에 따른 산지관리방안 연구

14-19

2014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한 장기생태연구

14-20

2014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수종의 적지분포 변화 예측

14-21

2014

공업화 목조주택 상용화 기술개발 및 전과정평가

14-22

2014

매화산경영모델림을 통한 국유림 SFM 현장이행 체계 개발

14-23

2014

제주시험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10년, 그리고 지표 모니터링

14-24

2014

산림해충 페로몬 및 천연물 해충방제제의 현장적용기술 개발

14-25

2014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흡수 증진 그리고 수종 육성

14-26

2014

산림유전자원의 분자표지자 개발 및 이용연구

14-27

201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14

14-28

2014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체계 개발 및 제도 개선

15-01

2015

2014년도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연보

15-02

2015

산림복지서비스 시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15-03

2015

산불지도 작성 알고리즘 개발 및 제작기법 연구

15-04

2015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15-05

2015

미얀마 REDD+ 정책: 국가 전략 및 이행능력 평가

15-06

2015

한국의 산림 분야 개발협력 발전 방안

15-07

2015

북한 산림복구 관련 시나리오 구상 및 모니터링 지표개발

15-08

2015

새만금 방조제 사면 수목생육기반 구축 연구

15-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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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공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조림기술 개발

15-10

2015

산림탄소경영 최적화 기법 개발

15-11

2015

산림치유인자의 특성과 치유효과

15-12

2015

균근성 버섯의 형태학적 배양 특성

15-13

2015

리그닌을 이용한 바이오공중합체 제조 및 소재화 연구

15-14

2015

분자생리적 접근을 통한 성숙목 재분화 연구

15-15

2015

피난처를 이용한 산림유전자원 복원 연구

15-16

2015

대형 목조건축물 구조요소 개발

15-17

2015

산림치유효과 평가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

15-18

2015

환경성 질환 및 실내공기질 개선용 피톤치드 소재 개발

15-19

2015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지표성딱정벌레(Carabidae, Coleoptera)군집의 변화

15-20

2015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평가 및 적응 연구

15-21

2015

도시생활권의 산지토사재해 방재시스템 개발

15-22

2015

한국잔디 특성 및 재배 기술 연구

15-23

2015

도시화 및 인간간섭 산림녹지의 Biotope 계량화 및 관리방안

15-24

2015

초분광 영상자료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탐지

15-25

2015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분야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16-01

2016

산림토양 산성화 영향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기술 개발

16-02

2016

2015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16-03

2016

Phytoremediation 기법을 이용한 휴·폐광지 오염물질 정화 모니터링

16-04

2016

야계 사방구조물의 적정배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16-05

2016

산불피해지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및 복구관리 기술 개발

16-06

2016

목재 및 목질재료의 난연성능 향상

16-07

2016

구리계 보존제 처리목재의 내구성 및 안전성 평가

16-08

2016

해안방재림 효과분석 및 조성기술 개발

16-09

2016

지역별 소나무의 재질발현 메커니즘 연구

16-10

2016

고주파 가열에 의한 고속․생력 집성조건 구명 및 집성재의 성능평가

16-11

2016

산림수자원 장기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개발

16-12

2016

신개념 목질계 바이오매스 고밀도 반탄화연료 특성

16-13

2016

산림바이오에너지 제조 기반 기술

16-14

2016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16-15

2016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16-16

2016

국내 환경적합 표고균주 육성 및 기능성 표고 재배기술 연구

16-17

2016

산불방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주요 침엽수종의 연료모델 개발

16-18

2016

나노셀룰로오스 복합재료의 기능성 첨단소재화 연구 -나노셀룰로오스 응용 분야-

16-19

2016

나노셀룰로오스 복합재료의 기능성 첨단소재화 연구 -공압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분야-

16-20

2016

천연유래 방제물질을 이용한 나비목 수목해충 방제 연구

16-21

2016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딱정벌레군집의 변화

16-22

2016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16-23

2016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예측 연구 보고서(2011-2015)

16-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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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생태계 분석 및 평가

16-25

2016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산림복구 지원 전략

16-26

2016

나라꽃 무궁화 품종육성 및 특성평가

16-27

2016

소나무재선충병 수종별 피해양상 분석 및 방제기술 개선

16-28

2016

주요 용재수종 채종원의 진전세대 조성 기법 및 개량효과 증진 연구

16-29

2016

임상도 고도화를 위한 원격탐사자료 활용방안

16-30

2016

학교숲-텃밭 통합체험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16-31

2016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 방안

16-32

2016

산림환경서비스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연구

16-33

2016

국가산림자원 해석 및 평가기술 개발

16-34

2016

난대수종의 생산관리 및 이용증진 기술개발

16-35

2016

산림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16-36

2016

난·아열대산림유전자원 보존연구(I)

16-37

2016

주요 용재수종 육성을 위한 선발 및 유전검정 시험

16-38

2016

산림복합경영을 위한 산림소득단지 조성 기술

16-39

2016

인도네시아 습지대 산림조성 수종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리그닌 저함량 신품종 육성

16-40

2016

2016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17-01

2017

꾸지뽕나무로부터 퇴행성 뇌기능 개선을 위한 효능 구명

17-02

2017

산촌 생태관광 도입에 의한 산촌진흥 방안 연구

17-03

2017

목재제품의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17-04

2017

목질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축산기술 연구

17-05

2017

산림 토양탄소모델 개발 및 활용

17-06

2017

섬유판 재활용 기술 및 성능 개선

17-07

2017

난아열대수종 지역적응성 검정 및 육성연구

17-08

2017

한국나비분포변화 분석

17-09

2017

대경재 생산 작업시스템 개발 및 작업안전

17-10

2017

주요 수종의 천연갱신 메커니즘 및 중·대경재 수확작업

17-11

2017

대사·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유용형질 발굴 연구

17-12

2017

목재 운송을 위한 임내도로의 적정 구조·규격과 계통적 연계 연구

17-13

2017

탄화보드의 흡착·분해 성능개선 및 제조공정 변환 연구

17-14

2017

산림건강성 모니터링 지표 및 평가기법 개발

17-15

2017

중앙아시아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 전략

17-16

2017

참나무시들음병 발병 메커니즘 구명 및 방제 연구

17-17

2017

도시생활권의 산지토사재해 방재시스템 개발 2015~2016

17-18

2017

남부 주요 수종의 자원화를 위한 임분조성 및 무육관리 방안

17-19

2017

목구조물의 흰개미 방제 및 예출조사

17-20

2017

새만금 노출간척지 수목생육기반 및 수목보호시설 설치효과 모니터링

17-21

2017

산림토양도 및 적지적수도 제작기법 개선과 응용

17-22

2017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방안 및 모델 개발

17-23

2017

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서비스 확대방안

17-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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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제도 개선 방안에 과한 연구

17-25

2017

단벌기 목재에너지림 조성을 위한 우수클론 선발 및 관리

17-26

2017

산림전통지식 유형분류 및 활용방안

17-27

2017

산림탄소흡수원 정보 통계기반 구축

17-28

2017

생애주기별 산림교육 연계성 강화 방안

17-29

2017

벌채부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생산 이용 연구

17-30

2017

유망 식·약용 및 밀원수종 특성 분석과 재배기술 개발

17-31

2017

교잡종 밤나무 품종 육성 및 재배관리 기술

17-32

2017

주요 산채·산약초의 유묘생산 기술 및 임간재배 환경개선 방법

17-33

2017

산촌마을과 산림복지시설 연계 산촌관광 확대 방안

18-01

2018

대나무 자원의 인벤토리 구축 및 임분관리기술 개발

18-02

2018

압축방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근절을 향해

18-03

2018

산촌의 미래 전망·산촌인구 전망 및 귀산촌인 인식을 중심으로

18-04

2018

한국 개미의 분포:온도와 서식처

18-05

2018

산림 파리(벼룩파리과, 큰날개파리과, 춤파리과, 장다리파리과)의 분포(2006~2009)와 기후변화 예측

18-06

2018

주요 활엽수종 고품질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기술 개발

18-07

2018

리그닌 유도체 나노섬유를 이용한 에폭시 강화 및 전도성 복합 소재화 연구

18-08

2018

백두대간의 지형보전을 위한 산림경관 복원기술 개발

18-09

2018

접근불능지역 실시간 산불위험예보 기반 구축

18-10

2018

임업의 6차 산업화 매뉴얼

18-11

2018

한국 나방군집의 변화 기후변화와 경관변화의 영향

18-12

2018

2017년도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 연보

18-13

2018

사방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발전전략 수립 및 사방사업 효과 분석

18-14

2018

주요 산림수종의 동적생장모델 개발

18-15

2018

산악기상 정보 서비스 및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18-16

2018

산지계류수 수질정화기능 증진기술 개발

18-17

2018

식물반응기법을 이용한 산림토양 특성 평가

18-18

2018

저지시험림 산림복지 공간 및 프로그램 ‘자연이 만든 예술, 저지 곶자왈’

18-19

2018

잣나무림의 피톤치드 농도 및 미기상인자 발생특성

18-20

2018

산림치유효과 추적조사 체계 개발

18-21

2018

산림복지통계 구축방안 연구

18-22

2018

대축적 산림공간정보 기반 산림수자원 평가 및 예측기법 개발

18-23

2018

목재부후균에 의한 생물학적 목질성분변환 기반 연구

18-24

2018

산림과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18-25

2018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수종육성 연구

18-26

2018

외국 유망수종 육성시험 II

18-27

2018

조경 및 임산소득 수종 병해충의 특성 및 방제

18-28

2018

산림생산성 증진을 위한 기능성 유전자 개발 연구

18-29

2018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평가 및 적응 연구(II)

18-30

2018

생활친화형 무궁화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18-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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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산림경영모텔 연구

18-32

2018

제주 산림병해충 발생 특성 구명 및 피해 저감 연구 최종보고서

18-33

2018

임업용 포워더의 주행 및 적재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18-34

2018

임산물 대중국 수출 확대방안 및 마케팅 전략 연구

19-01

2019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적정기술 발굴 및 실행모델 구상

19-02

2019

산림소득증대사업 보조금의 지원효과 분석

19-03

2019

해외 산림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의 장애요인 극복 연구

19-04

2019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한 산림유전자원의 DNA 마커개발 및 유전특성 연구

19-05

2019

건조지 및 황폐지 산림복원 실행모델 개발

19-06

2019

국내 목조주택의 건물에너지성능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19-07

2019

고강도 하이브리드 부재를 이용한 대형 목조건축 구조시스템 연구

19-08

2019

무인항공기 산림분야 활용방안 및 산림재해 대응기술 개발

19-09

2019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성과 증진 방안과 과제

19-10

2019

주요 용재수종의 유전검정 및 개량효과 증진 연구

19-11

2019

일본잎갈나무의 임목개량 및 육종기반 구축 연구

19-12

2019

2018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19-13

2019

탄소 흡수 유지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기술 개발

19-14

2019

산림 장기생태정보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연구

19-15

2019

목질보드용 이소시아네이트 접착제

19-16

2019

국산 주요 침엽수재의 단면크기별 건조스케줄 개발

19-17

2019

용암숲 곶자왈의 가치발굴 및 지속가능한 활용기반 구축 연구

19-18

2019

산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을 위한 유전다양성 평가 및 모니터링

19-19

2019

유용 용재수종의 줄기세포 유도 및 클론생산 기술 개발

19-20

2019

산림바이오매스의 반탄화 특성과 반탄화 연료 기반 기술

19-21

2019

목재의 아토피개선 효과 및 terpene방산 특성

19-22

2019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선택적 열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물질 제조 기술

19-23

2019

산림교육 민간참여 현황 및 확대방안

19-24

2019

산지 지역 및 지형을 고려한 산지이용기준 개발

19-25

2019

가로수용 자생수종 발굴 및 품질 표준화 연구

19-26

2019

산림생명자원으로부터 산림유지소재 개발을 위한 자원 발굴 및 항산화 활성 구명

19-27

2019

다목적 집재장비의 조재 및 재재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19-28

2019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북한산림정보 구축 방법 개발

20-01

2020

2019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20-02

2020

주요 활엽수 용재 수종의 조림기술 개발 연구

20-03

2020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방안

20-04

2020

현장 맞춤형 산불 진화기술 개발

20-05

2020

친환경임산물 소비확대 방안 연구

20-06

2020

삼나무 편백림의 임분관리를 위한 시업체계

20-07

2020

자생 한국잔디를 이용한 신품종 육성

20-08

2020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실태 및 방제전략

20-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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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의 수종별 원목재배에 대한 연구

20-10

2020

균근성 버섯의 배양 특성

20-11

2020

내후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부목재의 품질관리 연구

20-12

2020

대도시권 도시숲의 식생 유형 및 생태적 특성 변화

20-13

2020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산림작업 개선에 관한 연구

20-14

2020

ICT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감염목 탐지 기술개발

20-15

2020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맞춤형 방제전략 및 기술 연구

20-16

2020

한국의 혼이 담긴 천연색

20-17

2020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의 융복합 활용 및 원격탐사 기술의 적용

20-18

2020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의 국제화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20-19

2020

지속적 활용을 위한 산림작업로의 적정 배치 및 시설기준 개발

20-20

2020

산림특성을 고려한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 연구

20-21

2020

도서산림 특성 분석 및 생태정보

20-22

2020

목질재료를 이용한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 개발

20-23

2020

산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 및 Germplasm 재생기술 개발

20-24

2020

노인대상(치매예방)산림치유 항노화프로그램 운영 워크북

21-01

2021

2020년도 산림병해충 발생예찰조사 연보

21-02

2021

특수임산자원 조성 및 육성 시험지 모니터링

21-03

2021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첨단 신소재 개발

21-04

2021

국내 유통 침엽수 목재의 수종 식별을 위한 DNA 분석기술 개발

21-05

2021

산촌 정주환경 관리 및 귀산촌 활성화 연구

21-06

2021

산촌거점권역 육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개발

21-07

2021

무인기를 활용한 산불 현장 대응 기술 개발

21-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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