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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모델링 개선으로 
재산과 생명 보호
NCAR, 최초 응답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더 빨리 
제공하도록 지원

산업 :  공공  부문 

지역 :  미국

비전

산불 양상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이고 세분화된 예측  
모델로 긴급 상황 대응자들 지원 

전략

기계 학습과 물리적 데이터를 
함께 적용하고 모델링 속도 저하 
없이 날씨와 불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여 더욱 정교한  
모델 구축

결과

• 30m 이내의 지형과 상황에 
대한 인사이트 지원

• 이해관계자들이 1~3시간 
이내에 예측하도록 지원

• 변수 모델링 및 불확실성의 
정량화 역량 강화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하려면 긴급구조요원들이 
산불의 진행 방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산불의 양상은 여러 예측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지 
상황과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NCAR은 각기 다른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과학과 슈퍼컴퓨팅의 최신 기술을 
활용합니다. 관련 팀에서는 모델링 환경의 예측성을 
개선하고 특정 지역별로 세분화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연간 수백억 달러의 자산을 파괴합니다. 
콜로라도주에 있는 NCAR(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에서는 
누구나 산불의 파괴적인 힘으로 삶이 바뀐 사람을 한 명 이상 알고 있습니다.

NCAR Research Applications Laboratory의 National Security Applications Program
에서 과학 분야 Deputy Director인 Jason Knievel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더 
지역에서는 산불이 주기적인 위협 요인입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집이 산불의 
위협을 받거나 파괴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Knievel과 NCAR Weather Systems and Assessment Program의 Director
인 Branko Kosović에게 산불을 파악하는 작업은 동료, 이웃, 가족, 친구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개발 센터인  
NCAR은 여러 가지 고해상도 날씨 모델을 구축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모델은 산불 행동 모델과 NCAR의 업계를 선도하는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이 결합된 WRF-Fire입니다. WRF-Fire 및 기타 모델은 
소방관 및 기타 응급 대원, IMET(Incident Meteorologists), 대기질 전문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산불의 양상을 예측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NCAR과 함께 NCAR의 슈퍼컴퓨터와 풍부한 데이터 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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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모델을 개발하며, 모델을 
완성한 후에는 NCAR 외부의 리소스를  
운영 플랫폼으로 사용합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수정하는 일은 
까다롭습니다. 날씨와 산불은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합니다. 이 두 요소를 
함께 시뮬레이션하려면 NCAR에서 
매우 정교한 모델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LES(Large Eddy 
Simulation) 모델인 FastEddy®는 대기 
난류를 파악하고,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날씨를 이해하는 미래의 툴 
역할을 할 목적으로 연구 센터에서 
개발했습니다. "바람, 습도, 지형, 
유형, 지역의 식물 상황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산불의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Knievel은 말합니다. "
따라서 어느 한 모델 또는 특정 모델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모델을 함께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프로세스가 
많을수록 사용하는 공식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NCAR의 모델링 솔루션의 복잡성은 
세분화와 속도에 대한 요구로 인해 
증폭됩니다.

산불의 강도와 확산은 죽은 나무의 
범위, 산비탈 경사도, 전날 한 
마을에만 집중되었던 뇌우 등과 
같이 해당 지역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nievel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개울이 있고 다른 
곳에 건조한 덤불이 있다면 이것도 
산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이트는 관련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산불 예측 모델은 속도도 빨라야 
합니다. 산불이 진행되는 동안 대지의 
상태는 몇 분 만에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측 시점이 최신일수록 
관련자들이 리소스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소방관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방송의 예보보다 개선된 
해상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NCAR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산불 모델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현재 예측 시스템의 표준은 지형의 
물리적 상태를 잘해야 1.6~3.2km 
정도의 해상도에 매핑하는 그리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3m보다 
세밀한 수준으로 날씨와 산불을 
예측하길 원합니다. Kosović은 "오늘날 
방송국의 날씨 예보보다 훨씬 정밀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발전은 물리적 모델링과 
기계 학습을 결합하여 식물의 수분 
수준을 계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식물 상태에 대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은 비용과 
노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식물을 
채집하고 수분을 측정하는 곳은 
미국에 약 2천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NCAR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Kosović과 그의 팀은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위성에서 얻은 식물 

모두가 산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전 대피 
명령을 받거나 불과 1.6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불길을 바라보는 느낌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  BRANKO KOSOVIĆ, NCAR, WEATHER SYSTEMS AND ASSESSMENT PROGRAM,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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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National Water Model의 
결과물, 지형 데이터, 제한된 지상 
실측 정보를 통한 수분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그 결과 NCAR의 모델은 
최소 800m 정도의 해상도로 식물의 
수분 정도와 이것이 매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화된 규모로 산불의 
위험을 모델링하는 역량이 대폭 
개선됩니다.

하지만 NCAR의 모델이 발전하면서 
다른 결과도 발생했습니다. 팀에서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Kosović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상도를  
2배로 높이려면 처리 능력은 10배가 
필요합니다."

속도, 충실도, 지원 범위 대폭 
개선 

NCAR의 팀은 현재 HPE SGI 8600 
시스템에서 산불 및 기타 날씨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테스트합니다. 몇 
개월 후 NCAR은 플랫폼을 HPE Cray 
EX 슈퍼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은 가용 메모리와 파일 
시스템 공간이 증가하여 연구자들의 
모델이 복잡해지더라도 플랫폼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슈퍼컴퓨터는 에너지 효율도 
높아 와트당 성능이 최대 6배 
향상됩니다.

새로운 플랫폼은 이 용량을 추가하는 
동시에 모델링 속도도 높여줍니다. 
19.87페타플롭 시스템인 HPE Cray  
EX 슈퍼컴퓨터는 이론상으로 이 
연구 센터에서 현재 사용하는 
슈퍼컴퓨터보다 약 3.5배 빠른 
초당 19,870조 개의 계산 수행이 
가능합니다.1 NCAR의 산불 모델은  
더 높은 해상도로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긴급 상황 대응자들에게 중요한 
개선 항목입니다. Knievel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불의 양상을 수학적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컴퓨터 코드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산불 시뮬레이션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구축하는 
모델의 속도가 빨라질 때마다 
소방관들의 작업 수행 능력에 큰 
기여를 합니다." 

NCAR의 새로운 슈퍼컴퓨터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슈퍼컴퓨팅의 
처리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다중 모델을 실행할 
리소스를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은 
매개변수를 테스트하고, 전체적인 
모델링을 활용하여 확률적 예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Kosović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예측 모델의 충실도가 높아지고 실행 
속도가 빨라지면 대응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위험을 파악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신 슈퍼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면 
소방관들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모델 
구축에 도움이 되는 연구 개발 수행에 
필요한 처리 능력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날 일기 예보의 해상도는 몇 킬로미터 
수준입니다. 소방관들이 산불의 양상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훨씬 정교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최신 슈퍼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면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성능을 얻게 될 것입니다."
–  BRANKO KOSOVIĆ, NCAR, WEATHER SYSTEMS AND ASSESSMENT PROGRAM,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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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디지털 변화 주도 요인 사례 알아보기

hpe.com/kr/ko/compute/hpc/supercomputing/ 
cray-exascale-supercomputer.html

솔루션

기존  플랫폼

• HPE SGI 8600 시스템

2021년  1월  27일  새로운  시
스템  발표

• HPE Cray EX 슈퍼컴퓨터 

• Cray ClusterStor E1000 스토리지 
시스템

• HPE Slingshot 

• NVIDIA® A100 Tensor Core GPU

소프트웨어

• HPE Cray Programm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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