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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f lood area was analyzed to generate a f lood risk map based 
on HEC-RAS model using river cross section and f lood frequency data. The geographic information 
was generated using 1:5,000 and 1:25,000 digital maps for HEC-GeoRAS stage, and then the f lood 
inundation simulation was performed using HEC-RAS model. The flood frequency data for 50, 100, 150, 
and 200 years was collected from ‘Geum river basin’s river maintenance investigated(2002)’, as hydrologic 
data was required for flood inundation simulation. On the basis of simulation result, the flooding area and 
inundation depth were analyzed through ArcGIS mapping. Then the flooded land including study area, is 
classified for further interpret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he flooded area is increasing 
from 50 years to 200 years, and 88% of the flooded land is appeared in the agricultural region. So, it can 
be said that the agricultural part of the area is more affected by inundation than the residental part is. In 
other words, the damage caused by inundation and flooding mainly occurs in agricultural areas which are 
located in low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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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여름철 집중되는 강우에 의한 홍수 피해

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지구온

난화 현상에 따른 극한기후사상의 발생으로 홍수

의 피해규모가 커지고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 졌

다. 2007년 IPC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최대 6.3℃ 오를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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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였으며, 연평균기온이 3℃ 상승할 경우 아시

아에서만 연간 700만 명 이상이 홍수피해에 직면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IPCC, 2007). 게다가 급

격한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와 하천변 주거

지 확대 등 재해취약지역의 확산은 홍수로 인한 

대규모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다. 

특히 한국은 태풍 ‘루사(2002)’, ‘매미(2003)’, 

‘메기(2004)’, ‘나리(2007)’, ‘무이파(2011)’ 등 태풍

이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재산 및 인명피

해를 발생시켰다. 이렇듯 홍수 강도 및 피해는 최

근 들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주민생활 

안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극한기후사상과 재해피해액의 연관성을 분석하

고 극한기후사상의 재현주기 등을 분석하는 일은 

재해 저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Kim et al., 2009), 이러한 기초자료를 활

용한 홍수방재대책 수립은 매우 중요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한국의 홍수방재대책은 댐건설, 제방건설 등 홍

수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구조적 대책과 홍수위험

지도 제작 등 비구조적 대책이 있다. 대표적으로

는 4대강사업, 신설댐 건설, 저수지 둑 높이기 사

업 등이 구조적 대책 사례이며, 국토부의 2001년

부터 진행 중인 국가하천 중심의 홍수위험지도 제

작 및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2007년부터 진행 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재

해정보지도 작성 등이 비구조적 대책의 대표적인 

예이다(Kim, 2010). 적절한 구조적 방재대책을 

위해서는 먼저 비구조적 방재 대책을 통한 사전계

획 모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홍수지도

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홍수지도(f lood map)는 홍수를 방어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의 하나로 홍수와 관련된 정보를 표

시한 지도이다. 홍수방재계획, 침수 빈도를 이용

한 보험율 적용, 토지이용 계획 등에 사용될 수 있

으며, 재해 시에는 피난 안내용, 평상시에는 홍수

방재 계획, 침수 가능성,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

을 위한 방재정보용으로 사용되는 주제도를 의미

한다(Kim, 2010). 홍수지도는 홍수재해지도(flood 

disaster map)와 홍수위험지도(f lood risk map)로 

분류할 수 있다. 홍수재해지도는 과거 홍수 발생

지역의 침수범위, 피해규모 등을 지도상에 표시

한 것이며, 홍수위험지도는 미래 홍수에 의한 침

수 범위, 침수심, 침수 도달시간 등 공학적으로 

계산된 결과를 표시한 지도이다(Lee et al., 2004). 

따라서 과거의 홍수 피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

는 홍수재해지도보다는 대상지역이 가지고 있는 

홍수 발생 잠재성을 분석하여 위험지역을 예측 표

시한 홍수위험지도가 미래 지향적인 홍수방재 대

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홍수지도제작은 주로 정부위주로 제작

되어 왔다. 전술한대로 국토부의 홍수위험지도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재해지도가 그것이다. 그

러나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해 그 활용의 정도

가 낮다. 국내의 홍수지도의 경우 용어가 어렵거

나 데이터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인에게 제

공되어 자신의 지역에 대한 홍수의 취약성을 인지

하기가 힘들어 비상 시 적절한 대처를 하기 힘들

다(Kim, 2010). 따라서 정부 주도의 홍수지도 제

작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주도의 홍수지도 제작이 필요하다.

홍수 위험 분석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살

펴보면, Ackerman(2000)은 애리조나주 Salt강의 

홍수경감 대책을 평가하기 위해 HEC-GeoRAS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Horritt and Bates(2002)는 

HEC-RAS, LISFLOOD-FP, TELEMAC-2D 모

형을 이용하여 홍수범람 모의를 실행하여 HEC-

R AS와 TELEMAC-2D 모형이 과거 침수결과

와 잘 맞는다는 평가하였다. Hall et al.(200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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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 지역에 대한 홍수 위험 평가를 위해 지리

정보, 홍수 방어 능력, 홍수 피해 범위, 지형, 토

지이용, 자산가치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Balica 

et al.(2009)은 홍수 취약성을 사회학적, 경제학

적, 물리적, 환경적 지표로 구분하여 취약지역을 

평가 및 선정하였다. 이밖에 Maidment(2009)는 

FEMA 홍수위험지도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통해 하천지형 구축의 정확성이 홍수위험

지도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

였다.

국내의 경우, Lee et al.(2004)은 홍수지도 제

작용 지형자료의 효과적인 구축방법 연구에서 

LiDAR 측량을 통한 DEM과 수치지형도의 DEM

간의 오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1:1,000 수치지형

도가 1:5,000 수치지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

차가 작게 나타났고,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해상

도에 따른 DEM 오차의 변화는 매우 작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Kim et al.(2009)은 35년 동안(1973~ 

2007년) 한반도 9개 지역에 대한 집중호우의 빈

도수 및 재해 피해액과 강수량의 관계를 분석하였

으며, Kim et al.(2010)은 ASTER DEM과 SRTM 

DEM을 이용하여 홍수 범람 해석을 수행한 후 

SRTM DEM의 정확도가 더 높았으며 홍수범람 

해석을 위한 고도자료로서 활용성이 높음을 밝혔

다. Back(2011)은 임진강 유역의 상류에서 홍수발

생 시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홍수 모의실험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Lee (2012)

는 GIS와 지적도를 이용한 전주천 홍수 위험지역 

평가에서 공간정보와 홍수위 자료를 기반으로 전

주천의 홍수위험지역을 평가하였다. 이밖에 Kim, 

et al.(2013)은 HEC-HMS/RAS와 HECGeoRAS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10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확

률 강수량의 증가로 홍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밝혔

다.

상기의 홍수 위험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 사례

들을 종합해보면, 주로 기상자료와 홍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홍수모형을 적용·평가하

거나 수치표고모델(DEM) 등을 활용하여 침수지

역을 지도화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추출된 홍수 빈도별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의 연구는 극히 제한적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위험지도 제

작을 위해 하천 단면 자료 및 빈도별 홍수량 자료

를 바탕으로 HEC -RAS(Hydrologic Engineering 

Center’s River Analysis System)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 빈도별 침수지역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

해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추출한 침수지역을 지도화 하여 홍수위험지

도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지역 및 방법

1) 연구지역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금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2)의 빈도별 홍수량 및 하천단면도 측정이 이

루어진 구간을 대상으로 연구지역을 선정하였다

(Figure 1). 연구지역의 지리적 좌표는 127°00′00″

E∼127°13′10″E, 36°06′05″N∼36°15′00″N에 해

당한다. 

연구지역인 논산시는 북쪽으로는 계룡시, 공주

시 대전광역시와 맞닿아 있으며, 동쪽으로는 금

산군, 서쪽으로는 부여군, 남쪽으로는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과 접하고 있다. 연구지역의 지형

은 전형적인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색이 나타나

며, 서쪽인 금강 본류 쪽으로 트인 저위평탄면 형

태로 동쪽과 남쪽에 해발고도 200m 이상의 산지

가 분포한다. 즉 동북부에서 동남부에 이르는 일

대는 계룡산지와 대둔산 줄기가 연결되어 험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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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지역을 형성하며, 이들 산지에 인접한 지역

에는 해발고도 50m 내외의 산록지(완사면지형), 

20m 부근까지는 구릉지(저위평탄면), 그 이하의 

해발고도에 충적평야가 펼쳐진다(Nonsan-City, 

2005). 

연구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349mm 정도로, 

이 중 여름에 강수량의 약 60%가 집중된다. 논산

시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금강

유역 도시 중 홍수범람 위험구역으로 분류된 지역

으로, 꾸준히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 왔으

며, 특히 태풍 루사와 매미가 상륙하였던 2002년

에는 총 243명의 이재민과 60억 원의 재산피해, 

2003년에는 총 21명의 이재민과 5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2012년에는 이재민 61

명과 4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Nonsan-City, 2013).

연구지역인 논산평야를 흐르는 하천들은 모두 

금강의 지류로, 논산천과 그에 유입하는 여러 소

지류로 이루어진다. 논산천에 유입하는 소지류들

은 북쪽에서부터 연산천, 방축천, 강경천이 있으

며, 연산천으로 노성천이, 강경천으로 여산천과 

어랑천이 흘러든다. 노성천과 연산천은 계룡산

의 서사면과 남사면을, 방축천은 은진면과 연무

읍의 구릉을, 강경천과 여산천은 논산시의 남동

쪽의 산지인 옥천층군 지대를, 어량천은 남쪽의 

산지인 낭산(郎山; 162m)을 그 집수역으로 한다

(Nonsan-City, 2005).

연구지역 내의 논산천은 금강의 제1지류로 유

로연장 35㎞, 유로면적 198.68㎢, 유역면적은 

527.11㎢이다. 연구지역의 북서부를 남서쪽으로 

흘러 논산시 가야곡면과 부적면 경계에서 조정저

수지를 이루고, 논산시내에 이르러 연산천 및 노

성천과 합류하여 남서쪽으로 흘러서 강경읍의 서

쪽을 지나 금강 본류에 유입된다. 논산천은 지류

인 성평천·방축천과 함께 주변 일대에 펼쳐진 저

위평탄면 지역을 흐르며, 북부의 성동면·광석면 

일대부터 하류까지 본 하천에 의해 개석된 충적평

야가 넓게 발달하였다(Nonsan-City, 2005). 이들 

평야지역은 해발고도 10m 내외의 저지대로서 배

후산지에서 집수되는 물이 논산천으로 빠지지 못

하면 수해를 받는 홍수 위험지역이다. 

노성천은 금강의 제2지류로 국가하천과 지방2

급 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국가하천은 유로

Figure 1.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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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27.72㎞, 유역면적 200.24㎢, 지방2급 하천

은 유로연장 22.97㎞, 유역면적 100.8㎢이다. 계

룡산과 대둔산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내려 공주

시 계룡면의 유평리·하대리 경계지점에서 지방

2급 하천이 시작하며, 연산천이 합류하는 논산시 

부적면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고, 논산시 취암동

에서 논산천(국가하천)과 합류한다(Nonsan-City, 

2005).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5,000, 1:25,000 수

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성된 DEM 자료와 건설

교통부(2002)의 금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빈도별 홍수량 및 하천단면도 측정자료를 사용하

였다. 연구지역의 빈도별 홍수량 측정 지점과 홍

수량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하천 단면 자료 및 빈도별 홍수

량 자료를 바탕으로 침수지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HEC-RAS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침수

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

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Figure 2). 먼저 수

치지형도를 이용하여 DEM을 제작하였고, 수문

모델링(HEC-GeoRAS)을 이용하여 지형속성자료

를 설정하는 Pre RAS과정을 수행 하였다. 다음으

로 HEC-RAS 모형을 이용하여 빈도별 홍수량 자

료를 입력한 후 홍수범람 모의를 수행 하였다. 마

지막으로 모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HEC-GeoRAS

를 이용하여 침수지역을 지도화한 다음 토지피복

도를 활용하여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빈도별 홍수 발생 시 침수 취약

지역 추출을 위해 사용된 모형은 HEC-R AS와 

HEC-GeoRAS이다. HEC-RAS는 미 육군공병단

이 개발한 하천 해석 모형으로 수면곡선을 분석하

는 HEC-2 모형의 확장된 시스템이다. 이 모형은 

상류(常流)와 사류(射流) 상태의 수면곡선의 계산

이 가능하며 교량이나 암거 등의 하천구조물로 인

한 수면곡선의 현화를 알아낼 수 있다. 계산절차

Table 1. Flood discharge measurement point and flood frequency.

Measurement point
Calculation results by flood frequency(㎥/sec)

50year 100year 150year 200year

River mouth of Nonanscheon 2,630 2,960 3,210 3,360

After junction of Ganggyeongcheon 2,630 2,960 3,130 3,260

Before junction of Ganggyeongcheon 2,150 2,500 2,710 2,860

After junction of Bangchookcheon 2,110 2,360 2,510 2,620

Before junction of Bangchookcheon 2,000 2,280 2,450 2,570

After junction of Noseongcheon 2,000 2,280 2,450 2,570

Before junction of Noseongcheon 1,410 1,620 1,730 1,820

Aho-bridge point 1,400 1,600 1,700 1,780

After junction of Wangamcheon 1,400 1,600 1,700 1,780

Before junction of Wangamcheon 1,400 1,600 1,700 1,780

River mouth of Noseongcheon 1,560 1,800 1,950 2,050

After junction of Yeonsancheon 1,490 1,730 1,870 1,970
Before junction of Yeonsancheon 790 880 940 980

* Reference: Geum river basin’s river maintenance investigated (2002.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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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준축차법(Standard Step Method), 즉 관거의 

유속계산 방법인 매닝(Manning)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마찰에 의한 손실을 고려한 일차원 에너지 

방정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HEC-GeoRAS는 미공병단과 ESRI사가 공동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지형공간 데이터를 처리하

여 HEC-RAS 입력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Figure 

3). 또한 HEC-RAS에서 모의된 결과물을 변환하

여 ArcGIS에서 지도화 작업을 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형속성자료 구축을 위해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고도자료를 제작하였다. 1:25,000 수치

지형도는 해상도의 한계로 논산천과 노성천 유역

은 1:5,000 수치지형도를 합성하여 해상도를 높

였다. 그러나 수치지형도의 경우 제외지의 표현

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당시 측

량한 하천단면값을 이용하여 수정 후 사용하였다

(Figure 4와 Figure 5). 다음으로 제작 된 고도자료

를 바탕으로 하천 중심선, 제방선, 유출경로, 하

천 단면선을 설정한 후 구축된 지형속성자료를 

HEC-RAS에서 사용하기 위해 변환하였다. 또한 

HEC-GeoRAS를 이용하여 변환된 지형속성자료

는 HEC-RAS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 금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명시한 50년, 100년, 150

년, 200년 홍수량 자료와 조도계수를 입력한 후 

홍수범람 모의를 실행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도계수는 수로 내를 흐르는 

물에 대한 마찰저항을 나타내는 수리학적인 계수

로서 일반적으로 Manning의 조도계수를 의미한

다. 조도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서는 수로

의 표면조도, 수로내의 식물, 장애물, 수로의 크

기와 형태, 수위 및 유량의 계절적 변화 등이 다양

하여 정확도가 높은 값을 얻기란 상당히 어렵다. 

조도계수의 일반적인 산정 방법은 하도 형상 및 

하상 재료에 의한 추정, 수위-유량 자료를 이용

한 추정, 홍수 흔적을 조사하여 부등류 계산에 의

Figure 2.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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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정 등이 있다(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2). 본 연구에서는 하상재료

의 구성물질 및 하상 상태, 자연하천에서의 일반

적인 조도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2002년 금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조도계

수인 논산천 0.027과 노성천 0.028을 사용하였다.

빈도별 홍수량은 Clark의 유역추적법을 이용하

여 산정하였으며, 산정 지점은 주요 수위표 지점, 

주요 지류 합류점 전·후 등이다. Clark의 유역추

적법은 유역의 도달시간-누가면적 관계를 이용

하여 유역 내에 내리는 순간 단위 유효우량으로 

인한 유역출구에서의 직접 유출 수문곡선인 순

간 단위 유량도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는 강우

로 인한 유수의 전이뿐만 아니라 유역의 저류효과

도 고려하므로 자연하천에서의 적용에 적합한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2).

산출된 모의 결과는 다시 GIS 포멧으로 변환하

Figure 3. Working screen of HEC-GeoRAS.

Figure 4. River cross section of pre-modification. Figure 5. River cross section of post-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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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HEC-GeoRAS를 이용하여 홍수범람지역을 지

도화 하는 후처리 과정을 실행 한 후 결과를 분석

해 보았다(Post RAS). 분석항목은 침수면적, 침수

심, 침수지역의 토지피복이다. 침수지역의 토지

피복분류도는 WAMIS 자료를 활용하여 침수지역

의 토지피복 현황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분석

1) 침수면적 및 침수심 분석

본 연구는 1:5,000 수치지형도와 1:25,000 수

치지형도를 통합한 고도자료를 기반으로 HEC-

RAS와 HEC-GeoRAS를 활용하여 50년, 100년, 

150년, 200년 빈도별 홍수범람 모의를 수행하였

다. 빈도별 홍수범람 모의 결과에 따른 침수면적 

및 침수심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50년 빈도에서는 침수면적 7.934㎢, 침수심은 최

고 7.53m로 산출되었다. 100년 빈도에서는 침수

면적 8.503㎢, 침수심은 최고 7.63m로 산출되었

다. 150년 빈도에서는 침수면적 8.636㎢, 침수심

은 최고 7.68m로 산출되었다. 마지막 200년 빈도

에서는 침수면적 8.740㎢, 침수심은 최고 7.72m

가 산출되었다. 빈도별 홍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침수면적 및 침수심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침수지역은 주로 노성천 구간과 논산천 하류부 

구간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논산천 상류부 구간

의 경우 노성천 구간 및 논산천 하류부 구간에 비

해 비교적 고도가 높으며, 합수되는 소지류가 적

게 존재하고, 홍수범람 모의 시 설정한 홍수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침수지역

이 농경지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논산천 및 노

성천 유역의 시가화지역의 대부분이 농경지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노성천 유역의 침수지역의 경우 노성천 유량의 

직접적인 월류에 의한 침수현상은 발생하지 않았

다. 즉 노성천 구간 침수지역의 침수는 노성천으

로 흘러들어가는 소지류 및 좁은 농수로에서 노성

천 유량의 증가에 의한 역류현상으로 인해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산천의 경우도 이와 마찬

가지로 대부분 소지류 합수부 구간 및 좁은 농수

로 주변에서 주로 침수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

나 논산천 하구 부근은 상대적으로 낮은 제방고로 

인해 월류에 의한 침수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Figure 6).

연구지역의 침수심을 살펴보면, 주로 하도 내 

그리고 지류 합류부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범

람원 지역은 침수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도 내의 침수심이 높은 원인은 증가한 유량

이 인공제방에 의해 범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

며, 지류 합류부에서 침수심이 높은 원인은 합수

된 지류의 유량으로 인해 급격한 침수가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범람원 지역의 침수심

Table 2. Simulation result of Nonsancheon and Noseongcheon.

Flood frequency Flooded area(㎢)
Inundation depth(m)

Min Max Average

50year 7.934 0 7.53 3.77

100year 8.503 0 7.63 3.81

150year 8.636 0 7.68 3.84
200year 8.740 0 7.72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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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50year (d) 200year

(c) 150year (d) 200year

Figure 6. Flooded area by flood frequency.

(a) 50year (b) 100year

(a) 50year (b) 100year

Figure 7. Inundation depth by floo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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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지 않은 이유는 홍수 발생 시 홍수량은 같지

만 침수되는 지역은 넓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전술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같은 유량이 범람하였기 때문이다(Figure 7).

2) 침수지역의 토지피복 분석

본 연구에서는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

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토지피복도와 빈도

별 침수지역을 중첩하여 침수지역의 토지피복 현

황을 분석하였다. 사용한 토지피복도는 WAMIS

에서 제작한 토지피복도로 Landsat영상을 기반으

로 만들어 졌으며, 토지피복도의 분류 항목은 수

역, 시가화 건조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

지, 논, 밭 등 총 8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분류 항목 중 수역 및 습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

류 항목을 대상으로 홍수 빈도별 침수 면적을 산

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홍수 빈도 50년 모의에서는 침수면적이 

7.641㎢이며, 이중에서 논이 6.948㎢로 가장 넓

은 면적이 침수되었다. 다음으로 침수면적이 넓

은 토지피복 유형은 초지(0.223㎢), 나지(0.206

㎢), 시가화 건조지역(0.189㎢)이며, 이밖에 밭

(0.070㎢), 산림(0.005㎢) 순으로 침수면적이 나

타났다. 다음으로 홍수 빈도 100년 모의에서는 50

년 빈도와 유사하게 논(7.490㎢)이 가장 많은 면

적이 침수되었으며, 다음으로 초지(0.231㎢), 나

지(0.211㎢), 시가화 건조지역(0.197㎢), 밭(0.071

㎢), 산림(0.005㎢) 순으로 나타났다. 홍수 빈도 

150년 모의에서는 침수면적이 8.337㎢이며, 50

년 및 100년 빈도와 마찬가지로 논(7.603㎢)이 가

장 넓은 면적이 침수되었다. 다음으로 초지(0.236

㎢), 나지(0.214㎢), 시가화 건조지역(0.207㎢), 

밭(0.072㎢), 산림(0.005㎢) 등의 순서로 침수면

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홍수 빈도 200년 모

의에서도 기존 모의와 동일하게 논(7.697㎢)이 가

장 많은 면적이 침수되었으며, 이밖에 초지(0.237

㎢), 나지(0.216㎢), 시가화 건조지역(0.212㎢), 

밭(0.072㎢), 산림(0.005㎢) 순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홍수 빈도별 침수 면적의 토지피복변화

량을 종합하여 보면, 먼저 논의 침수면적 변화량

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특히 홍수빈도 50-100년 

구간에서 급격히 증가한 후 점차 증가량이 감소하

였다. 이러한 원인은 범람원 내의 지형적 특성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홍수빈도 50년 및 100

년 빈도에서는 대부분의 범람원 지역 내의 토지피

복 유형이 논으로 이용되어 침수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반면에 150년 및 200년 모의에서

는 침수 고도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논보다는 다른 

토지피복 유형이 더 많이 침수된 것으로 판단된

다. 

Table 3. Landcover area by type of flooded area by flood frequency.

Landcover type
Flooded area(㎢)

50year 100year 150year 200year

Urbanization area 0.189 0.197 0.207 0.212 

Bare land 0.206 0.211 0.214 0.216 

Grass land 0.223 0.231 0.236 0.237 

Forest 0.005 0.005 0.005 0.005 

Paddy 6.948 7.490 7.603 7.697 

Farm 0.070 0.071 0.072 0.072 

Total 7.641 8.204 8.337 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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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초지의 침수면적의 변화량은 홍수 빈

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였으나 증

가량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특히 홍수 빈도 150-

200년 구간에서 증가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

한 원인은 초지의 분포지역이 지류 하천 변의 둔

치 내에 분포하고 있어서 홍수빈도 150년 이전 구

간에서 대부분의 침수가 이루어져 침수심이 높아

져도 약간의 증가만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나지, 시가화 건조지역 및 밭은 초지와 마찬

가지로 침수면적 변화량이 홍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증가량은 점차 감소하였다. 

이 밖에 산림의 경우는 침수면적의 변화량이 없었

다. 

연구지역의 토지피복 유형별 침수지역의 공

간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하천 변을 

따라 침수지역이 나타난다. 전체 침수면적에서 

91.2%를 차지하는 논은 논산천 및 노성천을 따라 

발달한 범람원 내에 분포하며, 논산시 개척리, 장

화리, 화산리 왕덕리 등지에서 주로 침수가 발생

하였다. 초지 및 나지의 침수지역은 대부분이 하

천 변 둔치에 위치하며, 시가화 건조지역의 침수

지역은 하천변 도로 및 논산시 일부 시가화지역이

다. 그 밖에 침수된 밭지역은 대부분 하천 둔치에 

위치하며, 산림은 전체 침수면적의 0.1%로 거의 

침수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며 보면, 홍수 발생 

시 논산천 및 노성천 유역의 경우 주거지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보다는 농경지의 침수에 따른 재산

피해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같은 원

인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가화 건조지역

은 농경지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으로 판

(c) 150year (d) 200year
Figure 8. Landcover of flooded area.

(a) 50year (b) 100year



164 이민섭·장동호·이승호

단된다(Figure 8). 분석된 침수지역의 토지피복 현

황은 홍수위험지도 제작 시 침수위험지역의 보험

료 산정 등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홍수위험지도 제작을 위해 하천 단

면 자료 및 빈도별 홍수량 자료를 바탕으로 HEC-

R AS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 빈도별 침수지역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침수지역의 공간적 분

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추출한 침수지역을 

지도화 하여 홍수위험지도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

용하였다. 연구 결과 빈도별 홍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침수면적 및 침수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침수지역의 침수는 월류에 의한 침수 

보다는 대부분 논산천 및 노성천으로 흘러들어가

는 소지류 및 좁은 농수로에서 본류 유량의 증가

에 의한 역류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논산천의 경우 하구 부근에서 제방의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월류에 의한 침수가 발

생하였다. 따라서 논산천 및 노성천의 경우 유역 

내 소지류 및 농수로와 논산천 하류구간에 대한 

치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침수심은 주로 하도 내, 그리고 지류 합류부분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제방에 의한 범람 불

가, 지류합류에 의한 급격한 침수가 원인으로 판

단된다. 또한 범람원 지역의 침수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전술한 다른 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같은 유량이 범

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침수지역의 토지피복 현황을 분석해본 결

과, 침수지역의 약 92%가 농업지역으로 나타났으

며, 시가화 건조지역의 침수는 약 2.5% 정도로 나

타났다. 이는 시가화 건조지역의 경우 대부분 농

업지역보다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홍수 발생 시 

주거지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다는 농

경지의 침수에 의한 재산피해가 주로 발생할 것임

을 나타낸다. 또한 분석된 침수지역의 토지피복 

현황은 홍수위험지도 제작 시 침수위험지역의 보

험료 산정 등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홍수위험지도 제작에 기초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홍

수범람 모의를 수행함에 있어 2002년의 수문자료

를 사용했기 때문에 침수지역의 정확성에서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최신

의 수문자료를 바탕으로 침수지역의 정확도를 증

가시킨다면 홍수위험지도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

로서 활용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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