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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curacy of digital elevation models (DEMs) is crucial for properly estimating flood inundation area. DEM pixel size is 
especially important when generating flood inundation maps of small streams with a channel width of less than 50 m. In 
Korea, DEMs with large spatial resolutions of 30 m have been widely applied to generate flood inundation maps, even for 
small streams. Additionally, when making river master plans, field observations of stream cross-sections, as well as reference 
points in the middle of the river, have not previously been used to enhance the DEM. In this study, it was graphically 
demonstrated that high-resolution DEMs can increase the accuracy of flood inundation mapping, especially for small streams. 
Also, a methodology was proposed to modify the existing low-resolution DEMs by adding additional survey reference points, 
including river cross-sections, and interpolating them into a high spatial resolution DEM using the inverse distance weighting 
method. For verification purposes, the modified DEM was applied to Han stream on Jeju Island. The modified DEM showed 
much better accuracy when describing morphological features near the stream. Moreover, the flood inundation maps were 
formulated with the original 30 m pixel DEM and the modified 0.1 m pixel DEM using HEC-RAS modeling of the actual 
flood event of Typhoon Nari, and then compared with the flood history map of Nari. The results clearly indicated that the 
modified DEM generated a similar inundation area, but a very poor estimate of inundation area was derived from the original 
low-resolution DEM.

Key words : Flood inundation map, Digital elevation model, Spatial resolution, Small stream

1)1. 서 론

홍수범람지도란, 돌발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홍수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수지

역을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제작된 지도이다. 홍수범

람지도는 홍수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이나 댐 수위 조

절 운영, 제방 등의 설계에 주요 지표로 사용되며 거주 

지역에 대한 홍수발생 여부를 예보하거나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일반적으로 홍수범람지도는 1차원 혹은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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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형으로 모의된 홍수위와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상호 비교하여 제작된다. 
따라서, 홍수위 모델링과 함께 수치표고모델(DEM)
은 홍수범람지도 작성 시 범람구역 예측 정확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이다(Hong and Sim, 
2009; Jung et al., 2013).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

는 DEM의 경우 공간적인 해상도가 대부분 30 m 내
외로 하폭이 크고 범람범위도 넓은 국가하천 등 홍수

지도 작성에 다수 활용되고 있다(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2). 그러나, 하천의 하폭이 

50 m 내외의 중소하천의 경우, 범람의 범위가 대하천

에 비해 매우 협소하여 DEM의 공간적인 정밀도가 홍

수범람지도에 미치는 불확도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폭이 30 m 내외의 중소하천에 

공간해상도 10 m의 DEM을 사용할 경우, 하도 내에 

격자를 3개밖에 포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 주

변의 지형도 정밀하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홍수

위를 하도 주변에 외삽할 경우, 획득한 홍수범람지도

의 영역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중
소하천의 홍수범람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정밀도의 DEM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DEM의 공간정밀도를 향상시켜 홍수범람지

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위성, 항공사진, 
LiDAR 측량 기법 등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Park and Kim, 2011; Choi et al., 2013; Jung et 
al., 2013).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고비용을 수반하

여 중소하천에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

려 국가의 중점 홍수관리 대상인 국가하천 규모의 정

밀 홍수범람지도 작성 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

하천의 홍수범람도 작성에는 여전히 저해상도의 

DEM이 사용되고 있어 정확도가 높은 범람지도가 생

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Lee, 2014). 
한편, 중소하천의 경우에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단면측량, 기준점 측량 등 다양한 표고점 측량을 실시

한다. 그러나, 중소하천 홍수범람지도 작성 시 존재하

는 하천 주변 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DEM을 개선하지 

않고, 공간해상도가 큰 DEM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LiDAR 등 고비용 고정밀도 표고 측정

이 어려운 중소하천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을 통해 확

보된 제외지 및 제내지 일부 단면측량 성과나 국토공

간영상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존 표고점, 등고선 

정보 등 가용한 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범람이 발

생하는 하천 인근 지역의 저해상도 DEM (30 m 해상

도)을 향상시켜 홍수범람지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해상도 DEM을 중소하천에 

적용할 경우 홍수범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도

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 국토공간영상정보서비스에

서 제공하는 공간해상도 30 m DEM을 기반으로 하천

기본계획 작성 시 확보된 하천 단면 및 제내지 기준점 

측량 성과를 결합하여 고정밀도 DEM을 생성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된 DEM의 적용성 평가를 위

해 하폭 약 50 m 중소하천인 제주도 한천에 DEM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였고, 개선 전후 DEM을 비교하여 

하도 주변 지형의 묘사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2007년 태풍 나리 유출 사상 자료를 기반으로 

HEC-RAS 모델링을 통해 확보된 홍수위를 개선 전, 
후 DEM에 적용하여 홍수범람지도를 생성하고 실제 

침수흔적도와 비교하여 중소하천에서 DEM 개선효

과를 분석하였다.

2. 중소하천 홍수범람지도 작성 시 DEM 공간해상도 

영향

DEM의 공간해상도는 하폭이 좁고 범람 구역이 상

대적으로 작은 중소하천의 홍수범람도 작성에 영향을 

준다. 중소하천의 홍수범람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에 앞서, DEM의 공간해상도가 범람지역 산출에 미치

는 영향을 도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LiDAR 
등을 활용한 고정밀도 DEM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토공간영상정보서비스(http://air.ngii. 
go.kr/index)에서 제공하는 90×90 m 격자, 혹은 

Biz-GIS (http://www.biz-gis.com) 등에서 제공하는 

30×30 m 격자로 이루어진 저해상도 DEM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30 m 해상도의 DEM은 대

하천의 홍수범람도 작성에 적용되어 왔고, 중소하천

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러한 저해상도의 DEM이 적용

되고 있다. 저해상도와 고해상도 DEM으로 지표의 기

복을 나타내면 Fig. 1과 같은데, 저해상도 DEM (Fig. 
1a)은 격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격자와 격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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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Comparison of terrain representation driven by different spatial resolution of digital elevation model (DEM): a) 
spatially coarse DEM; b) spatially dense DEM.   

지표 기복의 단차가 고해상도 DEM (Fig. 1b)에 비해 

명백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복은 홍수 범

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하천의 홍수범람지도를 표

출할 경우 주어진 홍수위 변화에 따른 홍수범람지도

의 변화에도 상당한 격차를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격자 크기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Fig. 2와 같다. 첫째, 제내지 범람 지역을 예측함

에 있어 정밀도가 낮은 DEM을 이용할 경우 Fig. 2a와 

같이 하나의 격자 내에 중소하천 제내지의 지형 및 지

물들이 포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Fig. 2c,e와 같이 

작은 홍수위 변화에도 격자가 홍수 혹은 비홍수 지역

으로 매우 민감하게 변화한다. 즉, 실제 범람 양상이 

Fig. 2b,d와 같다면 낮은 해상도의 DEM은 범람지역

을 과소 혹은 과다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Fig. 2c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낮은 공간

해상도의 DEM의 경우 하천의 단면 및 주변 제내지 

지형이 실제와 다르게 계단형으로 나타나며 Fig. 2e와 

같이 홍수범람 범위도 연동되어 영향을 받는다. 국가

하천과 같은 광역단위 홍수범람지도의 경우 DEM의 

공간해상도로 인해 일부 발생되는 오차는 공간규모에 

비해 무시할 수 있으나, 중소하천 인근의 경우 큰 격자

의 DEM은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홍수범람지도의 도출은 중소

하천의 홍수취약성 평가, 치수대책 수립, 하천 정비 등

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홍수범람지도 작성 시 필수적인 홍수위 계산

은 HEC-RAS와 같은 1차원 수치모형을 활용할 경우, 
보통 1 cm 단위로 정밀하게 홍수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치모형으로 도출된 홍수위을 공간적으로 

외삽하여 홍수위 표고자료를 래스터 형태로 생성하고 

주어진 수치지형도(DEM)와 표고를 비교하여 홍수위

가 표고보다 높은 지역을 범람지역으로 처리한다. 그
런데, 국가 제공 DEM의 경우 표고의 증감단위가 1 m 
인 정수형 표고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실수형 

표고인 홍수위 래스터와 절대비교가 되지 않아 1 cm 
단위의 홍수위 래스터가 정수형으로 반올림되어 비교

되므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범람이 되는 

제내지의 표고 격자가 이보다 클 경우 부정확한 범람 

수위로 연결되어 범람 지역의 예측 정확도가 낮아지

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수형 DEM을 이용하여 범람

지역을 처리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체적

으로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예를 들어, 실제 건물들

이 위치해있는 표고는 2.6 m 이지만 정수형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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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2. Sensitivity of flood inundation map due to different pixel size for the given DEM in the small stream: a) roughly 
inundated area due to coarse pixel size of 30 m; b) precisely inundated area due to dense pixel size of 0.1 m; c) 
cross-sectional geometric view for the coarse DEM; d) cross-sectional geometric view for the dense DEM; e) trend 
of changing flooded area with respect to the flood depth for the coarse DEM; f) trend of changing flooded area with 
respect to the flood depth for the dense DEM.

에서는 반올림되어 3 m에 위치해있는 것으로 나타나

게 되고 HEC-RAS와 같은 고정밀도의 1차원 수치모

형을 통해 산출된 홍수위의 결과가 2.8 m라면 실제 침

수되어야 할 건물들이 침수되지 않아 범람지역을 Fig. 
3a와 같이 실제 범람지역보다 과소산정 하게 된다. 반
대로 건물들의 위치가 2.3 m라면 정수형 DEM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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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Schematic description of inappropriate flooded area due to vertical margin of simulated flood height and digital 
elevation model.

반올림되어 2 m에 위치하게 되며 HEC-RAS로부터 

산출된 2.8 m의 동일한 홍수위와 비교했을 때 건물들

이 실제보다 과다침수 되어 Fig. 3b와 같이 범람지역

을 과다산정 하게 된다. 이와 같이 DEM의 정밀도가 

홍수범람지도 작성의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가능한 고 정밀도의 DEM을 활용한 홍수범

람지도 작성이 필요하다.

3. DEM 개선 절차

홍수범람지도 제작에 관한 지침(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8)에서는 홍수범람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형자료(DEM)는 

1/1,000 수치지도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가급적 지

형이 정확하게 반영된 최신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하천의 경우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작은 소유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정밀도 높

은 DEM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중소하천의 홍수범람지도 작성에 

있어 정밀도가 낮은 DEM을 이용하고 있다(KICT,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하천 홍수범람지도 작

성을 위해 국토공간영상정보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30×30 m 격자 크기의 저해상도 DEM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시 작성되는 1/1,000 수
치지도의 등고선, 측량 표고점, 하천횡단 실측점 및 통

합기준점 등을 합성하여 높은 해상도로 재보간하여 

하천 부근 지역의 고해상도 DEM을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Fig. 4). 우선 기존 저해상도 DEM에 

측량성과 점들의 합성을 위해 ArcGIS프로그램의 

Create Terrain 방법을 활용하였다. Create Terrain 방
법은 공간보간법 중 하나로 지형측량, 현황측량 자

료, 하천기본계획의 측량성과 합성 후 재보간하는 방

법이다. 보간법으로 역거리가중법(Inversed Distance 
Weighted Method)이 사용되었고, 보간 시 신규 생성 

DEM의 격자 크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 A procedure for modifying relatively rough DEM to 
spatially detailed and accurate DEM in addition of 
1:1,000 contour, elevation reference points and river 
cross-section, where a specified spatial interpolation 
technique wa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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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 grid Detailed grid

Measured elevation

Roughly Interpolated DEM Detailedly Interpolated DEM

Pixel size of DEM
Pixel size of DEM

Fig. 5. Representation of a terrain for a given spatial interpolation for different grid size.

역거리가중법은 보간 하고자 하는 위치의 값을 표

본자료간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역거리가중법

은 보간 하고자 하는 위치의 값을 보간 하기 위해서 표

본자료 수집 시에 등방적 참조범위인 원을 사용하며, 
고정된 범위(Radius) 또는 점의 개수를 설정하여 참조

범위를 설정하고 가중치 산정을 위하여 표본자료와 

보간 하고자 하는 위치간의 거리에 대한 함수로 표현

된다(Goff and Nordfjord, 2004). 통용적으로 사용되

는 가중치함수는 Eqs. 1a와 같이 거리 제곱의 역수를 

사용하며, 역거리가중법에서 사용하는 보간 하고자 

하는 위치의 값을 산정하는 방법은 Eqs. 1b로 표현하

였다.

    Eqs (1a)

   Eqs (1b)

여기서 는 가중치, 는 표본자료와 보간하고자 하는 

위치간의 거리, 은 표본자료의 개수, 는 가중치 변수, 
는 보간하고자 하는 위치의 값, 는 가중치, 는 표본자

료의 값이다.
역거리가중법에서 공간격자를 조밀하게 지정할 경

우 (예: 0.1 m), Fig. 5와 같이 좌측의 큰 격자로 표출

한 경우와 대비하여 경사면이 기울기에 따라 상세하

게 표현된다. 예를 들어 상세화된 사면으로 공간보간 

할 경우, 격자의 경계면에서 약간의 홍수위의 상승에

도 홍수범람구역이 급속히 넓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상세화된 DEM은 기존 

중소하천과 같이 하천폭과 격자의 크기비가 큰 경우 

홍수범람면적의 홍수위 변화에 따른 변화를 정교하게 

묘사할 수 있다. 작은 격자로의 보간은 DEM 정보 자

체의 품질을 향상시키지 않으나 큰 격자 사이의 단차

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홍수범람지도 산

정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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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an stream basin where the modified DEM was verified to demonstrate the enhancement for mapping flood 
inundation.

4. 중소하천 DEM 개선 사례

중소하천 주변 지형(DEM)의 정확도는 홍수범람구

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추가 측량성과

를 사용하고, 상세화 격자로 재보간 과정을 거쳐 도출

된 DEM이 일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상도가 낮은 

DEM에 비해 홍수범람이 발생할 수 있는 하도 주변을 

적절히 표출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중소하천이 포함된 대상유역으로 제주시 도심을 

통과하는 한천 유역 중 하류부를 선택하여 DEM을 개

선시켰고 기존 DEM에 비해 하천 주변 지형의 개선 

여부를 평가하였다. Fig. 6은 한천 유역을 나타내는 데 

한천은 한라산 EL.1,950 m 고지에서 발원하여 제주

시 용담동 해안으로 유출하며 유역의 면적은 37.39 
km2 이며 유하거리는 11.5 km이다. 장축인 동서 방향

은 매우 완만한 사면으로 3~5°의 경사를 이루며 단축

인 남북방향은 5~7°의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

의 제방은 대부분 자연제방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

나 하류의 주거지와 인접된 구간에서는 옹벽의 형태

가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Lee, 2012). 
본 연구에서는 하천기본계획 등 추가적인 측량 자

료들을 이용하여(Fig. 4 참조) 측량점과 등고선 및 하

천 횡단의 좌표들을 기존 30 m DEM과 결합하여 보

간하였다. 보간 시, 공간해상도는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Fig. 7b와 같이 제내지와 제

외지의 DEM 정밀도를 0.1 m까지 상세화 하고자 하

였다. 상세화된 DEM은 하도 형상과 주변 형상이 추

가적인 측량성과가 반영되어 상세화되기 전 DEM에 

비해 지형의 형상을 적절히 묘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비해, Fig. 7a는 30 m 공간해상도로 제공되는 

DEM으로 중소하천과 같이 좁은 영역의 경우 격자가 

매우 크게 나타나 홍수범람지도 작성 결과가 적절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범람은 하도 주변에 주로 발생하므로 상세화

된 DEM의 성과가 하도 주변을 물리적으로 적절히 묘

사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Fig. 8은 상세화되기 

전·후의 DEM을 바탕으로 하도 주변 지형의 형상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하도 중 임의의 단면 A-A, 
B-B, C-C를 그림과 같이 선택하여 횡단면도를 상세

화 전, 후 DEM을 활용하여 각각 도시하였다. 그 결과, 
공간해상도가 낮은 DEM의 경우, 횡단면도가 하도 주

변의 지형을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평평한 형상

을 보여 약간의 범람에도 전 구역이 범람되는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수준의 홍수범람지도 

불확도를 내포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0 
×30 m DEM은 전반적으로 하도가 나타나지 않은 평

탄한 지형으로 모사하기 때문에 실제 하도 좌우 지형

의 전반적인 높이가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개선된 단면은 하천 형상을 구현하

며 하도 좌우 표고의 변화를 실측값과 비교했을 때 적

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5. 중소하천 홍수범람지도 개선 사례

DEM의 정확도는 홍수 범람 지역을 표출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et al., 2012). 중소하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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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Comparison of DEMs before and after modification in the downstream area of Han stream watershed: a) 30×30 m 

pixel size of original DEM before modification; b) 0.1×0.1 m pixel size of modified DEM.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하천에 비해 범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형의 정밀도에 따라 범람 구역이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된 DEM을 이

용한 중소하천의 홍수범람지도 작성의 적용성을 검토

하기 위해 실제 침수흔적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정한 제주 한천 유역에서의 대표적인 

홍수범람은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해 발생하였다. 특
히, 태풍 나리 내습 시 제주시에 위치한 한천 하류에 

발생한 범람은 많은 침수피해를 발생시켰다(Fig. 9a). 
Fig. 9b는 태풍 나리 시 기록된 침수흔적도이다. 홍수

범람지도 작성을 위한 홍수위 모의를 위해 HEC-RAS 
모형을 적용하였고, 모의 구역은 홍수피해가 집중적

으로 발생한 한천 하류로 국한하였으며(Fig. 6), 홍수

량은 태풍 나리 시 실제 관측된 첨두홍수량인 566 
m3/s를 활용하였다.  

Fig. 10은 Fig. 9c에서 제시된 HEC-RAS 모의결과

를 기반으로 보정 전, 후의 DEM을 각각 사용하여 홍

수범람지도를 작성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10a와 같

이 추가 측량점으로 보정되지 못한 30×30 m DEM을 

사용하여 홍수범람지도를 작성한 결과는 한천과 같은 

중소하천 구역에서는 실제 홍수범람 양상을 적절히 

모의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0b와 같이, 하
천기본계획의 추가 측량점으로 보정하였으나 보간 시 

30 m의 격자크기를 유지할 경우, Fig. 10a에 비해 범

람 구역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Fig. 2와 Fig. 5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중소하천 유역의 상세한 지형이 평균

되어 홍수범람지도 작성에 오차를 수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Fig. 10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가 측량자료를 기반으로 0.1 m까지 조밀하게 보간

된 DEM을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태풍 나리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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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A section

  

c) B-B section

d) C-C section

Fig. 8. Profile comparison at 3 different sections, which were originated from DEMs before and after modification. 



 김태은 서강현 김동수 김서준

a) b)

c)

Fig. 9. Flood history map in Han stream basin during typhoon Nari, 2007: a) a field snapshot for inundated stream during 
flood event; b) flood history map driven by typhoon Nari; c) simulated longitudinal water surface profile using 
HEC-RAS.

흔적도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중소하천 유역의 홍수범람지도 작성 시 기

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30×30 m 격자인 DEM은 홍

수가 발생하는 하천주변의 지형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해 상당한 오차를 발생시켜 중소하천 홍수범람지도 

작성에 적절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추가 측

량점을 사용하여 하천주변의 지형을 반영하였다고 해

도 공간보간 시 격자의 크기를 30 m로 유지했을 경우 

홍수범람지도 작성에 오차가 수반됨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중소하천 홍수범람지도 작성 시 하천기

본계획 등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 측량점을 활용하여 

DEM을 개선하고 공간보간 시 격자의 크기를 중소하

천의 규모를 반영하여 가능하면 작게 산정하는 것이 

홍수범람지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을 통해 분석된 결과는 중소하천의 홍수범

람지도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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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0. Flood inundation maps for different DEM in Han stream watershed, which were compared with flood history map 
during Typhoon Nari: a) 30 m spatial resolution of coarse DEM without modification; b) 30 m spatial resolution of 
coarse DEM with modification; c) 0.1 m spatial resolution of detailed DEM with modification.

중소하천의 홍수범람지도 작성 시 정밀한 DEM 확보

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검증되지 않고 범위가 매

우 넓은 국가하천에 적용되고 있는 저해상도의 DEM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소하

천 부근은 저해상도 DEM의 격자의 크기 ( 예 : 30 m )
에 비해 매우 협소하고 대다수 하천단면에 대한 정보

를 누락하거나 정밀하게 포함하지 않아 홍수범람지도 

작성 시 상당한 오차를 수반할 수 있다. 둘째, 하천기

본계획 등으로 하천단면과 주변의 측량성과가 이미 

존재하는 바 기존 저해상도 DEM을 개선할 여지가 있

다. 셋째, GIS를 통해 추가 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저해상도 DEM을 개선하기 위해 공간보간 할 경우, 
DEM을 고해상도 (예 : 0.1 m)로 보간하여 협소한 하

천 주변의 지형이 Fig.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점차적으

로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고해상도로 DEM을 개선할 경우, 중소하

천의 경우에도 홍수범람지도를 오차를 상당부분 저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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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결과는 기존 침수흔적도와 비교해 보았

을 때 중소하천 홍수범람지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30 
m DEM은 최근 LiDAR 측량 기법 등을 활용해 전 국

가적으로 DEM의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개선될 수 있으므로 30 m 격자크기는 저해상도 

DEM을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 경우 홍수범

람지도의 정확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을 가

능성이 있다. 둘째, 역거리가중법을 통한 공간보간은 

본 논문에서 신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GIS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 강조

하는 점은 일반적인 역거리가중법을 사용하더라도 중

소하천용 홍수범람지도 작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작은 

격자크기로 보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실제 사

례를 통해 제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0.1 m 격자 크

기는 매우 상세한 DEM을 대표하는 값으로 반드시 

0.1 m일 필요는 없고 유역의 지형 특정에 맞춰 변경할 

수 있다. 셋째, 제주 한천 유역의 사례를 볼 때 수정 후 

상세화된 DEM을 사용한 홍수범람지도가 실제 범람

구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실제 침수흔적도는 하천범람 뿐만 아니라 도심

지 우수관의 배수계통 문제와 상류로부터 내려온 잡

목 등에 의해 발생 문제로 인한 침수발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의를 통한 실제 범람구역과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소하천 유역의 특성이 상이한 지

역이 많으므로 반드시 개선된다고 보기에는 힘들 수 

있으므로 추후 보다 많은 사례 분석을 통한 검증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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