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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위성으로부터 유도된 위성강우자료와 글로벌 지형자료를 활용하여 대표적인 비접근 

지역인 북한지역의 청천강 상류에 위치한 동신군 지역을 대상으로 홍수량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북한지역 홍수량 추정을 위한 모형은 IFAS를 이용하였고, 검증이 가능한 국내의 갑천

유역에 대하여 모형에 대한 매개변수를 보정하였다.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낙동강의 병성천 유역

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위성강우를 이용한 분석에서 지상계측 자료를 이용하여 

위성강우자료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위성강우를 이용한 유출분석에서는 첨두유출량이 CMORPH가 

4,885.8㎥/s, GSMaP_NRT가 5,717.5㎥/s의 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더 많은 

강우사상을 적용 및 검증을 통해 미계측/비접근 지역에 대한 수문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어 : CMORPH, GSMaP, IFAS, Global Map, 북한, 홍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flood flow of inaccessible regions using 

satellite-derived rainfall and global geographic data. This study focuses on Dongsingun, 

an area located upstream of the Cheongcheon River in North Korea. The IFAS model was 

used to estimate flood flow. The model was calibrated in the Gap Stream watershed in 

South Korea and verified for the Byeongsung Stream watershed in the Nakdong River 

basin. Satellite-derived rainfalls for North Korea was revised using ground gauge data. 

Analysis results using CMORPH and GSMaP_NRT showed 4,886㎥/s and 5,718㎥/s 

respectively. In future studies, hydrological analysis in unmeasured and inaccessible 

regions will be carried out by applying more rainfal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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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의 수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

하는 일은 수자원분야 전문가들의 공통 관심사 

중 하나이다(Ahn and Youn, 2010). 북한 수

자원 및 용수수급 등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전에는 공유하천에서의 홍수발생에 대한 연

구(Woo et al., 1996; Lee, 1999)와 금강산

댐 건설의 영향(Sonu, 1986) 등에 대한 연구

가 주를 이루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4년 임진강 남북 공동 

현지 조사 등 수해방지 대책 수립에 합의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어 오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되

면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현재는 북한기상 및 수자원 관련 자

료들은 대부분 국제기구 또는 북한의 언론보도

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간접

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독일의 환

경단체인 저먼워처(Germanwatch)에 따르면 

2013년도 글로벌 기후 리스크 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 2013)는 태풍, 홍수, 폭

염 등 기후 관련 사고가 각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2011년 및 1992년에서 2011년까

지의 최근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에서 2012년

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 중 북한이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59위를 차지하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Harmeling and Eckstein, 

2012).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는“2005년 

이후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약 

542만명에 영향을 미쳐 1,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 연구소의 

2012년 재난 통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0만명당 0.6명

으로 인구대비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국가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2013년 

7월 12일과 17일의 두 차례 홍수로 7명이 사

망 실종되었으며, 2012년 8월 황해도 지역 홍

수로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홍수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수문학적 규모 등 정보획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

로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정보와 글로벌 지형정

보를 이용하면 개략적으로나마 북한의 수자원 

또는 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위성영상으로부터 유도된 강수자료의 정확도 

평가에 관한 연구는 해외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

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Citarum 유역(2,310㎢)

에 대한 적용에서 지상관측자료와 CMORPH자

료의 비교에서 시간강우자료 및 일일 강우자료 

비교연구에서는 각각 =0.89와 =0.84~ 

0.93로 매우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Apip et al., 2010),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유역의 일일강수자료는 =0.1, Iguacu유역의 

년강수자료 비교에서 =0.72(Pereira et al., 
2010), 그리고 아프리카 나일강의 Gilgel 

Abbay유역의 시간강수자료의 상관계수는 0.27

이하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Alemseged, et al., 2013) 대륙별 및 연

구자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로 위성강우자료의 정확도 평가에 관한 연

구에서 AWS 강우자료를 활용한 위성관측치의 

검증과 강우의 일변화 연구(Sohn, et al., 
2010)와 Kim et al.(2013b)이 CMORPH 위

성 강우자료의 정확도 평가에서 시간해상도 및 

공간 규모별에 따른 정확도를 평가한 바 있다. 

유출분석에서 위상강우자료를 이용한 연구로는 

Kim et al.(2013a)이 충주댐 유역을 대상으로 

일단위 유출특성 모의결과 다중위성강우 중 

TMPA가 유출모의 활용성이 있음을 제시한 바 

있으며, Kim et al.(2014)이 금강유역의 갑천 

유역에 대한 홍수사상에 대한 유출모의를 수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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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성으로부터 유도된 위성강우자

료와 글로벌 지형자료를 활용하여 대표적인 비

접근 지역인 북한지역에 대하여 북한 조선중앙

통신이 보도한 2013년도 홍수사상을 대상으로 

청천강 상류에 위치한 동신군 지역의 홍수량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위성강우자료

위성자료를 이용한 강수량 추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적외선 영상

(IR)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간접적인 강수 

추정 방법으로 적외선 영상은 구름 상부의 열

적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정 온도(Cloud 

Top Temperature)나 구름의 형태 등을 강수

와 연관시키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국

내의 COMS(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위성의 산출 알고리

즘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파를 이용하

는 방법은 마이크로파(Microwave)가 강수층을 

통과하면서 강수 입자에 의해 산란되거나, 또는 

강수층에서 마이크로파가 방출되는 성질을 이

용한다. 적외선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직

접적이고 물리적인 강수 추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산출 알고리즘은 TRMM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의 

Microwave Imager(TMI) 등이 있다. 세 번째로 

적외기반 및 마이크로파 알고리즘을 합성한 위성

강우 추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표적인 위성강우

자료는 GSMaP(Global Satellite Mapping of 

Precipitation), CMORPH(CPC MORPHing 

technique), TRMM HQ/VAR(3B42) 등이 있다.

1. CMORPH

CMORPH란 NOAA CPC에서 개발한 것으로 

강수량 추정을 위하여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사

용되는 모핑(Morphing)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다. CMORPH는 저궤도 위성(약 850㎞)에서 

관측되는 마이크로파 관측 값과 정지 위성(약 

34,000㎞)에서 관측되는 IR 영상에서 유도되

는 이동장 정보를 이용하여 시․공간적으로 매우 

고해상도로 생산되는 전지구 강수량 관측 자료

라 할 수 있다. 

현재 DMSP(Defenc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 13, 14, & 15 위성의 SSM/I 

(Special Sensor Microwave Imager), 그리고 

NOAA-15, 16, 17& 18 위성의 AMSU-B 

(Advanced Microwave Sounding Unit), 

NASA Aqua 위성의 AMSR-E(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for EOS), 

TRMM spacecraft의 TMI에서 각각 제공되는 

마이크로파 관측 값을 이용하여 강수량을 추정

하고 있다. CMORPH의 지역적 제공범위는 

60°N-60°S이고 2002년 12월부터 제공되

고 있으며 30분 간격으로 전지구 강수량 추정 

값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재난감

시, 강수일변화 관측, 수치모형의 초기입력자료 

및 수치모형의 강수예측 검증 등에 활용되고 

있다.

2. GSMaP

GSMaP 프로젝트는 2002년 일본 과학기술

청(JST: the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GSMaP은 

신뢰성 있는 마이크로파 방사계 알고리즘

(microwave radiometer algorithms)을 개발

하여 위성에서 관측되는 마이크로파 방사계 자

료를 이용한 고해상도 전지구 강수지도를 생산

하고, 다가오는 GPM시대를 위하여 다중 위성

자료를 이용한 전지구 강수지도 개발 기술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있다(Ushio and Kachi, 

2010).

GSMaP_MVK 자료는 전지구를 대상으로 1

시간과 0.1°의 시공간해상도로 강우추정자료

를 생산하기 위해 Kalman filter 모형을 이용

하고 있다. 마이크로파 강수자료와 이동벡터장

을 계산하기 위해 연속적인 적외선 영상(IR)자

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적외선의 밝기온도와 지

표면 강수자료 사이의 관계를 Kalman filter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립하여 최종적인 강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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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파 강수자료에 이동벡터장(Motion 

Vector)만 적용한 자료를 GSMaP_MV라고 하

고, Kalman filter 모형의  forward 

propagation process만 적용한 준실시간 강수

자료는 GSMaP_MVK_RT라 한다. 최근에는 

JAXA EORC(Earth Observation Research 

Center)에서는 기존 GSMaP 표준시스템에 비

해 추가적인 보조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 후 4

시간 안에 1시간 강수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

는 개선된 GSMaP_NRT(Global Rainfall Map 

in Near Real Time)을 개발하였고, GSMaP 

_NRT(http://sharaku.eorc.jaxa.jp/GSMaP/ind

ex.htm)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

으며, 개발도상국에 저궤도/정지궤도 기상위성

으로부터 생성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감시 

자료 지원 및 무상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대상 유역

위성으로부터 유도된 강수자료와 광역 지형

자료를 이용한 미계측/비접근 지역의 적용을 위

해 북한의 2013년도 홍수사상에 대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2013년도 7월의 홍수에 대하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북한의) 기상수문국 통

보에 의하면 올해 장마 시작 이후 20일 동안 

평균 강우량의 2배 가까운 비가 내렸다며, 특히 

19일 오후 9시부터 21일 오후 3시 사이 자강

도 동신군에 413㎜, 송원군에 383㎜, 희천시에 

322㎜, 평안북도 태천군에 380㎜, 향산군에 

312㎜, 동창군에 304㎜의 폭우가 쏟아졌다”

고 보도하였다. 이들 지역은 그림 1과 같이 북

한의 중부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유출부하특성 분석

1. 모형 검정

북한의 청천강 상류 지역인 동진군 지역(유

역면적 약 1,114㎢)에 대한 유출분석을 수행하

기 위하여 우선 국내의 관측자료로부터 검증 

가능한 금강의 갑천유역을 대상으로 유출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 유역의 상류지역은 산림지역 

및 농경지 지역이고 중하류로 내려오면서 대규

모의 도시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FIGURE 1. Study area(upstream of the Cheongcheo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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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분석을 위한 강우량 자료는 NOAA의 

CMORPH, JAXA의 GSMaP_NRT의 위성으로

부터 유도된 강우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상계측 

자료는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

는 갑천유역의 회덕 유량관측소의 유출량 자료

와 인동, 신대, 방동, 유성, 회덕의 강우관측소

의 자료로 2012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IFAS의 지표면 유출 매개변수는 시행착오법

에 의해 조정하는 최종침투능(SKF), 최대저류

깊이(HFMXD), 조기 중간유출이 발생하는 곳

의 깊이(HFMND), 지하수 침투가 발생하는 깊

이(HFOD), 조기 중간유출 조절계수(FALFX) 

등이 있으며, 토지피복특성에 따른 표면조도계

수(SNF)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매개

변수 값은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보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위

성강우자료인 GSMaP_NRT와 그림 2와 같이 

적용하였다. 두 위성강우의 총강우량 및 최대강

우강도는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GSMaP_NRT 강우는 지상계측 강우

자료보다 과소하게 추정되었고, CMORPH는 과

다하게 추정되었다. 두 강우자료를 적용한 결과 

GSMaP_NRT 및 CMORPH의 첨두유출량은 각

각 110.2㎥/s, 741.1㎥/s로 나타났다. 위성강

우를 지상계측강우자료 총강우인 123.6mm로 

No SKF HFMXD HFMND HFOD SNF FALFX HIFD

1 0.0005 0.1 0.01 0.005 0.7 0.8 0

2 0.00002 0.05 0.01 0.005 2 0.6 0

3 0.00001 0.05 0.01 0.005 2 0.5 0

4 0.000001 0.001 0.0005 0.0001 0.1 0.9 0

5 0.00001 0.05 0.01 0.005 2 0.5 0

TABLE 1. Surface model parameters

FIGURE 2. Calibration of flow in Gap stream

Item
Total rainfall(㎜) Max rainfall(㎜/hr) Max rain Relative Err.(%)

Original Revison Original Revison Original Revison

Rain Gauge 123.6 40.1

GSMaP_NRT 78.0 123.6 20.7 32.8 48.4 18.3

CMORPH 199.3 123.6 47.6 29.5 18.8 26.4

TABLE 2. Revision of satellite-derived rainfall in the gap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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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위성강우자료를 그림 3과 같이 보정한 결과 

첨두유출량은 각각 357.4㎥/s, 490.1㎥/s로 나

타났고, 관측 첨두유출량 495.2㎥/s에 대한 상

대오차는 각각 1.0% 및 27.8%로 나타났다. 위

성강우의 수정 전 강우량 및 수정 후 강우량에 

대한 유출분석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갑천유역의 보정된 위성강우와 관측우량을 

이용한 모의 결과 CMORPH 보정강우 및 

GSMaP_NRT 보정 강우의 결정계수()는 각

각 0.895 및 0.90이었고, Nash-Sutcliffe의 효

율계수는 각각 0.899 및 0.785를 나타내었다.

2. 모형 검증

모형 검증을 위해 낙동강 유역의 병성천 유

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강우자료는 

낙동강 홍수통제소의 상주, 화서, 이안, 외서, 

FIGURE 4. Flow estimation using revised satellites rainfall in Gap stream

FIGURE 3. Revised satellites rainfall 

Item Total rainfall(㎜) Max rainfall(㎜/hr)
Relative error(%)

Total rainfall Max rainfall

Ground gauge 168.6 22.5

GSMaP_NRT 105.5 12.5 37.4 44.4

CMORPH 223.2 25.9 32.4 15.2

TABLE 3. Revision of satellite derived rainfall in Beongseong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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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강우관측소 자료와 병성수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였다. 강우 이벤트 기간은 2012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모의하였다. 

표 3과 같이 병성천 수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첨두유출량은 616.06㎥/s였고, 매개변수 보정

전 첨두유출량은 640.05㎥/s였고, 갑천유역에

서 보정한 매개변수를 이용한 첨두유출량은 

602.3㎥/s로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첨두유출량

에 대한 상대오차는 각각 3.89%, 2.23%로 분

석되었다(그림 5).

지상계측 총강우량 168.6㎜으로 위성으로부

터 유도된 강우량 자료를 그림 6과 같이 수정

하여 유출분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 7과 같은 

유출 결과를 얻었다. 

그림 7과 같이 수정된 위성강우량 자료를 이

용한 유출분석 결과 CMORPH 자료의 경우 수정 

전 및 수정 후의 첨두유출은 각각 764.6㎥/s, 

545.5㎥/s로 관측 첨두유출량과의 상대오차는 

24.1% 및 11.4%로 나타났다. GSMaP_NRT 

위성자료의 경우 수정 전 및 수정 후의 첨두유

출은 각각 319.0㎥/s, 588.7㎥/s로 관측 첨두

유출량과의 상대오차는 48.2% 및 4.4%로 나

타났다. 두 위성 강우자료 모두 수정 후 상대오

차가 11.4% 및 4.4%로 첨두유출량의 상대오

차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 Revised satellites rainfall data in Beongseong stream

FIGURE 5. Flow simulation in Beongseong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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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출분석

북한 기상수문국이 발표한 지역들에 대한 총

강우량 자료와 활용 가능한 위성강우자료인 

CMORPH 및 GSMaP_NRT자료를 통한 공간분

포 특성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위성으로부터 유도된 두 강우자료 모

두 자강도 동신군 지역이 많은 강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수문기상국에서 발표한 자강도 동신군 

지역의 2013년 7월 19일 오후 9시부터 21일 

오후 3시 사이 총강우량은 413㎜로 발표하였

으나 같은 시기의 위성강우 GSMaP_NRT는 누

가강우량이 180.2mm, 최대강우강도 9.04㎜/hr

를 나타내었으며, CMORPH의 누가강우량은 

360mm, 최대강우강도는 15.0㎜/hr를 나타내

었다.  

지점강우 vs. 위성강우 상대오차 56.4% 

(GSMaP_NRT), 12.8%(CMORPH)이고, 지점

강우와 위성강우의 비교에서 위성강우가 과소

평가되고 있다. 이는 Xie et al.(2011)의 연구

결과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는 과대산정되고 

중간 및 고위도 지역에서는 과소하게 산정된다

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9는 Aster GDEM자료를 이용하여 청

천강 유역의 하천망도를 추출하고 이를 Google 

FIGURE 7. Flow simulation using satellite derived revision rainfall in Beongseong stream

FIGURE 8. Accumulation rainfall data for satellite derived rainfal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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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와 중첩하여 정성적 정확도를 평가한 것

이다. 그림 9에서 보는바와 같이 Google Earth

에 나타난 하천지형과 Aster GDEM으로부터 

추출한 하천망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청천강 유역 상

류 지역인 동진군 지역에 대한 IFAS를 구동한 

것이다.

IFAS는 ICHARM(the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Hazard)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개

발도상국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수예

보를 위한 도구로서 전지구 위성 강우자료를 이

용한 간단한 홍수-유출해석 시스템이다. IFAS

의 유출 모의 엔진은 PWRI(Public Works 

Research Institute, Japan) 분포형 모형

(ver2)로 각 격자의 유출은 비선형 탱크 모형

에 의해 추정되며, 하도추적은 Kinematic 

wave방법을 이용한다(kim et al., 2014).

위성강우 및 글로벌 지형정보를 활용한 북한 

지역 유출분석 결과 CMORPH 위성강우자료를 이

용한 유출분석에서 첨두유출량은 약 2,333.7㎥/s

로 분석되었다. 이 때의 위성강우의 총강우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60㎜로 북한 기상수문

국이 발표한 413㎜보다 과소한 강우량이었다. 

두 위성강우자료를 지점관측 총강우량과 같게 

수정한 유출분석에서 CMORPH 및 GSMaP_ 

NRT의 첨두유출량은 각각 5,717.5㎥/s 및 

4,784.5㎥/s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3년 7

월 북한의 자강도 동신군 지역에서 발생한 홍

FIGURE 11. Estimation of stream flow

FIGURE 9. Study area and stream line FIGURE 10. IFA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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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의 첨두유출량은 최소 2,333㎥/s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며, 수정된 위성강우자료로부터 

분석한 4,785㎥/s에서 5,718㎥/s 정도의 홍수

량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11).

결  론

북한의 홍수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

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수문학적 규모 등 정보획득이 매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위성으

로부터 획득한 정보와 글로벌 지형정보를 이용

하면 개략적으로나마 북한의 수자원 또는 홍수

로 인한 재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성으로부터 유도된 위성강우자

료와 글로벌 지형자료를 활용하여 대표적인 비

접근 지역인 북한지역의 청천강 상류에 위치한 

동신군 지역을 대상으로 유출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유출 분석에서 검증이 가능한 국내의 갑천유역

에 대하여 모형에 대한 매개변수를 보정하였다. 

모형의 검증은 낙동강의 병성천 유역을 대상

으로 수행하였다. 홍수량 유출 분석을 위해 위

성강우자료를 지상계측 강우자료로 수정하였으

며, 수정 후 홍수유출량은 관측 첨두유출량에 

대한 상대오차가 CMORPH의 경우 24%에서 

11%로 감소하였고, GSMaP_NRT의 경우에도 

48%에서 4%로 상대오차가 감소하여 지상계측 

강우자료를 이용한 수정 위성강우자료의 정확

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위성강우를 이용한 분석결

과 CMORPH를 이용한 유출분석에서 첨두유출

량이 약 2,334㎥/sec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수정된 위성강우를 이용한 유출분석에

서는 첨두유출량이 CMORPH가 4,885.8㎥/s, 

GSMaP_NRT가 5,717.5㎥/s의 유출이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출분석의 상승시점의 최소유량을 기

저유량으로 가정하고 분석한 유출률 분석에서 

CMORPH는 0.835, GSMaP_NRT는 약 0.92

정도로 분석되었다. GSMaP_NRT 위성강우자

료의 경우 총강우는 CMORPH보다 작으나 시

간당 강우량이 매우 커 유출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관측자료가 부재한 미계측/비접근 

지역에 대한 홍수량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로 

강우-유출에 대한 수문자료뿐만 아니라 지형자

료의 부재에서도 광역의 위성강우 및 지형자료

를 활용하여 유출분석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더 많은 강우사상을 적용 및 검증을 통해 

미계측/비접근 지역에 대한 수문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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