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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천해파 예측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방파제 기대피해도 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극치분포를 따르는 심해파

고를 이용하여 방파제 위치에서의 유의파고를 얻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였다. 조위와 심해파를 입력받은 인공

신경망이 천해유의파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시켰으며 파랑변형 해석에 사용되는 수치모델(SWAN)의 예측결과와

대등한 성능을 보였다. 천해파 예측 인공신경망을 이용함으로써 다수의 천해파를 매우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

었으며 결과적으로 기대피해도 해석에 사용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또한, 파고예측 시 방파제 위치에서의 조

위 변동성에 따른 기대피해도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조위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대피해도를 과다 또는 과소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방파제, 기대피해도, 신뢰성, 인공신경망, 조위, 파랑변형

Abstract : An approach to calculating expected damage of breakwater assisted by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developed. Wave height in front of a breakwater was predicted by a trained artificial neural network with inputs of

wave height in deep ocean and tidal level. Prediction results by the neural network can be comparable to that by

professional numerical model for wave transformation. Using the wave prediction neural network, it was very easy

and fast to obtain a number of significant waves at breakwater and finally analysis time for expected damage can be

shortened. In addition, the effect of considering tidal level in the calculation of expected damage was revealed by

comparing the expected damages with and without tidal variation. Therefore, it was pointed out that tidal vari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prediction accuracy. 

Keywords : breakwater, expected damage, reliability, neural network, tide, wave transformation

1. 서 론

경사식방파제의 성능평가 지표로 기대피해도가 이용되고 있

다. 기대피해도는 파고의 불확실성과 방파제의 물리적 불확

실성을 모두 고려하여 내용년한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방파

제의 수리적 이탈파괴에 의한 피해도의 기댓값을 신뢰성해석

기법에 의해 정량화한 것이다. 년간 유의파에 의하여 발생하

는 피해도를 누적시켜 총 생애주기 동안의 기댓값을 구하는

것이다(Hanzawa 등, 1996). 기대피해도는 피복블럭의 단순한

파괴여부만을 판단하는 기존방법과 달리 피해의 규모를 예측

할 수 있어 성능설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 후 파향의

변동성이 기대피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Suh 등, 2002; 서경덕 등, 2003)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다

양한 연구(이철응, 2000)가 진행된 바 있다. 기대피해도는 단

순히 피복석의 피해가 허용치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

지 않고 정량적으로 피해를 예측하기 때문에 경제성분석을 통

한 최적화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파고의 불확실성에 의한 피해도 예측을 위해서 확률분포 함

수로 정의된 심해파고를 이용한다. 심해파는 해당 해역의 수

심, 경계조건 등의 영향에 의해 방파제 위치까지 변형하며 방

파제에 피해를 유발한다. 피해도 계산은 이와 같이 심해에서

정의된 확률파를 천해로 전파시키는 과정을 수반하게 되며 그

기댓값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전파된 천해파고를 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랑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실로 적지 않

아 대부분 천해에서 새롭게 파고의 확률분포를 구한 후 피해

를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천해에서 파고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면 조위의 고저에 의한 파랑변형에 미치는 효

과가 고려되지 못하는 단점을 갖게 된다. 조위를 고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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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서경덕 등(2003)은 기대피해도계산과 파랑변형이 하나

의 프레임 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수치모델을 개발한 바 있

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정 수치모델을 이용해야 하는 단점

을 가지고 있어 일반설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범용

수치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해졌다. 따라

서, 범용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기대피해도를 산정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천해파 예측과정에 인공신경망을 적용하였다. 인

공신경망은 학습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매우 정확하고 신속

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해안공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응용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조위(Lee 등, 2002),

파고(Deo 등, 2001; Agrawal, 2002), 처오름(Medina, 2000)

등의 문제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방파제에 관

하여는 수리학적 안정성 및 파괴 예측에도 사용된 바 있다

(Kim 등, 2005; Yacgi 등, 2005).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을 통해 심해파와 천해파 사이의

파랑변형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예측된 방파제 전

면파에 의한 경사제 피복석의 기대피해도를 산정하였다. 제

안 방법은 천해파 예측의 정밀도를 확보하면서도 예측시간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기대피해도 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

한, 파고 예측 시 조위변동성의 영향을 고려하므로 보다 현

실적인 피해도 예측이 가능하였다. 수치해석에서 조위변동성

에 따른 기대피해도를 비교함으로써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

시하였다. 

2.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은 생물체의 학습 기능을 수학적 모델로 구현한

것으로 명시적 관계식 없이도 특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두

가지 자료 즉, 입력과 출력 자료 사이의 묵시적 관계성을 학

습한 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공학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Fig. 1과 같

이 입력자료를 받는 입력층(input layer), 결과를 제공하는 출

력층(output layer) 그리고 두 층 사이를 연결하는 한 개 이

상의 은닉층(hidden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에는 자

료를 처리하는 단위인 여러 개의 노드(node)가 있으며 한 층

의 노드에서 다른 층의 노드로 자료가 전달되면서 가중치

(weight)가 곱해지며 이 가중치는 학습을 통해 스스로 최적

의 값을 갖게 된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 꾸준한 연

습을 통해 뇌와 근육에서 익히게 되는 감감이 인공신경망에

서는 가중치로 구현되는 것이다. 

Fig. 1과 같이 각 층의 노드수가 L, M, N이고 입력층에서

Ii(i = 1,2,...,L)의 값을 가질 때 은닉층에서의 출력값은 식 (1)

과 같이 표현한다.

(1)

식 (1)에서 f(·)은 은닉층의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를

나타내고 netj는 은닉층의 j번째 노드에서의 입력값으로 식 (2)

로 표현된다.

 (2)

식 (2)에서 Wji은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를 나타내고

bj은 은닉층의 편차(bias) 값을 의미한다. 식 (1)과 식 (2)의

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출력층의 값은 식 (3)으로 표현한다.

 (3)

식 (3)에서 출력층의 번째 입력값은 식 (4)와 같이 표현한다.

 (4)

여기서 Wkj는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를 의미하며 bk

는 출력층의 편차이다. 인공신경망이 원하는 예측 기능을 온

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learning or training)의 과

정이 필요하다. 학습의 궁극적 목적은 특정 패턴 τ에 대하

여 목표값(Tk
τ

)과 인공신경망의 실제 출력값(Ok
τ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오차함수를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찾는 것이

다. 식에서 는 학습에 사용하는 모든 패턴의 수이다. 

 

 (5)

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대피해도

3.1 심해파고

방파제 피복석의 피해는 설계파에 상응하는 큰 파랑에 의

해 발생되기 때문에 년최대심해파고를 계산에 고려한다. 일

반적으로 심해파고는 관측에 의한 극치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극치파고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해양연구원에

서는 국내연안의 심해파고를 극치분포형태로 제공하여 방파

제 설계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2005, 한국해양연구원). 심

해파 극치분포의 누적확률분포함수는 다음과 같은 Weibull 분

포함수로 정의하였다.

(6)

Hj f netj( )  j 1 2 … M, , ,=( )=

netj WjiIi bj+
i 1=

L

∑=

Ok f netk( )  j 1 2 … M, , ,=( )=

netk WkjHj bk+
j 1=

M

∑=

E Tk

τ

Ok

τ

–( )
2

k 1=

N

∑
τ 1=

P

∑=

F x( ) 1 exp
x C–

B
-----------

⎩ ⎭
⎨ ⎬
⎧ ⎫

k

––=
Fig. 1. A typical layout of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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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는 년최대 유의파고를 의미하며 B, C, k는 각각 척

도, 위치, 형상 모수를 나타낸다.

 

3.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유의파 예측

방파제 위치에서의 유의파고는 심해파의 파고, 주기, 천해

역의 수심, 조위, 반사파, 경계조건 등 다양한 인자들의 영향

을 받는다. 그러나,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

리가 이용 가능한 최소의 자료만을 가지고 천해파를 예측하

는 것이 효율적이다. 학습자료로 이용할 최소의 물리량이 선

정이 되었다면 학습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심해의 파고를 이

용하여 해당 해역에서 수치모델을 이용한 파랑변형 해석을 수

행한다. 파랑변형 해석은 격자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서 상당

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대피해도 해석에 사용되는

모든 파랑변형을 수치모델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켜 천해파를 예측한다면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파랑변형 해석만이 필요

하므로 효율적 해석이 가능하다. 인공신경망은 비록 학습자

료가 제공된 국소 위치에서만 예측성능을 발휘하므로 다른 해

역에서는 또 다른 학습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학습

이 수행된 후에는 다른 해역조건(심해파고 및 조위)이 주어

져도 매우 신속하게 천해파고 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기대

피해도와 같이 다량의 파고를 예측해야 하는 공학적 문제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공신경망으로 예측된 천해파의 통계적인 변동성을 고려

하기 위하여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변동성을 부여한다.

 (7)

(8)

여기서, H1/3은 방파제에 전달되는 유의파고이며 H1/3e는 인

공신경망에 의해 예측한 유의파고, αH1/3
와 γH1/3

는 유의파고

의 편의와 편차계수를 나타낸다(서경덕 등, 2003).

3.3 기대피해도

Fig. 2는 인공신경망으로 천해파를 예측하여 방파제의 기

대피해도를 계산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심해파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개별 심해파고를 추산한 후 인공신경망을 이

용하여 천해파를 생성한다. 유의파고 생성 시 확률분포에 따

른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해 유의파고의 편의(αH1/3
)와 변동계

수(γH1/3
)를 부여한다. 피복석에 대해서도 편의와 변동계수를

부여한다. 생성된 유의파고를 임계파고와 비교하여 피해도를

계산하면 1년 동안 방파제의 피해도를 알 수 있으며 50회 누

적시키면 50년간의 피해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피해도가 특정 값으로 수렴하게 되며 최종적

으로 기대피해도를 얻게 된다. 

피해도를 계산하기 위해 van der Meer(1988)의 안정공식을

변형하면 식 (9)와 같이표현할 수 있다.

(9)

여기서 ∆는 Sγ-1, Dn는 공칭평균지름, N0는 van der Meer(1988)

에 의해 정의된 피해율의 하나로 방파제 법선방향의 폭 Dn의

범위 내에서 이동한 블록의 개수, N은 작용하는 파의 수, L0

는 파장을 나타낸다.

소파블록의 피해는 임계파고(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파

고)보다 파고가 큰 폭풍파 조건 하에서만 방파제의 수명 동

안 누가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우선 i번째 해에 작용하는

파고를 H1/3(i), (i-1)번째 해까지 발생한 총 피해를 N0(i-1)로

두고 이들을 van der Meer(1988)의 안정 공식에 대입하여

(i-1)번째 해까지 방파제에 작용한 파의 총 수(N')를 구한다.

즉, 식 (10)을 이용하여 구한다.

(10)

 

H1 3⁄ 1 αH
1 3⁄

+( )H1 3e⁄=

σH
1 3⁄

γH
1 3⁄

H1 3e⁄=

N0

1

3.75
----------

H1 3⁄

Dn∆
----------

H1 3⁄

L0

----------⎝ ⎠
⎛ ⎞

0.2

0.85–
⎩ ⎭
⎨ ⎬
⎧ ⎫

N
0.5

=

N′
N0

2

1

3.75
----------

H1 3⁄

Dn∆
----------

H1 3⁄

L0

----------⎝ ⎠
⎛ ⎞

0.2

0.85–
⎩ ⎭
⎨ ⎬
⎧ ⎫

---------------------------------------------------------------------=

Fig. 2. Flowchart of Expected de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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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기에 번째 해의 파의 수, N(i)를 더한 파의 수,

N = N'+N(i)와 H1/3(i)를 식 (9)에 대입하여 번째 해까지 발

생한 총 피해, N0(i)를 구한다.

이제 (i-1)번째 해와 i번째 해 사이의 피해 증가는 ∆N0=

N0(i) - N0(i-1)로 계산된다. 소파블록의 피해에 대한 불확실성

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Hanzawa 등(1996)이 제시한 피해 증

가의 통계적인 편차에 대한 식 (11)을 사용한다. 

(11)

이렇게 통계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한 피해 증가를 에 더하여

i번째 해까지의 최종적인 피해, 를 구한다. 이와 같은 과정

을 방파제의 수명 동안 반복 적용하여 방파제 수명 동안의

총 피해를 계산한다. 

4. 수치해석

4.1 인공신경망 학습

인공신경망의 학습자료를 산정하기 위해 부산 신항 동방파

제에서 28.2 km 떨어진 심해에서의 파고와 방파제 위치에서

의 조위를 이용하여 해양수치모델 프로그램(SWAN)으로 천

해파고를 추정하였다. Fig. 3은 동방파제 주변 해역의 수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주파향은 SSE로서 50년빈도 심해설계파는

12.47 m이고 주기는 15.54 sec이다. 기대피해도 산정시 발생

가능한 심해파에 대하여 인공신경망 학습자료를 만들기 위해

서 심해파의 크기를 최저 8.0 m, 최고 20 m로 설정하여 극단

적으로 높은 파고에 대해서도 인공신경망이 학습하도록 하였

으며 조위를 평균수면을 기준으로 ±0.9 m로 설정하여 고조위

및 저조위 시에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심해설계파의

유의주기는 Goda(2003)가 제안한 유의파와 유의주기의 관계

인 다음 식을 이용하였다. 다만 해역 조건에 따라 이를 따르

지 않는 곳에서는 해당위치에서의 유의주기-파고 관계를 구

하여 적용해야 한다.

(12)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Fig. 4와 같이 두 개의 입력노드와 한

개의 출력노드를 가지며 은닉층은 3개의 노드를 이용하였다. 입

력자료 중 한개는 극치분포로 생성한 심해파고이며 다른 하

나는 방파제 전면에서의 조위이다. 조위는 평균해수면을 기

준점(0.0)으로 하였다. 인공신경망 출력값은 방파제 위치에서

의 유의파고이다. 은닉층의 개수와 은닉층의 노두 개수 등 인

공신경망의 구조는 학습자료의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느 특정 학습자료에 맞게 최적화 된 것을 다른 문제에도 일

반화시킬 수 없으며 다만 학습 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최적

의 구조를 찾아야 한다.

Fig. 4의 인공신경망은 단지 매우 제약된 자료만을 가지고

유의파를 예측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예측을 위해서는 파

향, 풍향, 풍속 등의 자료를 동시에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1은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 SWAN 입력으로

사용한 조위, 심해파고 조건과 그에 따른 천해파 결과이다. 인

공신경망으로 천해파를 산정할 때 조위와 심해파 이외에도 파

향, 풍속, 풍향 등의 다양한 조건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료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파향은 일정하

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학습자료는 예측시 사용하는 자료의

범위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학습자료의 범

위를 벗어난 것을 예측한다면 그 예측한 값은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다. 한편, Fig. 5는 오차 목표치인

1.0×10
-4

 이하까지 수렴한 인공신경망으로 예측한 천해파고

와 그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예측의 최대오차는 0.5%이었다.

4.2 인공신경망의 검증

인공신경망으로 예측한 천해파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

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WAN 모델로 예측한 천해파

고를 기준값으로 설정하여 인공신경망 은닉층을 3개로 해서

학습한 결과와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2차, 3차 회귀식의 계산

값과 비교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2차, 3차 회귀식은 식 (12)

와 식 (13)으로 심해파고(X1)와 조위(X2)를 변수로 하여 정의

σ∆N
0

0.36∆N0

0.5
=

T1 3⁄ 3.3H1 3⁄

0.63
=

Fig. 3. Water depth around Busan Newport East Breakwater.

Fig. 4. Wave predition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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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2)

      (13)

여기서, C1~C10은 회귀분석계수이다. Table 2는 인공신경망

과 회귀식의 각 방법에서 사용한 총 미지수 개수와 최종오

차를 비교하고 있다. 인공신경망은 더 적은 미지수를 이용

하고도 가장 오차가 적은 예측방법임을 알 수 있다.

피해도 산정에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

증하기 위하여 인공신경망으로 예측한 49개의 천해파고와 해

양수치모델(SWAN)로 계산한 49개의 천해파고를 이용하여 각

각의 파고에 대한 피해도를 산출하고 100.0 ton의 피복석이

개별 파고에 의해 발생한 피해도를 Fig. 6에 비교하였다. 산

출된 피해도의 최대오차는 3%로써 인공신경망을 피해도 산

정에 사용하는 것이 공학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능함을 보

였다.

4.3 기대피해도의 추정

학습완료된 천해파 추정 인공신경망을 Fig. 2의 해석순서

도와 같이 사용하여 기대피해도를 산정하였다. 사용한 심해

파의 확률분포는 Weibull 극치분포 함수로 척도모수(B), 위치

모수(C), 형상모수(k)는 각각 1.8009, 2.0385, 0.7766이며 전

면조위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해수면 기준의 평균이 0, 표

준편차가 0.2이었다. 유의파고의 편의 및 편차는 각각 -0.06

과 0.09를 적용하였고 피복석은 평균 100.0 ton에 편의 및 편

차를 각각 0.0과 0.05로 설정하였다.

y2nd C1 C2X1 C3X2 C4X1X2 C5X1

2
C6X2

2
+ + + + +=

y3rd C1 C2X1 C3X2 C4X1X2 C5X1

2
C6X2

2
+ + + + +=

 C7X1

2
X2 C8X1X2

2
C9X1

3
C10X2

3
+ + + +

Table 1. Training data of neural network

심해파고
조 위

-0.9 m -0.6 m -0.3 m M.S.L 0.3 m 0.6 m 0.9 m

8 m 4.62 m 4.71 m 4.76 m 4.88 m 4.92 m 4.96 m 5.00 m

10 m 4.93 m 5.04 m 5.13 m 5.22 m 5.34 m 5.43 m 5.53 m

12 m 5.09 m 5.20 m 5.31 m 5.41 m 5.53 m 5.64 m 5.75 m

14 m 5.15 m 5.26 m 5.37 m 5.47 m 5.58 m 5.70 m 5.81 m

16 m 5.15 m 5.27 m 5.38 m 5.49 m 5.60 m 5.72 m 5.84 m

18 m 5.12 m 5.24 m 5.35 m 5.46 m 5.58 m 5.69 m 5.80 m

20 m 5.07 m 5.19 m 5.30 m 5.42 m 5.54 m 5.65 m 5.77 m

Fig. 5. Estimated wave error by neural network.

Table 2. Error of regression model and neural network

method rms error unknown

2nd order regression 0.1209 6개

3rd order regression 0.0154 10개

neural network 0.0049 9개

Fig. 6. Comparison of expected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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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방파제 전면 유의파를 예

측한 후 기대피해도를 계산한 사례이다. 4000회 이상에서 피

해도가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기대피해도는 0.002

로 나타났다.

인공신경망으로 천해파를 예측함에 있어 장점 중 하나는 해

석에 소요되는 총 시간이다. Table 3에 1개의 심해파로 1개

의 천해파를 추정하는데 있어 각각 인공신경망과 SWAN 모

델을 이용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였다. 해석에 사용

한 컴퓨터는 intel Core 2 Duo(2.86 GHz)모델이다. 인공신경

망은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간단한 산술적 계산을 통하여 출

력값(유의파고)을 예측하므로 피해도 예측도 신속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피해도는 50년간 피해도 예측을 수

천회 이상 반복계산해야 하므로 이러한 효율성은 더욱 극대

화 된다.

방파제 위치에서의 유의파 극치분포를 사용하는 기대피해

도 산정방법은 조위변동에 따른 파고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

하므로 기대피해도 결과에 오차가 포함될 수 있다. Fig. 8은

인공신경망의 두 번째 입력값에 조위의 변동치가 아닌 고정

치를 넣은 후 기대피해도를 산정한 결과이다. 조위값을 -1.0 m

에서 1.0 m까지 변화시킨 결과 조위가 증가할수록 피해도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Table 1에서 보듯이 조위 증가시 파고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결과는 조위 고정값을 너무 크

거나 작게 적용하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

(WL as normal variate)보다 기대피해도를 과대 또는 과소평

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대피해도 산정시에는 조위

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경사식 방파제의 기대

피해도 산정방법을 제안하였다. SWAN 모델을 이용하여 계

산한 49개의 심해파고 및 천해파고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켰으며 기대피해도 산정과정에서 필요한 다량의 천해

파는 학습한 인공신경망으로 예측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해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 또한, 예측한 천해파

는 전면조위의 변동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면조위를

고정시킨 후 계산한 기대피해도에 비해서 매우 높은 정확성

을 가진다. 또한, 제안방법은 심해파와 천해파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치모델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기술자들이 쉽게 기대피해도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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