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월파 현상은 주로 파고와 해안구조물 마루높이에 의해 좌

우되고, 파도의 불규칙성 때문에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

으며 내습하는 파도의 특성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다(Goda, 2010).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월파량(overtopping 

discharge)의 단위는 평균적인 개념으로 구조물 연장의 단위 

폭 및 단위 시간당 월파 수량 부피로 나타내며 m sm

로 표기한다. 월파량은 항만구조물 설계 시 주요한 설계 인

자로써 국내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설(해양수산부, 2017)

에서는 항만구조물의 마루높이 및 구조의 설계 시 월파 허

용량이 중요한 요소이며, 배후지역의 사용 용도에 따라 적

절히 선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구조

물 형식과 마루높이에 대하여 월파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배후지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

된 허용 월파량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설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2017)에서는 월

파량 산정을 위해 기존의 연구성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였지만, 이는 일본 항만설계기준 및 동해설(일본 국토교통

성, 2007)에 수록된 월파량 산정도표(Goda, 1975)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최신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Goda(1975)의 월파량 산정도표는 대상 구조물 형식과 

파랑 조건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수심이 대략 3.6 이

상에 대해서는 준 이론적 결과의 외삽(extrapolation)을 통하

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

다. 또한, 도표를 통해 월파량 값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는 월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CEM(USACE, 2006)의 경우 다양한 구조물 형식에 

대하여 Owen et al.(1982), Bradbury and Allsop(1988) 등의 연

구성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세계 각국의 실험

데이터들을 수집 및 분석하고 다국적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쳐오름과 월파량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인 EurOtop 

(Pullen et al., 2007)을 최초로 발행하여 많은 프로젝트에서 

설계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진행된 연구성과들을 반

영한 개정판 EurOtop(2016)과 EurOtop(2018)을 발간하였다. 

EurOtop(2018)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작성된 

매뉴얼로서 다양한 구조물 형상과 피복 재료에 따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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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rtificial Intelligence(AI) study was conducted to calculate overtopping discharges for various coastal structures. The Deep 

Neural Network(DNN), on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methods, was employed in the study. The neural network was trained, 

validated and tested using the EurOtop database containing the experimental data collected from all over the worl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deep neural network results, all data were non-dimensionalized and max-min normalized as a preprocessing process. 

 regularization was also introduced in the cost function to secure the convergence of iterative learning, and the cost function was 

optimized using RMSProp and Adam techniques. In order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DNN, additional calculations based o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and EurOtop’s overtopping formulas were done as well, using the data sets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e network train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 AI technique was relatively superior to 

the two other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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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17)에서 제시한 월파량 산

정도표는 다양한 해상조건을 갖는 우리나라의 해역특성과 

다양해진 항만구조물에 적용하기에 제한되는 사항이 많다. 

따라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출된 EurOtop(2018)과 같이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월파량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urOtop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세 가지 형식의 월파 제

어 구조물(Fig. 1)에 대한 월파량 산정 모델을 심층신경망

(DNN, Deep Neural Network) 기법을 적용하여 구축하였다. 

각 모델의 학습과 평가는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하여 수

행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수립된 최적의 심층신경망 모델을 

통해 다양한 구조물 형상과 외력조건에 대한 월파량을 산

정하였다. 심층신경망 모델의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

선형회귀 분석을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도출하였고, 

월파량 산출 결과를 비교하여 성능을 검토하고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흐름은 

Fig. 2와 같다.

2. 신경망 학습데이터

2.1 차원해석

월파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는 크게 구조적인 특성, 

파랑의 특성 및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조적인 

특성에는 대표적으로 천단고( ), 마루여유고( ), 구조물 

경사(cot), 피복재의 거칠기 계수( ) 등이 있고, 파랑 특성으

(a) rubble mound (b) slope (c) vertical wall

Fig. 1. Schematic diagram for each type of structure

Fig. 2.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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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파고( ), 파장( ) 그리고 자연적 특성으로는 수심( ), 

해저면경사( ) 및 중력( )이 있다. 이들 인자들의 물리적 의

미 파악과 무차원 관계식을 수립하기 위해 Buckingham’s  

이론(김경호, 2010)을 사용하여 차원해석(dimensional analysis)

을 수행하였고 결과를 Eq. (1)에 나타내었다.

 


 






 cot 








  (1)

Eq.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차원 월파량은 7개의 무차

원 변수의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상대

천단고, 는 상대 마루여유고, 은 파형경사, 는 

상대수심을 의미한다.

2.2 EurOtop 데이터베이스

초기 EurOtop 데이터베이스는 European research program

인 CLASH 데이터베이스(van der Meer et al., 2009)를 기반

으로 하였다. CLASH 데이터베이스(van der Meer et al., 

2009)는 전 세계 자료를 수집하여 약 10,000개의 데이터셋

을 구성하였다. 이후 CLASH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를 수정

하고, Bologna 대학에서 THESEUS 프로젝트(Zanuttigh et al., 

2014)의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약 

17,000개 이상의 데이터셋으로 확장하였으며, Formentin et 

al. (2017) 및 Zanuttigh et al. (2016) 등의 연구내용 또한 반

영되었다. EurOtop 데이터베이스는 총 42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3에 CLASH에 기반한 구조물 모식도

를 나타내었다. Zanuttigh and van der Meer (2008) 이래로 

EurOtop 데이터베이스를 구조물의 형상과 파랑조건에 따라 

Table 1과 같이 7개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형식을 경사식 소파호안(A+B+C), 경사호안(D), 직립호안

(F)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심층신경망 모델을 구축하고 학

습하였다.

2.3 학습데이터 전처리

월파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EurOtop 데이터베이스

가 42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하게 선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파라미터들을 Eq. (1)과 같이 선정하였기에 EurOtop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취사선택하여 사

용하였고, 심층신경망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선별하였다. 첫째로 월파량이 0인 데이터는 예측변수들과 

종속변수의 연속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회귀문제에서는 불

연속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삭제하였다. 두번째로는 동

일한 저자의 실험에서 이상치(outlier)로 보이는 값들은 주

관적인 판단하에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Berm의 영향은 

무시하였으며 기타 부적절한 데이터들을 삭제하였다. 상기

의 작업 후 데이터 개수는 경사식 소파호안 2,813개, 경사호

안 2,252개, 직립호안 2,039개로 감소하였다.

앞선 과정을 통해 선별한 데이터들을 Eq. (1)과 같이 무차

원 변수 형태로 변환하였다. 이때, 경사호안의 거칠기 계수

는 Fig.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3가지 값만 가지며 이러한 

데이터 분포를 갖는 변수는 회귀 문제에서 무의미하고 심

층신경망의 학습과정에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고 

신경망의 복잡도만 증가시킨다. 따라서 경사호안 심층신경

망 모델의 경우 Eq. (1)의 7가지 무차원 변수에서 거칠기 

계수를 제외한 함수 형태로 수정하였다. 직립호안 심층신

경망 모델의 경우 거칠기 계수와 구조물 경사는 적용되지 

Fig. 3. Schematization of the structure based on CLASH (EurOtop, 2018)

Label
Number of 

data
Criterion

A 3,272 straight permeable rock slopes

B 462 straight impermeable rock slopes

C 3,177 straight slopes with armour units

D 3,154 straight smooth slopes

E 2,449 structures with combined slopes and berms

F 3,492 vertical walls

G 1,936 oblique wave attack or 3D wave basin tests

Total 17,942

Table 1. Classification of EurOtop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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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Eq. (1)에서 두 변수를 제외하였다.

무차원 변수의 형태로 나타낸 데이터들을 정규화(normal-

ization)하기 위해 Eq. (2)에 나타낸 최소-최대 정규화 공식

을 사용하여 심층신경망 학습을 위한 최종적인 데이터 형

태로 가공하였다. 각 월파량 산정 모델에 사용되는 데이터

들은 랜덤하게 60:20:20 비율의 훈련데이터, 검증데이터, 테

스트데이터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경사식 소파호안과 직

립호안의 경우 월파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일부 데이터

로 인해 대부분의 월파량 학습데이터가 정규화 이후 0 근처

로 변환되기 때문에 월파량이 너무 큰 데이터들은 학습데

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제외한 데이터들은 테스트데이터에 

포함시켜 큰 월파량값에 대한 심층신경망의 예측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max min

min
(2)

3. 심층신경망 기반 월파량 추정

3.1 초기 심층신경망 구축

본 연구에서 심층신경망 학습은 R 프로그램의 ANN2 패

키지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ANN2 (Lammers, 2020) 패키

지는 은닉층의 개수 및 뉴런의 개수, 비용함수, 활성함수, 

최적화 기법, 학습률, 학습횟수, 정칙화 기법 등의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설정할 수 있다.

심층신경망 구축을 위해 Fig. 5와 같은 신경망 구조를 구

성하였다. 신경망에 기본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설정하

고 학습을 진행시켜 봄으로써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별로 

적합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하여 경사식 소파호안, 경

사호안, 직립호안 각각의 심층신경망 학습 모델을 구축하

였다. 경사식 소파호안의 학습 모델을 M1, 경사호안의 학습 

모델을 M2, 직립호안의 학습 모델을 M3라고 하였으며, 1차

적으로 선정한 초기 심층신경망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Table 

2와 같다. 학습 모델별로 활성함수의 종류, 학습률, 은닉층

의 개수, 은닉층 노드의 개수를 세 가지씩 조합하여 총 81개

의 조건에 대해 학습을 수행하였다. 학습 횟수(epoch)는 몇 

번의 시험 테스트 결과 오차의 수렴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

후 학습진행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1,000회

로 통일하였다.

학습 결과는 Eq. (3)에 나타낸 평균 로그 제곱근 오차(RMSLE, 

Root Mean Square Logarithmic Error)를 사용하여 평가하였

다. RMSLE는 상대적인 오차를 측정하기 때문에 절대적 크

기에 따라 변동이 생기지 않는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예측 결과가 과소평가된 경우 과대평가된 경우보다 

더 큰 RMSLE가 산출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하

는 월파량의 평가 기준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계산

과정에서 예측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계산이 불가피하기

에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코딩하였다.

RMSLE  


np


i  

n

log

 




(3)

여기서, 는 실제값, 는 예측값, 은 데이터의 개수이

Fig. 4. Distribution of training data of roughness factor for Label D

Fig. 5. Example of DNN configuration

Parameters
Conditions

1 2 3

Activation function Sigmoid tanh ReLU

Learning rate 0.001 0.0001 0.00001

Number of hidden layers 3 4 5

Number of hidden layer nodes 20 25 30

Table 2. Initial DNN learn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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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는 편향(절편)을 제외한 입력변수(예측변수)의 개수이

다. 학습 결과는 무작위로 부여된 초기 가중치에 따라 모두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그 성능의 편차가 초기에 심층신경

망을 구성할 때 특히 크다. 따라서 81가지의 학습조건에 대

해 각각 3회씩 반복 수행하여 그 중 RMSLE가 가장 낮은 모델

을 선택하였다. 학습결과 각 구조물 형식에 대하여 RMSLE가 

가장 낮은 조건과 큰 조건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RMSLE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학습조

건에서의 활성함수는 모두 Sigmoid였으며, Fig. 6에 나타난 

것처럼 경사소실로 인해 학습이 진행되지 않아 모든 조건

에 대해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다. 반대로, RMSLE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학습조건에서의 활성함수는 모두 ReLU였다. 

따라서 최적 심층신경망의 활성함수로 ReLU를 채택하였으

며, tanh의 경우 M1, M2, M3에서 가장 낮은 RMSLE가 각각 

0.8586, 0.5468, 0.7159로 나타나 Simoid보다는 개선되었으

나 ReLU보다는 성능이 낮아 최적 심층신경망의 활성함수

로 채택하지 않았다. 학습조건 M1-60은 월파량이 큰 구간

에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예측값이 관측값과 

같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분산이 크게 나타났다(Fig. 6). 이

에 반해 M2-63의 경우 Fig. 6과 같이 월파량이 작은 경우에 

분산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공학적으로 의미가 큰 월

파량이 큰 구간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RMSLE 

값이 0.5170으로 전체 81개의 학습조건 중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직립호안의 경우는 경사식 소파호안과 직립호안의 

중간 정도의 결과가 나타났다(Fig. 6).

3.2 최적 심층신경망 구축

초기 심층신경망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ANN2 패키지

에서 제공하는 정칙화와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정칙

화는 L2 규제를 사용하였고 하이퍼 파라미터 의 값을 5가

지(0.1, 0.3, 0.5, 0.7, 0.9)로 설정하였다. 최적화는 초기 심층

신경망 학습에 사용된 MGD(Mini-batch gradient descent)에 

RMSProp와 Adam 최적화 기법을 추가하였다. 초기 심층신

경망에서 구조물 형식별로 RMSLE가 가장 낮게 나타난 모

델(M1-60, M2-63, M3-57)에 정칙화 5가지, 최적화 3가지를 

조합한 15개의 학습조건을 적용한 학습 모델 중 최상의 결

과를 나타낸 조건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정칙화 및 최적화를 적용한 최적 심층신경망의 RMSLE 

값이 모든 학습 모델에서 감소하였고,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파량 예측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적 

심층신경망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활성함수로 ReLU 함

수, 학습률은 0.001, 은닉층 노드의 개수는 30개를 사용하였

다는 점이다.

3.3 월파량 산정결과 비교분석

앞서 구조물 형식별로 다양한 조건의 심층신경망 모델을 

Model
Activation 
function

Learning 
rate

Number of 
Hidden layers

Number of 
Hidden layer nodes

RMSLE

Rubble mound
M1-15 Sigmoid 0.0001 4 30 1.2873

M1-60 ReLU 0.001 4 30 0.8276

Slope
M2-21 Sigmoid 0.00001 3 30 1.2278

M2-63 ReLU 0.001 5 30 0.5170

Vertical wall
M3-07 Sigmoid 0.001 5 20 1.3216

M3-57 ReLU 0.001 3 30 0.7105

Table 3. Initial DNN training conditions and results

(a) rubble mound (b) slope (c) vertical wall

Fig. 6. Comparison of initial DNN predictions and actu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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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이들의 월파량 산정결과를 평가하여 최적의 심층

신경망 모델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심층신경망 월파량 산

정 모델의 타당성 검토와 성능 비교를 위해 인공신경망과 

유사점이 많은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월파량 산정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각 구조물 형식별로 도출한 월파량 

산정 회귀식은 Eq. (9)~(11)과 같으며, 경사식 소파호안, 경

사호안, 직립호안 순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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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형식별로 심층신경망이 산정한 결과와 회귀식 및 

EurOtop 공식으로 산출한 월파량 결과 Fig. 8에 같이 나타내

었다. 경사식 소파호안의 경우 심층신경망 M1-60-14의 결

과는 대각선 부근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어 실제값과 예

측치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으며, RMSLE 값은 회귀식 Eq. 

(9)의 0.9096보다 낮은 0.6543이 산출되었다. 다만 월파량이 

매우 큰  부근에서는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월파량이 대략  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월파량 예측치가 

음수로 산출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경사식 소파호안 구

조물에서 소파블럭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소파블럭에 

의한 파랑의 쇄파과정은 매우 복잡한 비선형성을 갖는다. 

따라서 강한 비선형성을 보이는 파랑의 쇄파 현상을 소파

블럭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거칠기 계수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구조

물 형식보다 분산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EurOtop 

공식의 경우 월파량  ~   부근에서 실제 월파량에 비

해 과소평가되었다. 경사호안의 경우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치의 분산이 적은 높은 예측 성능이 나타났다. 예

측치의 분산성은 월파량이 작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나타

내지만, 공학적으로 유의미한 월파량이 큰 구간에서는 대

각선 부근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MSLE 값은 

심층신경망 M2-63-10의 경우 0.3782, 회귀식 Eq. (10)의 경

우 0.5124, EurOtop 공식의 경우 0.5793으로 산출되었다. 직

립호안의 경우 경사호안과 마찬가지로 공학적으로 의미가 

큰 월파량이 큰 구간에서는 3가지 방법 모두 좋은 예측 성

능이 나타났으나, 월파량이 작은 구간에서는 분산성이 커

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RMSLE 값은 심층신경망 M3-57-11

의 경우 0.6235, 회귀식 Eq. (11)의 경우 0.8393, EurOtop 공

식의 경우 1.0143으로 산출되었다. 구조물 형식에 대해서는 

경사호안, 직립호안, 경사식 소파호안 순으로 결과가 좋았

으며, 월파량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심층신경망, 다중선형회

귀 분석을 통해 산출한 회귀식, EurOtop 공식 순으로 RMSLE

Model Initial Deep Neural Network Regularization Optimization RMSLE

M1-60-14 M1-60 0.7 Adam 0.6543

M2-63-10 M2-63 0.9 RMSProp 0.3782

M3-57-11 M3-57 0.1 Adam 0.6235

Table 4. Optimal DNN training conditions and results

(a) rubble mound (b) slope (c) vertical wall

Fig. 7. Comparison of optimal DNN predictions and actu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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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게 나타났다(Table 5).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

을 때 심층신경망 기법은 기존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연

구성과(Tracey et al., 20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파량을 산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되며, 데

이터가 추가될수록 보다 일반화되어 지속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항만구조물 설계의 주요 인자인 월파량 산정을 위해 심층

신경망 기법과 전통적인 다중선형회귀 방법을 사용하였고, 

3가지 형식으로 구분한 월파제어 구조물에 대하여 각각 심

층신경망과 회귀방정식을 수립하였다. 심층신경망 학습에

는 전 세계 월파량 실험자료를 집대성한 EurOtop 데이터베

이스와 R의 ANN2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정칙화와 최적화 

학습기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심층신경망을 구축하였다. 월

파량 산정 결과 심층신경망을 통한 월파량 산정이 모든 구

조물 형식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구조물 형식

에 대해서는 경사호안에서 RMSLE가 가장 낮게 산출되었

고, 이는 경사호안의 정규화된 학습데이터의 분포가 가장 

균등하게 분포하여 변수의 값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구간

이 심층신경망 학습에 잘 반영되어 특정 데이터에 의한 영

향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심층신경망 구

성에서 은닉층의 활성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할 경우 경

사소실 문제로 가중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층신경망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초기 심층신경

망 학습 결과 모든 구조물 형식에서 활성함수 ReLU, 은닉층 

노드개수 30개, 학습률  의 학습조건이 적용되었을 때 

가장 낮은 RMSLE가 산출되었다. 신경망 학습에 EurOtop 데

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하이퍼 파라미터

들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월파량 산정 심층신경망 모델을 

Goda(1975) 월파량 산정도표와 비교하는 연구가 과제로 남

아있다. EurOtop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물 앞의 파고()를 

Goda(1975)의 월파량 산정도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산

심해파고(
′)로 변환하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심

층신경망의 월파량 산정 결과 일부에서 음수가 산출되는 경

우가 발생하였고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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