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항 외곽시설 결정론적 설계법의 한계가 드러난 지는 이미 

오래되어 현재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신뢰성 설계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구 성과가 상당하다. 우리나라 해양

공학계에 신뢰성 설계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Kim et al.(2005), 

Kim et al.(2009), Suh et al.(2003) 등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전술한 연구는 장기 파랑 관측자료의 부재로 인해 유럽 혹

은 미국에서 선호되는 확률모형을 단순수용하여 수행된 것

으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 최근 Cho (2021a)는 우리나

라 해양환경이 신뢰성 설계의 이론적 체계가 완성된 유럽 

혹은 미국의 그것과는 구조적 차이를 지니며, 이어 이러한 

차이를 우리나라 맹방 해역에서 수집된 situ wave data를 통

해 예증한 바 있다. 전술한 구조적 차이는 신뢰성 설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양환경을 담아

낼 수 있는 확률모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Cho (2021a)의 가설은 반시계 방향으로 

틀어져 풍성파 발달에 필요한 취송거리가 미국 혹은 유럽

과는 달리 제한적인 방위에서만 확보되는 동해의 지형적 

특성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는 상당한 다양한 성격의 파

랑이 관측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확

률모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최근 Choi and Cho (2019)에 의

해 수행되어, 항 외곽시설 피복석에 작용하는 외력과 내구성

을 결정하는 확률변수인 파고와 파형경사를 대상으로 우리

나라 해양환경에 최적화된 확률모형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

를 이뤘다. Choi and Cho (2019)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장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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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tely,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address the problem concerned with deterministic design using reliability-based design,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significant. However, there is considerable confusion in the design practice regarding how to use failure 

probability, the main output of reliability-based design. In this rational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robust hybrid deterministic 

design method for outer port facilities using the failure probability. To this end, we first reviewed the design process of Eulleungdo 

East Breakwater, some of which were recently damaged. It was revealed that the exceeding probability of design wave height of 5.2 

m was merely 0.65, which corresponds to a return period of 1.53 years, showing that the outer port facilities of Ulleungdo were 

considerably underdesigned. In an effort to find an alternative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deterministic design method, 

which is highly likely to involve subjective judgment, a Level III reliability design was carried out. In doing so, tri-modal Gaussian 

wave slope distribution was used as a probabilistic model for wave slop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failure probability was 

excessively estimated in the Gaussian distribution, and even if the TTP size was slightly reduced, the failure probability increased 

rapidly. Although failure probability is sensitive to the change in nominal diameter, there is a gradually increasing zone where the 

failure probability change rapidly decreases when the nominal diameter is larger than the critical value. The presence of a Gradually 

Increasing Zone mentioned above implies that it is uneconomical and has no physical background to adjust the nominal diameter to 

be larger than the critical value. Therefore, it can be easily conceived that outer port facility design should be performed using a 

failure probability provided by Level III reliability-bas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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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료의 경우 수정 Glukhovskiy 분포 계열이 (Glukhovskiy, 

1966), 파형경사의 경우 Tri-modal Gaussian 분포가 우리나라 

해양환경에서 수월성을 지닌다. 이 연구에서 Cho(2021)는 

파형경사는 전파과정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기 마련인 불규

칙 파동계의 역학적 특성을 가장 포괄적으로 드러내나, 이

러한 공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어졌음을 지적

하고 Tri-modal Gaussian 분포를 기저 분포로 활용하는 파형

경사 확률모형을 제시하였다.

이후 Tri-modal Gaussian 파형경사 분포의 수월성은 우리

나라 맹방에서의 관측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Cho (2021)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Tri-modal Gaussian 파형경사 분포는 천

수 과정에서 파동계에 외중력파가 출현하는 경우 주기가 

긴 외중력파의 성정으로 인해 파형 경사분포에 형성되는 

확률고원의 기술이 가능하다. 이어 Cho(2021)는 Tri-modal 

Gaussian 파형경사 분포가 항외곽시설 피복석 신뢰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치 모의를 수행하고 유럽에

서 선호하는 Gaussian 파형경사 분포의 경우 사석 방파제 

피복석 파괴확률이 과소하게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과 미국에서 선호하는 Gaussian 파형경

사 분포(PIANC, 1992)는 단순 선형 모형으로 파동계에 내

재한 비선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기제도 지니고 있

지 않아 우리나라 해양환경과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ho, 2021; Cox and Munk, 1954a; Cox and 

Munk, 1954b; Cox and Munk, 1956). 이처럼 적지 않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설계의 주요 결과물인 파괴확률

의 구조물 설계과정에서의 활용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 실

무진 사이에 상당한 혼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혼선은 우리나라에서 신뢰성 설계가 시작된 지 겨우 수

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일견 이해되나, 파괴확

률을 구조물 설계과정에 구체적으로 녹여내려는 노력이 부

족했다는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결정론적 설

계 대비 신뢰성 설계기법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를 예시

하기 위해 Level III 신뢰성 설계가 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된다. 이어 신뢰성 설계의 주 결과물

인 피복석 공칭지름별 파괴확률을 활용하여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개연성이 높은 결정론적 설계법의 취약점이 치유된 

Hybrid 결정론적 설계법이 제시된다. 수치모의는 해역별 해

양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울릉도, 부산 해운

대, 여수, 군산, 인천(Jeong et al., 2018)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 이와 더불어 관측 기간의 길고 짧음이 파괴확률 혹은 

재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관측 기간이 일 

년인 맹방(Cho and Kim, 2019;Cho et al., 2019; Chang and 

Cho, 2019)을 대상으로 한 수치모의도 병행하여 수행하였

다. 이 과정에서 항 외곽시설 피복석에 작용하는 외력과 내

구성을 결정하는 확률변수인 파고와 파형경사 확률모형으

로는 파고의 경우 비교를 위해 결정론적 설계에서 선호하

는 극치분포 중의 하나인 Gumbel 파고 분포와 Tri-modal 

Gaussian 파형경사 분포를 활용하였다.

2. 해양환경

결정론적 설계 대비 신뢰성 설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차

이를 예시하기 위한 수치모의는 최근 설계과정에서 이루어

진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항 외곽시설 일부가 유실된 을릉

도 동방파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어 해역별 해양환

경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의 대표적인 해안인 부산 해운대, 군산을 대상으로 한 

수치모의도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관측 기간의 길고 짧음

이 파괴확률 혹은 재현기간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관측 기간이 일 년에 불과한 맹방을 대상으로 한 

수치모의도 수행되며 본 절에서는 논의 전개를 위해 을릉

도, 부산 해운대, 여수, 군산, 인천, 맹방을 아우르는 해역에

서의 해양환경을 정리하였다.

2.1 울릉도 [1979.1.1.~2019.12.31]

Fig. 1에는 유의파고  , 첨두 주기  , 파형경사 의 

1979.1.1.부터 2019.12.31.까지의 시계열자료, Fig. 2에는 파

랑 장미도를 각각 도시하였으며, 여기서 방사 방향으로 열

(a) Significant wave height

(b) Peak wave period

(c) Wave slope

Fig. 1. Time series of measured wave height, 
period and wave slope at the sea off Ullungdo

Fig. 2. Wave rose at the sea off Ulryu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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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된 숫자는 발생 횟수를 나타낸다.

2.2 해운대 [1979.1.1.~2019.12.31]

Fig. 3에는 해운대 전면해역에서 관측된 유의파고  , 첨

두 주기  , 파형경사 의 1979.1.1.부터 2019.12.31까지의 

시계열자료를 도시하였다. Fig. 4에는 파랑 장미도를 정리

하였으며 주 파향은 겨울철에는 NEE 계열, 여름철에는 SSW 

계열로 보인다.

2.3 여수 [1979.1.1.~2019.12.31]

Fig. 5에는 여수 전면해역에서 관측된 유의파고  , 첨두 

주기  , 파형경사 의 1979.1.1.부터 2019.12.31까지의 시

계열자료를 도시하였다. Fig. 6에는 파랑 장미도를 정리하

였으며 주파향은 여름철에는 SSW 계열로 보인다.

2.4 군산 [1979.1.1.~2019.12.31]

Fig. 7에는 군산 전면해역에서 관측된 유의파고  , 첨두 

주기  , 파형경사 의 1979.1.1.부터 2019.12.31까지의 시

계열자료를 도시하였다. Fig. 8에는 파랑 장미도를 정리하

Fig. 4. Wave rose at the sea off Haeundae

(a) Significant wave height

(b) Peak wave period

(c) Wave slope

Fig. 5. Time series of measured wave height, 
period and wave slope at the sea off Yeosoo

Fig. 6. Wave rose at the sea off Yeosoo

(a) Significant wave height

(b) Peak wave period

(c) Wave slope

Fig. 7. Time series of measured wave height, 
period and wave slope at the sea off Gunsan

Fig. 8. Wave rose at the sea off Gunsan

(a) Significant wave height

(b) Peak wave period

(c) Wave slope

Fig. 3. Time series of measured wave height, 
period and wave slope at the sea off Haeun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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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파향은 NW 계열이 우세하다.

2.5 인천 [1979.1.1.~2019.12.31]

Fig. 9에는 인천 전면해역에서 관측된 유의파고  , 첨두 

주기  , 파형경사 의 1979.1.1.부터 2019.12.31까지의 시

계열자료를 도시하였다. Fig. 10에는 파랑 장미도를 정리하

였으며 파향은 NW, W, SW 계열이 고루 우세하다.

2.6 맹방 [2017.4.26.~2018.4.20]

Fig. 11에는 맹방 전면해역에서 관측된 유의파고  , 첨두

주기  , 파형경사 의 2017.4.26.부터 2018.4.20까지의 시

계열자료를 도시하였다. Fig. 12에는 파랑 장미도를 정리하

였으며 파향은 NW계열이 우세하다.

3. Van der Meer식에 준거한 결정론적 설계

3.1 Van der Meer 식

Van der Meer (PIANC, 1992)는 Thompson and Shuttler 

(1975)의 초기 작업을 토대로 일련의 수리모형 실험을 Delft 

Hydraulics에서 수행하였다. 전술한 실험은 다양한 파랑 조

건과 제체 투수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렇게 축적

된 자료를 토대로 Van der Meer는 권파와 쇄기파를 대상으로 

피복석 크기 산정을 위한 경험식을 제안하였다(Cho, 2021).

Tetrapod로 구성된 사면 경사 1:1.5인 피복층의 경우 Tetrapod

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며[Fig. 13 참조],




  ⋅






   
  (1)

여기서 는  로 정의되는 상대밀도,  




는 공칭지름[Nominal Diameter], 


는 피복

석 무게, 는 평균 해수면 인근의 침식 면적을 공칭지름

으로 나눈 침식 계수[Relative Damage Level], 은 파형경

사, 는 내습하는 파랑 수, 는 는 각각 피복석과 

(a) Significant wave height

(b) Peak wave period

(c) Wave slope

Fig. 9. Time series of measured wave height, 
period and wave slope at the sea off Incheon

Fig. 10. Wave rose at the sea off Incheon

(a) Significant wave height

(b) Peak wave period

(c) Wave slope

Fig. 11. Time series of measured wave height, 
period and wave slope at the sea off Mang-Bang

Fig. 12. Wave rose at the sea off Mang-Bang

Fig. 13. Definition sketch of rubble mound breakwater armored 
by two layers of tetrapod [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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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의 밀도를 나타낸다.

3.2 결정론적 설계

결정론적 설계는 신뢰성 설계 분류체계에서 Level Zero로 

분류된다는 사실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 나름 해양환경에 

내재한 불확정성이 고려되며 항 외곽시설에 작용하는 주 

외력이 파력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파고를 주 확률변수로 

간주한다. 이 과정에서 초과확률의 역으로 정의되는 재현

기간이라는 개념이 활용되며 단위는 항 외곽시설의 생애주

기를 고려하여 년 단위의 재현기간이 선호된다. 따라서 결

정론적 설계는 장기 관측자료로부터 유의파고의 연 최댓값 




의 시계열자료를 재구성하고 빈도해석 결과로부터 파

고 극치분포의 모수 산정, 누적 분포로부터 특정 초과확률

에 해당하는 파고를 유추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의 

설계 관행에서는 이렇게 산정된 50년 빈도, 혹은 100년 빈

도 파고로 해양환경에 내재한 불확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년 빈도해석에서 유의파고의 

연 최댓값 


의 시계열자료가 활용되는 것은 단지 편의

를 위한 것으로 장기 관측자료로부터 50년 빈도, 혹은 100

년 빈도 파고를 직접 산출할 수 있다. 전술한 장기 관측자료

로부터 직접 산출하는 작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파랑관측 

기간이 일천 하여 정상성 확보에 충분한 유의파고의 연 최

댓값 


 시계열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상성 확보가 비교적 쉽다는 점에서 유의파고의 

연 최댓값 


 시계열자료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3.3 수치 결과

3.3.1 울릉도

3.2절에서 다루었듯 결정론적 설계에서 항만 외곽시설의 

규모는 극치분포로부터 산출한 50년 빈도, 혹은 100년 빈도 

폭풍 사상[事象]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결정론적 설계에 

필요한 극치분포 산출을 위해 situ wave data로부터 유의파

고의 연 최댓값 


와 주기를 특정하고, 빈도해석을 수행

하였다. Fig. 14에는 이렇게 얻은 


와 
의 결합확률 

분포를 정리하였으며, Fig. 15에는 


 확률분포와 누가 

확률분포를 정리하였다.

(a) Histogram plot (b) Contour plot

Fig. 14. Joint distribution of HMAX and its associated period TPeak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 Cumulative Distribution

Fig. 15.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H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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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 증가하면 


에 연계된 
도 선형적

으로 증가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러한 현상은 


가 상대

적으로 큰 경우 


와 
  사이의 상관관계가 옅어진다

는 해안공학계의 정설(Cho, 2020)과는 가소 거리가 있어 향

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의 기저 확률분포로는 대표적 극치분포로 알려진 

Gumbel 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p




  (2)

식(2)에서 와 는 확률계수로 situ wave data와 Matlab 기

반 Statistics and Machine Learning Toolbox 중 최대가능도법

[MLE, Maximum Likehood Estimates]를 활용하여 산출하였

으며, Table 1에는 이렇게 산출된 와  값을 해역별로 수록

하였다.

Fig.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초과확률이 0.01인 


, 

초과확률이 0.1인 


로 보이며, 이러한 파랑 사

상은 재현기간이 각각 100년, 10년인 파랑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누가 확률분포에 따르면 최근 유실

된 울릉도 항 외곽시설 설계과정에서 10년 빈도 파랑 사상

으로 사용된 


는 초과확률이 0.65 내외로 이는 

1.53년 빈도에 불과하여 울릉도 항 외곽시설이 상당히 과소

하게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an der Meer 식에 준거

하면 100년 빈도, 10년 빈도에 해당하는 TTP 공칭직경은 

각각  ,   으로 산출되며, Table 2에는 재

현기간이 10년, 50년, 100년에 해당하는 파고를 해역별로 

정리하였다.

3.3.2 해운대

Fig. 16에는 을릉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특정된 


와 


의 결합확률 분포를 정리하였으며, Fig. 17에는 


 

확률분포와 누가 확률분포를 도시하였다. 해안공학계의 정

설대로 


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와 
  사이의 

상관관계가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3 여수

Fig. 18에는 을릉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특정된 


와 


의 결합확률 분포를 정리하였으며, Fig. 19에는 


 

확률분포와 누가 확률분포를 도시하였다. 해안공학계의 정

Ulryungdo Haeundae Yeosoo Gunsan Incheon

β 1.652 2.226 2.321 0.723 0.635

μ 6.571 6.399 6.323 5.143 4.076

Table 1. List of probability coefficients of Gumbel distribution for extreme wave height

Ulryungdo Haeundae Yeosoo Gunsan Incheon

10 years 7.95 8.25 8.26 5.74 4.60

50 years 8.82 9.43 9.49 6.13 4.94

100 years 9.11 9.80 9.87 6.24 5.04

Table 2. List of wave height HMAX [m] corresponding to the return period of 50 years and 100 years

(a) Histogram plot (b) Contour plot

Fig. 16. Joint distribution of HMAX and its associated period T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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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로 


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와 
  사이의 

상관관계가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

은 해운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3.4 군산

Fig. 20에는 을릉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특정된 


와 


의 결합확률 분포를 정리하였으며, Fig. 21에는 


 

확률분포와 누가 확률분포를 도시하였다. 이미 알려진 해안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 Cumulative Distribution

Fig. 17.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HMAX

(a) Histogram plot (b) Contour plot

Fig. 18. Joint distribution of HMAX and its associated period TPeak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 Cumulative Distribution

Fig. 19.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H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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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의 정설(Cavanie et al., 1976)과는 다르게 


가 증

가하면 


에 연계된 
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관측된다.

3.3.5 인천

Fig. 22에는 을릉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특정된 


와 


의 결합확률 분포를 정리하였으며, Fig. 23에는 


 

확률분포와 누가 확률분포를 도시하였다. 기 알려진 해안공

(a) Histogram plot (b) Contour plot

Fig. 20. Joint distribution of HMAX and its associated period TPeak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 Cumulative Distribution

Fig. 21.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HMAX

(a) Histogram plot (b) Contour plot

Fig. 22. Joint distribution of HMAX and its associated period TPeak



파괴확률을 활용한 항 외곽시설 Hybrid 설계법에 관한 제언 245

학계의 정설과는 다르게 


가 증가하면 


에 연계된 


도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울릉도, 

군산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다.

4. Level III 신뢰성 설계

결정론적 설계 대비 Level III 신뢰성 설계기법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설계과정에서의 주

관적 판단으로 인해 항 외곽시설 일부가 유실되는 등의 피

해사례가 보고된 을릉도 동방파제를 대상으로 수치 모의를 

수행하였다.

4.1 신뢰 함수와 파괴확률

물리적 의미를 더욱 확연히 드러내기 위해 각 항을 세분

하면 식(1)에 정의된 Van der Meer 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으며







 ⋅





  

  




(3)

여기서 확률변수는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Van der Geer 식으로부터 사석 방파제 피복석 강도 과 

파력 의 차이로 신뢰 함수  를 정의하면 는 다음과 같

이 기술될 수 있다.

  





 

  
∆ 



   

(4)

여기서 피복석 강도 과 파력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 (5)

  


따라서 피복층 강도 이 파력으로 구성되는 외력   보다 

작으면 사석 방파제 피복층은 불안정하며 반대의 경우 안

정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stable

Z    failure

Z    unstable

(6)

식(5)로부터 알 수 있듯 신뢰 함수 는  ,  , ∆,  , 

 , 라는 상호 독립적인 6개의 무작위 과정에 종속하나 

해석의 편의상 강도 과 파력 에만 종속하는 것으로 가정

하면 과 로 구성되는 표본공간에서의 신뢰 함수의 거동

은 Fig. 24와 같이 도시될 수 있다.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 Cumulative Distribution

Fig. 23.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HMAX

Fig. 24. Contour plot of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 and S, and 
the sample space of R and S corresponding to the failure of armor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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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에서 

은 강도 의 확률분포, 


는 파력 

의 확률분포를 각각 나타낸다. Fig. 24에서 곡선은 한계상태 

경계면으로서 실선으로 표기된 직선은 선형화된 신뢰성 함

수, 점선으로 표기된 곡선은 참 신뢰성 함수를 나타낸다. 

피복석 파괴확률     은 신뢰 함수의 확률밀도함수 



를 영역 를 대상으로 적분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수치적분에 필요한 파형경사 확률모형으로는 Tri-modal 

Gaussian 분포를 사용하였으며, Tri-modal Gaussian 분포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7)

식(7)에서 는 가중계수, 와 는 각각   mode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4.2 수치 결과 및 분석

본 절에서는 연구대상 해역 중 서로 다른 거동이 관측되

는 울릉도와 군산 수치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해역

[해운대, 여수, 인천]에서의 수치 결과는 Appendix A, B, C

에 각각 수록하였다.

4.2.1 울릉도

최대가능도법[Maximum Likelyhood Method]을 활용하여 

산출한 Tri-modal Gaissuian분포의 확률 모수는 Table 3에 수

록하였으며, Fig. 25에는 Level III 신뢰성 설계 platform 구축

에 필요한 파형경사 빈도해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Fig. 25에서 알 수 있듯 Tri-modal Gaussian 분포에서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에 

선호된 Gaussian 분포 대비 개선 정도는 단일 폭풍 사상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26에는 

Van der Meer 식과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를 사용하

여 수행한 Level III 신뢰성 설계 결과를 피복석 공칭지름별 

파괴확률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Fig. 25에서 예상해 볼 수 

있듯 본 연구에서 제시한 Tri-modal Gaussian 파형경사 분포

Ulryungdo Haeundae Yeosoo Gunsan Incheon

 0.128 0.104 0.205 0.122 0.255

 0.805 0.084 0.513 0.850 0.425

 0.035 0.032 0.027 0.045 0.030

 0.040 0.037 0.034 0.040 0.037

 0.046 0.041 0.042 0.051 0.039

 0.001 0.0009 0.005 0.001 0.003

 0.003 0.006 0.002 0.001 0.001

 0.001 0.002 0.002 0.004 0.005

Table 3. List of probability coefficients of Tri-modal Gaussian wave slope distribution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 Cumulative Distribution

Fig. 25. Wave slope distribution of extreme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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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에 선호된 Gaussian 분포와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였으나, Gaussian 분포의 경우 피복석 파괴확률이 과다

하게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결정론적 설계에서 

제시한  ,  의 파괴확률은 각각 , 

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TTP 규모가 미세하게 변경되

더라도 파괴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상

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7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피복석 공칭지름별 파괴확률이 설계과정

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예증하기 위해 피복석 공

칭지름별 파괴확률을 linear scale에서 다시 정리하였으며, 

Fig. 28에는 TTP 공칭지름 변화에 따른 파괴확률변화율을 

정리하였다. Fig. 27, Fig. 28에서 알 수 있듯 TTP 공칭직경

을   보다 크게 조정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파괴

확률 감소량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군산

Fig. 29에는 Level III 신뢰성 설계 platform 구축에 필요한 

파형경사 빈도해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Fig. 29에서 확연히 

드러나듯 Tri-modal Gaussian 분포에서 높은 적합도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절에서 다룬 울릉도와는 달리 

기존에 선호된 Gaussian 분포보다 현격히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0에는 Van der Meer 식과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를 사용하여 수행한 Level III 신뢰성 설계 결과를 피

복석 공칭지름별 파괴확률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Fig. 29에서 예상해 볼 수 있듯 Tri-modal Gaussian 파형경

사 분포는 기존에 선호된 Gaussian 분포와 큰 차이를 만들

어냈으며, Gaussian 분포의 경우 피복석 파괴확률이 과소하

게 산출되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Fig. 31에는 TTP 공칭직

경 변화에 따른 파괴확률변화를 정리하였다. Fig. 30, Fig. 

31에서 알 수 있듯 TTP 공칭직경을   보다 크게 

조정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파괴확률 감소량은 미미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a)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b)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zoom in]

Fig. 26.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in semi-log scale

Fig. 27.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in linear scale Fig. 28. Armor block’s failure probability gradient at varing 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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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결과 분석

4.2절에서 다룬 수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모의 결과 TTP 규모가 미세하게 변화되더라도 파괴

확률은 급격하게 증감할 수 있어 피복석 공칭지름 변

경 시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Ⅱ. 파괴확률 변화율은 공칭지름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나, 

공칭지름이 임계치[ ]보다 큰 경우 파괴확률 

변화가 급격히 축소되는 Gradually Increasing Zone이 

존재한다[Fig. 27 참조].

Ⅲ. 전술한 Gradually Increasing Zone은 본 연구에서 다룬 

을릉도, 부산 해운대, 여수, 군산, 인천, 맹방 해역에서 

모두 관측된다는 사실에 준거하면 피복석 파괴 기제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 Cumulative Distribution

Fig. 29. Wave slope distribution of extreme waves

(a)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b)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zoom in]

Fig. 30.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in semi-log scale

Fig. 31. Armor block’s failure probability gradient at varing 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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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인 성정으로 보인다.

Ⅳ. 전술한 Gradually Increasing Zone의 존재는 공칭직경

을 임계치보다 크게 조정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물

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Ⅴ. 이상의 논의 결과에 준거하면 파괴확률을 활용하여 

강건성을 높인 항 외곽시설 Hybrid 결정론적 설계법

이 가능해 보인다.

Ⅵ. Hybrid 결정론적 설계법에서는 적용이 편리하다는 수

월성을 지닌 결정론적 설계법의 골격은 유지되며, 주

관적 판단이 개입될 개연성이 높다는 결정론적 설계

법의 취약점은 공칭지름별 파괴확률을 활용하여 치

유된다.

Ⅶ. 따라서 향후 항 외곽시설 설계는 피복석 공칭지름별 

파괴확률을 활용하여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개연성

이 높다는 단점이 치유된 Hybrid 결정론적 설계법에 

기반한 platform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 론

최근 한계가 노정 된 지 이미 오래인 결정론적 설계의 대

안을 신뢰성 설계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수행되어 연구 성

과가 상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설계의 주 결과물인 파괴확률의 설계과정에서의 활용 방법

에 관해서는 설계 실무진 사이에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혼선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뢰성 설계가 

시작된 지 수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일견 이해

되나, 파괴확률을 구조물 설계과정에 녹여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파괴확률을 활용

하여 강건성을 높인 항 외곽시설 Hybrid 결정론적 설계법이 

제시된다. Hybrid 결정론적 설계법에서는 적용이 편리하다

는 수월성을 지닌 결정론적 설계법의 골격은 유지되며, 주

관적 판단이 개입될 개연성이 높다는 결정론적 설계법의 

취약점은 신뢰성 설계의 주 결과물인 파괴확률을 활용하여 

치유할 수 있다.

Hybrid 결정론적 설계법을 예시하기 위해 먼저 최근 설계

과정에서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항 외곽시설 일부가 유

실된 을릉도 동방파제의 설계과정을 검토하였으며, 이 과

정에서 설계에 필요한 유의파고의 연 최댓값의 극치분포로

는 Gumbel 분포를 활용하였다. 검토 결과 


 누가 확률

분포에 준거하면 최근 유실된 울릉도 항 외곽시설 설계과

정에서 10년 빈도 파랑 사상으로 사용된 


는 초

과확률이 0.65 내외로 이는 1.53년 빈도에 해당하여 울릉도 

항 외곽시설은 상당히 과소하게 설계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개연성이 상당한 결정론적 

설계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Level III 신뢰성 설계를 Monte Carlo Simulation을 사

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 외곽시설에 작용하는 

외력과 방파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확률변수인 파형경사 

확률모형으로는 불규칙파랑 무리의 역학적 특성의 기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Tri-modal Gaussian 파형경사 분포를 사

용하였다(Phillips, 1980). Tri-modal Gaussian 파형경사 분포와 

Gumbel 극치파고분포의 확률 모수는 Matlab 기반 Statistics 

and Machine Learning Toolbox 중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es]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전술한 을릉도 동방파제 

외에도 해역별 해양환경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의 대표적인 해안인 부산 해운

대, 군산을 대상으로 한 수치 모의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관측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관측환경을 고려하여 관측 

기간의 길고 짧음이 파괴확률과 재현기간 산출에 미치는 

영향(Forristall, 2008)을 살펴보기 위해 관측 기간이 일 년에 

불과한 맹방을 대상으로 한 수치 모의도 함께 수행하였다.

모의 결과 Tri-modal Gaussian 파형경사 분포는 기존에 선

호된 Gaussian 분포와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였으나, 

Gaussian 분포의 경우 피복석 파괴확률이 과다하게 산출되

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이 밖에 TTP 규모가 미세하게 축소

되더라도 파괴확률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정은 빈도해석에 함몰되어 진행된 그동안의 결정

론적 설계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향후 결정론적 설계법

의 개선 방향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파괴

확률은 공칭직경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나, 공칭직경이 임계

치보다 큰 경우 파괴확률 변화가 급격히 축소되는 Gradually 

Increasing Zone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Gradually 

Increasing Zone의 존재는 공칭직경이 임계치보다 크게 조

정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함

의한다.

따라서 향후 항 외곽시설 설계는 피복석 공칭지름별 파괴

확률을 활용하여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개연성이 높다는 

단점이 치유된 Hybrid 결정론적 설계법 기반 platform을 활

용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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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해운대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 Cumulative Distribution

Fig. A1. Wave slope distribution of extreme waves

(a)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b)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zoom in]

Fig. A2.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in semi-log scale

Fig. A3. Armor block’s failure probability gradient at varing 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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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여수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 Cumulative Distribution

Fig. B1. Wave slope distribution of extreme waves

(a)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b)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zoom in]

Fig. B2.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in semi-log scale

Fig. B3. Armor block’s failure probability gradient at varing 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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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인천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b) Cumulative Distribution

Fig. C1. Wave slope distribution of extreme waves

(a)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b)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zoom in]

Fig. C2. Failure probability of armor block in semi-log scale

Fig. C3. Armor block’s failure probability gradient at varing 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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