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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ology for optimal design of power grid for offshore wind power plant (OWPP) 

and optimum location of offshore substation. The proposed optimization process is based on a genetic algorithm, where the 

objective cost model is composed of investment, power loss, repair, and reliability cost using the net present value during the 

whole OWPP life cycle. A probability wind power output is model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 wind power plant that 

produces electricity through wind and to calculate the reliability cost called expected energy not supplied. The main objective 

is to find the minimum cost for grid connection topology by submarine cables which cannot cross each other. Cable crossing 

was set as a constraint in the optimization algorithm of grid topology of the wind power plant. On the basis of this method, 

a case study is conducted to validate the model by simulating a 100-MW O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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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해상에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것으로써 육

상에 비해 입지 조건이 유리하고 바람 자원이 풍부하여 전력생산

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후와 해상의 다양한 요

소로 인해 개발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1]. 따라서 모든 건

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설계 방안이 반

드시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바람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풍력터빈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육상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해상풍

력터빈은 후류효과를 고려하여 바람으로부터 최대의 에너지를 얻

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되며, 이때 풍속과 후류효과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이 필수적이다[2-4]. 풍력터빈의 위치가 결정되면 

각 풍력터빈과 해상변전소, 그리고 육상 연계점(PCC)까지를 연계

하는 전력망 설계가 요구된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은 각 

풍력터빈뿐만 아니라 해상변전소까지를 연결하는 내부 전력망과, 

해상변전소부터 육상 연계점을 연결하는 외부 전력망으로 구성된

다[5]. 특히 내부 전력망은 풍력터빈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의 

연결 구조에 따라 케이블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며, 케이블 고장

에 따른 신뢰도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지닌다[6]. 또한 

해상변전소의 설치 위치는 내부 전력망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력망 최적화와 동시에 해상변전소의 최적화 과

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 최적화 설계에는 다양한 최적화 

방법이 적용하여 진행되었다[7-14]. 가장 널리 사용된 최적화 방

법은 Genetic Algorithm(GA)이며, 그 외 Evolutive Algorithm 

[9], Stochastic Optimization[10], Particle Swarm Optimization 

[13], Mixed Integer Programming[14] 등이 있다. 전력망 구성

의 최적화를 위한 초기연구는 해저케이블 비용을 중심으로 구성

된 목적함수의 최솟값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가 진행

되면서 목적함수에 전력손실비용과 신뢰도비용[15], 풍속[16], 

[17], 후류효과[4] 등 실제 현실을 반영한 요소를 추가하게 되었

으며, 해상변전소의 위치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8].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전력망 구성 시 해상변전소의 위치를 함께 고려

하지 못하였으며, 내부 전력망을 구성하는 해저케이블이 서로 교

차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망 구성에 관한 초기투자비용, 전력손실 및 

보수비용, 그리고 공급지장에너지에 관한 신뢰도비용으로 구성된 

목적함수를 제시하였으며,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되는 지역의 

풍속 특성을 반영하고자 확률론적 풍력출력을 모델링하여 이를 

목적함수에 반영하였다. 전력망 구성방안을 위해서 omTSP 방법

을 적용하여 해상변전소의 위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

부망 케이블이 교차하지 않도록 제약조건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전력망 구성 방안에 대한 최적화를 위해서 GA을 이용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100MW 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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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2. 해상풍력발전단지 전력망 모델

2.1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 구성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은 그림 1과 같이 풍력터빈과 내부 

전력망, 해상변전소, 그리고 외부 전력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5]. 

그림 1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내·외부 전력망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grid in the 

offshore wind power plant

내부 전력망은 풍력터빈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풍력터빈과 해

상변전소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내부망 케이블)로 구성된다. 내

부망 케이블은 풍력터빈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을 해상변전소까

지 전달하기 때문에 편의상 피더로 불리며, 풍력터빈을 연결하는 

피더의 형태에 따라 방사상 구조, 루프 구조 등으로 구분된다. 해

상변전소는 풍력터빈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으고, 전력 손실을 줄

이고자 적절한 고압 송전 전압으로 높여 효율적인 전력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 전력망은 해상변전소와 육상연

계점(Point of Common Coupling, PCC)을 연결하는 외부망 케이

블로 구성된다. 

내․외부망 케이블의 구조 및 길이는 해상변전소의 위치에 크

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전체 전력망을 구성하는 비용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상변전소의 위치에 따른 내․외부 

전력망의 전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력망 최적 설계가 반

드시 필요하다.

2.2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출력 모델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 설계는 발생 가능한 투자 및 손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해상 구조물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전력망 고장 발생 시 고장 복구 시간이 육상보다 길어질 것이고, 

그로인해 발전된 전력을 송전하지 못하는 손실에 대한 정확한 계

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력손실비용과 고장 시 공급지장 에너지 

비용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풍력발전단지의 확률론적 출력 모델

이 필요하다[15]. 풍력단지 지역의 풍속에 관한 확률분포와 풍속

에 대한 풍력터빈의 출력특성을 통해 발전 출력에 대한 풍력발전

단지 출력에 대한 확률밀도 함수를 도출한다. 발전단지의 출력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는 발전단지의 평균 전력생산과 케이블의 고장

에 따른 신뢰도 비용 산출에 응용된다[19]. 

[20]에서 제시된 수식을 이용하여 풍속과 설치된 풍력터빈의 

출력특성을 통한 풍력터빈의 평균 출력을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

여기서,   : 풍력터빈의 평균 출력 [MW]

  : 풍력터빈의 정격용량 [MW]

 : 풍력터빈의 출력 [MW]

 : 풍력터빈 출력 의 확률

3. 전력망 모델의 목적함수

해상변전소 위치를 고려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최적 전력망 

설계를 위한 목적함수는 초기투자비용, 전력손실 및 보수비용, 그

리고 신뢰도 비용으로 구성되며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3.1 초기투자비용

초기투자비용이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내․외부 전력망을 구

성하는 해저케이블의 케이블비용과 설치비용으로 구성되며 전체 

케이블 선로의 길이에 비례한다.  

케이블 비용은 내․외부 전력망을 구성하는 케이블의 정격용

량에 따라 단가가 결정되며, 수식 (2)와 같다[21].

   exp
  억원     (2)

  여기서,    : 케이블 정격용량 [VA]

 : 0.4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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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96×106

 : 4.1

해저 케이블의 설치비용은 케이블 시공비용을 의미하며, 선박 

임대료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계절과 설치 환경, 시공 기간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설치되는 케이블의 ㎞ 길이에 비례하며 수식 

(3)에 나타내었다[22].

 

  억원     (3)

케이블의 초기투자비용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을 구성

하는 케이블의 길이에 따른 케이블 비용과 설치비용으로 구성되

며, 이를 수식 (4)에 나타내었다.

 
  




 




  × 

   


  




 ×  

               (4)

  여기서,   : 내부망 케이블(피더) 회선 수

  : 외부망 케이블 회선 수 

 : i 번째 피더를 구성하는 풍력터빈의 개수


   : i 번째 피더 j 번째 구간의 내부망 케이블

              선종에 따른 케이블비용

 
   : i 번째 피더의 j 번째 내부망 케이블 길이


  : i 번째 외부망 케이블의 선종에 따른 케이블비용

  : i 번째 외부망 케이블 길이

3.2 전력손실 및 보수비용

해저 케이블의 전력손실비용은 풍력터빈에서 생산된 전력이 

내․외부망 케이블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의한 비용을 

의미한다.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며, 이를 수식 (5)에 나타내었다

[18].

  ××




  



 



 ×
 
   



× 
 × 

  


  



 ×

 




×
 ×

 






(5)

  여기서,    : 전력판매 단가 

 
   : i 번째 피더 j 번째 구간의 내부망

                  케이블이 부담하는 평균 출력


   : i 번째 외부망 케이블이 부담하는 평균 출력

  : 내부 전력망 전압

  : 외부 전력망 전압

  : 역률 

 
  : i 번째 피더 j 번째 구간의 내부망 케이블

             저항 [Ω/㎞]


 : i 번째 외부망 케이블 저항 [Ω/㎞]

보수비용은 내․외부망 케이블의 고장에 따른 보수비용을 연

간비용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는 케이블의 고장률과 고장에 요구

되는 수리비용을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나타내었다[18]. 

  ××




  




 



 × 
  

  



 ×
 



  (6)

  여기서,   : 케이블 1회 고장시 예상 수리비용 [억원/회]

  : 내부망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연간 고장률

          [회/년․㎞]

  : 외부망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연간 고장률

          [회/년․㎞]

3.3 신뢰도비용

신뢰도 비용이란 내․외부망 케이블의 고장으로 수리 또는 케

이블 교체 기간 동안 전송하지 못한 공급지장 에너지 비용을 의

미한다. 고장이 발생하면 케이블 용량에 해당하는 송전 가용량을 

잃어버리게 되어 풍력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육상으로 전

송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수식 (7)에 표현

하였다[20].

  ××




  




 



 
   

  
  




 

 



 (7)

  여기서,  
   : i 번째 피더 j 번째 구간의 내부망 

                 케이블의 비가용 상태 확률


  : i 번째 피더의 외부망 케이블의 비가용 상태

              확률

케이블이 정상적인 상태(가용)와 고장 상태(비가용)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상태에 대한 확률은 수식 (8)과 같이 계산된다

[20]. 







               (8)

  여기서,  : 케이블이 가용한 상태의 확률

 : 케이블이 비가용한 상태의 확률

 : 케이블의 고장률 [회/년]

 : 케이블의 수리율 [회/년]

3.4 목적함수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목적함수는 초기투자비용과 연간 발생

하는 전력손실 및 보수비용과 신뢰도 비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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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손실 및 보수비용과 신뢰도 비용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명

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초기투자비용이 발생하는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며, 전체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식 (9)에서 제시하였

다. 단, 내부 전력망 구성에 있어서 내부망 케이블의 선종에 대한 

제약과 외부망 케이블의 용량 제약, 그리고 해상변전소와 풍력터

빈 간의 최소 이격에 대한 제약 조건을 각각 식 (10), (11), (12)

에 나타내었다.

 min

 

 
×  




 (9)

  Subject to :


  ≥ 

 

 


  ×      (10)

 ≤ 
  




          (11)

 
  ≥        (12)

  여기서,  : 해상풍력발전단지 수명 [년]

 : 할인율 [%]


   : i 번째 피더 j 번째 구간의 내부망 

              케이블 용량 [MVA]


   : i 번째 피더의 j 번째 풍력터빈 용량 [MW]

 : 역률

  : 해상변전소 전체 용량 [MVA]


  : i 번째 외부망 케이블 용량 [MVA]

 
   : i 번째 피더의  번째 내부망 케이블

                   길이

 : 해상변전소와 풍력터빈 간의 이격거리

4. 변전소 위치를 고려한 전력망 최적화 방안

기존 연구에서는 내부 전력망 최적화시 해상변전소의 위치를 

고정시키거나 전력망 구성 뒤 해상변전소의 위치를 선정하는 방

법을 채택해왔다[7-14, 18].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단순히 풍력

터빈들을 연결하는 케이블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가 가능하겠지만 

해상변전소의 위치에 따라 변동하는 케이블들까지 포함한다면 총 

비용은 오히려 크게 나올 수 있다. 또한 향후 해상풍력발전단지

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영향은 보다 더 커질 것이다. 본 절

에서는 해상변전소의 위치를 고려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 

최적화 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4.1 omTSP를 적용한 전력망 구성 방안

내부 전력망의 목적은 풍력발전터빈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상

변전소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내부망 케이블을 이용

하여 모든 풍력터빈을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해상변전소와 연결한

다. 이는 판매원이 모든 도시를 최단거리로 이동하고 다시 돌아

오는 순회 판매원 문제(Travel Salesman Problem)와 매우 유사

하기 때문에 순회 판매원 문제를 적용하였다[11, 23]. 그러나 순

회 판매원 문제는 출발지점이 정해져있고, 출발했던 원래 지점으

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내부 전력망 구성과 차이가 있다. 내부 전

력망 구성은 오직 풍력터빈의 위치만 알고 있으며, 해상변전소의 

위치는 앞서 제시한 목적함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정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수의 순회 판매원이 존재하고 방문 지점

을 모두 거쳤다면 출발지점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동을 멈추는 개

방된 다수 순회 판매원 문제(open-multiple Travel Salesman 

Problem, omTSP)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풍력터빈과 내부망 케이블의 관계를 그래프 이론에 

적용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교점을 V, 교점 사이를 연결하는 호

를 E로 설정하면, 그래프   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프 

이론을 기반으로 풍력터빈을 교점 V로, 풍력터빈을 연결하는 내

부 전력망 케이블을 E로 설정하여   개로 이뤄진 내부 전력망

의 각 피더 구성을  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식 (13)과 (14)로 

표현하였다.

               (13)

              (14)

omTSP는 피더 개수만큼의 방문자가 이동하여 겹치지 않고 모

든 풍력터빈을 오직 한 번씩만 방문하고 마치는 것으로서 

이를 수식 (15)와 (16)에 나타내었다. 

  
∀ 

 ∅          (15)

  
∀ 

           (16)

4.2 내부 전력망 구성 시 제약조건

풍력터빈 사이를 연결하는 내부 전력망을 구성함에 있어서 서

로 다른 내부망 케이블 간에 교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케이블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이 되는 것으로서 초기 케이블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약

조건 중 하나이다. 케이블 교차 조건을 나타내기 위해 풍력터빈

의 좌표와 내부망 케이블을 집합을 이용하여 나타내었으며 

이를 그림 2에 표현하였다. 식 (17)와 같이 i 번째 피더를 

구성하는 l 개의 풍력터빈 집합을 라고 하고 i 번째 피더의 k 

번째 풍력터빈의 좌표를 식 (18)과 같이 나타내었다. 

         (17)

      (18)

식 (17)의 과 은 각각 i 번째 피더의 k 번째 풍력

터빈 축 좌표와 축 좌표를 의미한다. 

또한 i 번째 피더의 풍력터빈 사이를 연결하는 내부망 케이블

의 집합은 로 표현하였으며 식 (19)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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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전자로 표현된 염색체 구성도

Fig. 4 Internal submarine cable segment intersection

그림 5 GA을 이용한 전력망 최적화를 위한 순서도

Fig. 5 Internal submarine cable segment intersection

여기서 는 해상변전소와 각 피더의 말단 풍력터빈을 연결

하는 해저 케이블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i 번째 피더의 말

단 케이블이라 정의한다. 

( )1−iw k( )1iw

...
( )1+iw k( )iw k ( )iw l

( )1−ie k ( )ie k
...

( )1−iw l

( )1−ie l

그림 2 i 번째 피더의 풍력터빈 및 내부망 케이블 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of wind turbines and internal 

submarine cable in ith feeder

내부 전력망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내부망 케이블의 교차 조

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풍력터빈을 연결하는 내부망 케이블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교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i, j 

번째 피더의 k, h 번째 마디를 형성하는 두 내부망 케이블 

과 은 각각 식 (20)과 (2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20)

 →   ≤≤    (21)

따라서 과 로 표현된 임의의 내부망 케이블 교차 조

건은 식 (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그림 3에 나타내었

다[24]. 

 

max ≤ 
 

≤min     (22)

( )1−iw k( )1iw ... ( )1+iw k( )iw k ( )iw l

( )1−ie k ( )ie k
... ( )1−iw l

( )1−ie l

( )1+jw h

( )jw h

( )je k

그림 3 교차된 내부망 케이블

Fig. 3 Internal submarine cable segment intersection

4.3 GA을 이용한 전력망 최적화 방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 최적화 문제는 각 구성요소 간의 

케이블 연결 토폴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Non-linearity, Non-convexity 등의 여러 제약이 존재하며 문제

가 매우 복잡하고 해의 공간이 매우 넓다.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적용하

였다[25].

스트링 형태로 표현되는 GA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위한 전력

망 구성에 적용하기 위한 염색체 부호화가 필요하다. 그림 4는 

유전자로 구성된 염색체를 표현한 것이다. 

전력망 최적화 문제에서 염색체는 많은 해 중 단 하나의 해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며 유전정보에 따라 풍력터빈 연결형태, 피더 

구분점 및 터미널 포인트, 그리고 해상변전소 위치 정보까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입력되는 유전정보는 풍력터빈 연결 형태이며 이는 

각 풍력터빈의 케이블 연결 순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유전정

보는 풍력터빈의 번호로 입력되고 그 유전자의 수는 풍력터빈의 

수와 동일하다. 만약 풍력터빈의 수가 이면 그림 4와 같이 

이와 동일하게   개의 유전자가 풍력터빈 번호로 입력된 내

부 전력망을 구성한다. 두 번째 유전정보는 피더의 구분점(Break 

Points)을 의미한다. 만약   개의 피더를 갖는 내부 전력망을 

구성하고자 하면 총 (-1)개의 피더 구분점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입력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1)개의 유전자(～

 )가 생성된다. 여기에는 풍력터빈의 번호가 아닌 1부터 

  까지의 유전자 번호 중 하나가 입력된다. 세 번째 유전정보

는 터미널 포인트(Terminal Points)로서 각 피더별로 해상변전소

와 연결되는 말단 풍력터빈을 의미한다. 피더 수만큼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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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내·외부망 케이블 관련 파라미터

Table 2 Parameter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submarine 

cables

구 분 데이터

전압 [kV] 33 154

단면적 [㎟] 95 150 240 400 500

용량 [MVA] 17.15 21.43 27.44 33.72 174.71

AC 저항 0.247 0.159 0.098 0.0631 0.0508

고장률(  ) 0.00743 0.00895

수리율(  ) 45.625 17.38

수리비용( ) 28.07

표 1 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the offshore wind power plant for 

case study

구 분 데이터

풍력터빈 용량 5 [MW]

풍력터빈 수 20 기

Weibull shape parameter 1.87

Weibull scale parameter 7.82

내부 전력망 피더 수() 4

외부망 송전 케이블 회선수( ) 1

내부망 전압레벨( ) 33 [kV]

외부망 전압레벨( ) 154 [kV]

해상변전소와 풍력터빈 이격거리() 0.5 [km]

전력판매단가() 246 [원/kWh]

해상풍력발전단지 수명() 20 [년]

할인율() 7 [%]

역률() 0.95

유전자가 입력되며, 이 유전자는 풍력터빈 번호를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유전자에는 해상변전소의 위치 정보를 갖는 유전정보가 

입력된다. 각 피더의 말단 풍력터빈과 육상 연계점의 위치 정보

를 바탕으로 말단 풍력터빈과 해상변전소를 연결하는 내부망의 

말단 케이블과 외부망 케이블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해상

변전소의 위치 정보로 입력한다[18]. 

풍력터빈과 해상변전소의 위치에 관한 유전정보를 갖는 염색

체를 바탕으로 GA을 이용하여 전력망 최적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그림 5와 같이 제시하였다. GA에서는 적합도 평가를 통

해 집단 내에서 우수한 염색체(부모)를 선택하고, 그 중 두 개 개

채의 유전 정보를 교환하여 새로운 자손 염색체를 형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터빈을 나타내는 유전정보가 염색체 교배 과정에

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점 교배법을 적용하였다[25].

5. 사례 연구

앞서 제시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과 해상변전소 위치의 최

적화 방안을 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적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5.1 사례 연구를 위한 해상풍력발전단지 모델

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과 해상변전소 위치의 최적화

를 위한 파라미터를 표 1에 제시하였으며, 풍력터빈과 육상 연계

점의 좌표는 [18]의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또한 내․외부망 케이

블에 관한 파라미터는 표 2에 나타내었다. 

5.2 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최적화 결과

제시된 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최적화를 위해 GA을 

적용하였으며, 집단의 크기는 400, 종료조건은 반복 세대수 500

으로 설정하였다. 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시뮬레이션 수행 결

과에 따른 전력망 구성은 그림 6과 같다. 전력망 구성과 유전자 

정보를 갖는 염색체를 함께 표현하여 유전자 배열에 따른 

내부 전력망 구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6 GA을 이용한 전력망 최적화 결과

Fig. 6 Result of  power grid optimization using GA

그림 6에 나타난 염색체의 유전정보 (16-11-6-1-2), 

(20-19-18-17-12-7), (15-14-9-8-13), (10-5-4-3)은 각각 

1～4번 피더를 구성하는 풍력터빈의 번호를 의미한다. 그리고 

Break Points 유전정보는 각 피더를 구분하기위한 숫자이며, 풍

력터빈의 번호가 아닌 Bit Index로 표현하였다. 또한 해상변전소

와 직접 연결되는 말단 풍력터빈을 지칭하는 Terminal Points 

유전정보 역시 Bit Index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변전소

의 최적 위치 좌표 (3.40, 2.24)는 28번째 유전자 OS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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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대수에 따른 목적함수 비용 변화 과정

Fig. 7 Variation of objective cost function according to 

generations

저장되었다. GA의 세대수 반복에 따른 전체 목적함수 비용 

변화를 그림 7과 같이 나타났으며, 최종 비용은 297.53억 

원으로 수렴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A을 이용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과 

해상변전소의 위치에 대한 최적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경제

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전력망 구성에 관한 초기투자비용과 전

력손실 및 보수비용, 그리고 신뢰도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목적함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전력망 구성 방안으로는 해상변

전소의 위치를 고려하기위한 omTSP 방법을 적용하였고, 해저케

이블의 현실적인 제약을 위해 내부망 케이블의 교차금지에 관한 

제약조건을 함께 제시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사례 연구를 위해 5MW 풍력터빈 20기로 구성

된 100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모의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전력망 구성 최적 

설계에 있어서 해상변전소의 설치 위치뿐만 아니라 실제 해저케

이블의 교차 금지조건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다. 향후 다양한 내부 전력망 구성방안과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

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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