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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비용 모델을 이용한
HVAC 해상변전소 적정 위치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iting of HVAC Offshore Substation for Wind Power Plant
using Submarine Cable Cost Model

원 종 남*․문 원 식*․허 재 선*․김 재 철† 

(Jong-Nam Won․Won-Sik Moon․Jae-Sun Huh․Jae-Chul Kim)

Abstract  -  Development of the technologies for offshore wind power is proceeding actively and the installation capacity 

is continuously increasing because of its many advantages in comparison with the land wind power. Accordingly, project 

for Southwestern 2.5GW offshore wind power plant is in progress in Korea. Design of electric power systems for 

offshore wind power plant is very important due to its high investment and operational costs. Hence, it needs to be 

designed in order to minimize costs. This way can be employed in determining the installation location of offshore 

substation for HVAC wind power plant. According to the offshore substation site, MV inter-array cable and HV export 

cable lengths vary and they change a total cost regarding submarine cable. This paper represents cost models with 

variables which are MV inter-array cable and HV export cable lengths to locate the offshore substation for HVAC wind 

power plant. It is classified into submarine cable installation cost, reactive power compensator installation cost, ohmic 

losses, and unsupplied energy cost. By minimizing a total cost, an appropriate installation site of the offshore substation 

is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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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탄 에 지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에 처

하기 해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 지 연구개발에 역량을 기

울이고 있다. 그  풍력발 은 기술의 완성도  경제성을 

인정받아 가장 활발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으로 육상풍력은 건설 부지의 고갈, 설치에 한 민원 등으

로 인해 입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 해상풍력발 의 

개발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유럽의 해상풍력 기술은 상

당히 높은 수 에 도달해 있고 많은 수의 해상풍력발 단지

가 운  이다[1]. 우리나라도 시장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발 에 한 개발을 해 2019년까지 2.5G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계획 이다.

해상풍력발 의 특성상 해상 조건 등으로 인해 설치가 어

렵고 구조물이 복잡한 등 많은 이유로 인해 상당히 큰 기

자본비용  운 비용이 필요하며 이는 육상풍력발 과 비

교하 을 때 약 2배에 이른다[2]. 이로 인해 해상풍력발 단

지 내 력계통의 구성, 즉 풍력터빈 간 연결되는 해 이

블의 구성에 한 기존 연구에서는 총 비용의 최소화를 목

함수로 두고 있다. 참고문헌 [3], [4]에서는 이블의 설치

비용  운 비용을 고려하 으며 참고문헌 [5]에서는 이

블의 고장시 발생하는 비가용 에 지에 한 비용을 추가

으로 고려하 다. 

이는 해상변 소의 설치 치 선정에서도 동일하게 용

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각 풍력터빈 간 해 이블의 

설치여부를 변수로 두었기 때문에 이블의 길이를 상수로 

가정하 으나 해상변 소의 설치 치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는 해 이블의 길이가 변동하게 된다. HVAC 시스템의 

해상풍력발 단지에서의 해상변 소는 각 풍력터빈에서 생

산된 력의 효율 인 송을 하여 내부망 그리드의 배

 압을 외부망 송  이블의 고압 벨로 승압시키는 역

할을 하기 때문에 각 피더로부터의 력 송을 한 내부

망 이블(MV 이블)과 육상으로의 력 송을 한 외부

망 송  이블(HV 이블)이 모두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해

상변 소 설치 치에 따라 내·외부망 체 이블 길이가 

달라지게 되며 이와 련되는 비용 요소들을 고려하여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 을 해상변 소의 정 설치 치로 

결정할 수 있다[6].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 인 피더 구조인 Radial 형태의 

HVAC 시스템 해상풍력발 단지에 해서 내·외부망 해

이블의 길이를 변수로 두고 이에 따른 이블 설치 비용, 

무효 력 보상설비 설치 비용, 손실  유지보수 비용 그리

고 에 지 공 지장 비용에 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바

탕으로 모의 100MW  해상풍력발 단지에 한 사례연구

를 통해 해상변 소의 정 설치 치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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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변 소 치에 따른 이블 길이

해상풍력발 단지에서의 해 이블은 그림 1과 같이 내

부망 이블과 외부망 송  이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내부망 이블의 경우 Collector 시스템 내부의 각 풍력

터빈을 연결하는 이블(내부망 이블 ①)과 각 피더의 터

미 (말단) 풍력터빈과 해상변 소(변압기 랫폼)를 연결하

는 이블(내부망 이블 ②)로 나눠진다[7]. 내부망 이블 

①의 경우 각 풍력터빈들의 치와 내부망 그리드의 피더 

구조가 결정되면 그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블의 길이

는 고정 인 값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내부망 이블 ②의 

경우 해상변 소의 치에 따라 그 길이가 변동하게 된다. 

이하 본 논문에서의 내부망 이블은 모두 내부망 이블 

②를 의미한다. 해상변 소와 육상연계지 을 연결하는 외

부망 송  이블 한 해상변 소의 치에 따라 그 길이

가 변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상변 소의 치에 따른 변

수는 내·외부망 이블의 길이이다. 

그림 1 해상풍력발 단지의 구성과 내·외부망 이블

Fig. 1 Configurat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plant, 

inter-array and export cable

해상변 소가 해상풍력발 단지 가까이 치할수록 상

으로 내부망 이블의 길이가 짧아지고 외부망 송  이

블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반 로 해상변 소가 해상풍력

발 단지에서 멀리 치할수록 내부망 이블의 길이는 길

어지고 외부망 송  이블의 길이는 짧아지게 된다. 결국 

해상변 소의 설치 치에 따라 체 이블의 길이가 변동

하게 되어 이블 설치 비용, 무효 력 보상설비 설치 비용, 

손실  유지보수 비용, 에 지 공 지장 비용 등이 달라지

게 된다.

3. 내·외부망 이블 비용 모델

본 에서는 내·외부망 이블 길이에 따른 비용 요소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공식화한다. 기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이블 설치 비용과 무효 력 보상설비 설치 비용을 제외한 

이블  무효 력 보상설비에서의 손실 비용과 에 지 공

지장 비용에 해서는 해상풍력발 단지의 수명 주기에 

따라 연간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3-5,8].

3.1 이블 설치 비용

그림 2와 같이 나타낸 각 피더별 내부망 이블  외부

망 송  이블의 총 설치 비용은 이블 단가와 매설 비용

을 모두 포함한 비용으로 각각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그림 2 내·외부망 이블 길이

Fig. 2 Length of the inter-array and export cables

  
 



                 (1)

여기서,   : 내·외부망 이블 총 설치 비용 [억원]

         : 내부망 그리드 피더 수

       : 외부망 송  이블 회선 수

        : 내부망 이블의 단  길이당 설치 비용 [억원/km]

        : 외부망 이블의 단  길이당 설치 비용 [억원/km]

        : k번째 피더 터미  풍력터빈에서 해상변

소를 연결하는 내부망 이블 길이 [km]

        : 해상변 소와 육상연계지 을 연결하는 

송  이블 길이 [km]

이 때 해상변 소의 치에 따라 변동되는 내부망 이블 

길이( )와 외부망 송  이블 길이( )는 해상변 소, 내

부망 그리드 각 피더의 터미  풍력터빈  육상연계지 의 

(x, y) 좌표를 설정하여 직선 거리를 계산해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치 좌표에 해 해상변 소 설치 가

능 지 이라고 가정한다.

3.2 무효 력 보상설비 설치 비용

HVAC 시스템 해상풍력발 단지의 경우 해 이블의 정

용량으로 인해 충 류가 발생하며 이러한 진상 무효

력을 보상하기 한 보상설비가 설치된다. 본 논문에서의 

진상 무효 력은 일반 으로 길이가 길고 압 벨이 높은 

외부망 이블에서 발생하는 무효 력으로 가정한다. 한 

무효 력 보상설비로는 유도성 리액터와 STATCOM(정지

형 동기조상기)이 설치된다고 가정한다. 이블의 길이에 따

라서 체 무효 력 보상량이 달라지게 되며 이는 보상설비

의 설치 비용을 결정한다. 외부망 이블에서 발생하는 진

상 무효 력량은 식 (2)와 같이 계산된다[9].

 
··


   ×

         (2)

여기서,  : 이블에서 발생하는 진상 무효 력량 [Mvar]

        : 계통주 수 [Hz]

         : 외부망 이블 단 길이당 정 용량 [μF/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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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1회선당 유도성 리액터가 이블 양단에 설치되며 

각각 체 무효 력량의 반씩의 용량을 갖게 된다. 그리

드 코드에 의해 지상 역률 95% 이상으로 유지하기 한 

STATCOM과 유도성 리액터가 설치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무효 력량은 식 (3)과 같이 계산되며 반씩의 용량으로 

지상 역에서의 STATCOM, 스 치 조작이 가능한 인덕터

의 용량이 결정된다. 이를 종합한 무효 력 보상설비의 설

치비용은 식 (4)와 같이 계산된다[9].

  tan                   (3)

    


     (4)

여기서,   : 그리드 코드에 의한 필요 무효 력량 [Mvar]

          : 해상풍력발 단지 정격용량 [MW].

          : 역률 0.95에서의 역률각 [deg]

          : 무효 력 보상설비 총 설치 비용 [억원]

          : Mvar당 STATCOM 설치 비용 [억원/Mvar]

          : Mvar당 유도성 리액터 설치 비용 [억원/Mvar]

3.3 손실  유지보수 비용

손실  유지보수 비용은 내·외부망 이블  무효 력 

보상설비에 한 에 지 손실  고장으로 인한 유지보수

(수리) 비용을 의미한다.

이블에서의 손실 비용은 이블의 단  길이당 항값

을 고려하여 이블 길이 변동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

는 식 (5),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5]. 수식에서 사용되는 

출력량의 경우 해상풍력발 단지의 설비 이용률(Capacity 

Factor)을 고려한 평균 출력량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식 (7),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0].

단, 손실 비용 계산에서 이블 고장으로 인한 비가용 시

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
  ×

 



 
  



        (5)

   ××
  × 

 


       (6)

   ·                (7)

  ·                   (8)

여기서,      : 내부망 이블 연간 손실 비용 [억원]

           : 외부망 이블 연간 손실 비용 [억원]

          : kWh당 에 지 발  단가 [원/kWh]

          : k번째 피더의 평균 출력량 [MW]

          : 해상풍력발 단지 평균 출력량 [MW]

           : 내부망 압 벨 [kV]

          : 외부망 압 벨 [kV]

          : 역률

           : 내부망 이블의 단  길이당 항 [Ω/km]

          : 외부망 이블의 단  길이당 항 [Ω/km]

          : 설비 이용률(Capacity Factor) [%]

          : k번째 피더의 모든 풍력터빈의

                  정격용량의 합 [MW]

내·외부망 이블의 고장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은 이

블의 고장률과 고장시 요구되는 수리비용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으며 식 (9)와 같다. 여기서 수리비용은 이블 수

리, 매설  선박 운용에 한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11,12].

  
 



               (9)

여기서,   : 내·외부망 이블 유지보수 비용 [억원]

          : 내부망 이블 단  길이당 연간 고장률 [회/년·km]

         : 외부망 이블 단  길이당 연간 고장률 [회/년·km]

         : 이블 1회 고장시 수리비용 [억원/회]

무효 력 보상설비의 손실  유지보수 비용은 각각 기 

설치비용의 0.5%, 15%로 가정한다[9,13].

3.4 에 지 공 지장 비용

해상풍력발 단지에서 생산된 력이 이블 고장으로 인

해 육상 계통으로 송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비용 손실

이 발생하게 된다. 이블의 체 고장률은 내·외부망 이

블 길이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해상변 소 치를 결정하

는 요소가 된다. 이는 에 지 측면에서의 신뢰도 지수  

하나인 공 지장 에 지 지수(Energy Not Supplied index, 

ENS)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에 지 공

지장 비용은 식 (10)과 같다[14].

단, 외부망 이블 고장으로 인한 공 지장 에 지에 

해서는 2회선 이상인 경우 해상풍력발 단지의 평균 출력량

()에 비해 이블의 정격 용량이 크기 때문에 1회선인 

경우에만 고려한다.

   ×
  ×

 



           (10)

여기서,   : 연간 총 에 지 공 지장 비용 [억원]

           : k번째 피더의 내부망 이블

              연간 고장 시간 [시간]

         : 외부망 이블 연간 고장 시간 [시간]

       

내·외부망 이블의 연간 고장 시간()은 식 (11)과 같이 

이블의 고장률(), 수리율(), 길이()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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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목 함수

해상변 소의 정 설치 치 선정을 한 목 함수는  

비용 모델 합산 결과의 최소화이다. 이  식 (12)의 연간비

용(EBITDA) 요소인 손실, 유지보수  에 지 공 지장 비

용에 해서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해 재가치로 환산시 

감가상각비와 법인세율을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액법을 이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 으며 내용연수는 

단지의 수명과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이를 통한 최종 목

함수는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15].

단, 해상변 소 설치로 인한 풍력터빈에의 향을 최소화

하고 선박, 헬리콥터 등의 근성을 높이기 해 해상변 소

와 각 풍력터빈 간에는 최소 이격거리가 존재한다. 내부망 

그리드 피더 터미  풍력터빈과 해상변 소를 연결하는 모

든 이블의 길이는 최소 이격거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이격거리는 해상풍력발 단지마다 다르게 용될 수 있다.

             (12)

min   
× ×

 


(13)

        ≥min

여기서,   : 이자율 [%]

         : 법인세율 [%]

         : 감가상각비 [억원]

         : 해상풍력발 단지의 수명(=내용연수) [년]

       min  : 풍력터빈∼해상변 소 최소 이격거리 [km]

4. 사례 연구

4.1 모의 해상풍력발 단지 모델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해상변 소 정 설치 치 선정 

방법에 한 사례연구를 해 그림 3과 같은 100MW  해

상풍력발 단지를 모의하 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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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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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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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뮬 이션을 한 모의 해상풍력발 단지

Fig. 3 Offshore wind power plant for simulation

이에 한 라미터는 표 1과 같다. 각 피더에 한 설비 

이용률의 경우 평균 풍속이 동일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 5개

의 피더에 해 각각 다른 값을 용하 다.

구 분 값

풍력터빈 정격용량 5 [MW]

풍력터빈 수 20

1개 피더당 풍력터빈 수 4

내부망 그리드 피더 수(  ) 5

외부망 송  이블 회선수( ) 1

단지 용량() 100 [MW]

내부망 압 벨(  ) 33 [kV]

외부망 압 벨( ) 154 [kV]

역률() 0.95

계통 주 수() 60 [Hz]

설비 이용률() 26∼30 [%]

풍력터빈간 이격거리 800 [m]

풍력터빈∼해상변 소 최소 이격거리(min ) 0.5 [km]

해상풍력발 단지 수명() 20 [년]

표  1 모의 해상풍력발 단지 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the offshore wind power plant for 

simulation

표 2는 모의된 해상풍력발 단지 내 풍력터빈들의 치 

 육상연계지 의 x, y축 좌표를 나타낸다.

풍력터빈 x y 풍력터빈 x y

1 2.26 0.57 11 1.13 1.70 

2 2.83  1.13 12 1.70  2.26 

3 3.39  1.70 13 2.26  2.83 

4 3.96  2.26 14 2.83  3.39 

5 4.53  2.83 15 3.39  3.96 

6 1.70  1.13 16 0.57  2.26 

7 2.26  1.70 17 1.13  2.83 

8 2.83  2.26 18 1.70  3.39 

9 3.39  2.83 19 2.26  3.96 

10 3.96  3.39 20 2.83  4.53 

육상연계
지

10.99 1.70 

표   2  풍력터빈  육상연계지  치좌표

Table 2 Position coordinates of wind turbines and onshore 

connecting point

본 사례연구에서 사용된 내·외부망 이블의 종류, 라

미터  비용 련 데이터를 표 3과 같이 정리하 다

[5,9,1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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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데이터

내부망 이블
(XLPE Three-core cable with copper, 300mm

2
)

설치 비용(  ) 5.21 [억원/km]

정격용량 30.29 [MW]

AC 항(  ) 0.079 [Ω/km]

고장률(  ) 0.00743[회/년·km]

수리율(  ) 912.5 [회/년]

외부망 이블
(XLPE Three-core cable with copper, 400mm

2
)

설치 비용( ) 6.62 [억원/km]

정격용량 134.89 [MW]

AC 항( ) 0.0631 [Ω/km]

고장률( ) 0.00895 [회/년·km]

수리율( ) 347.6 [회/년]

정 용량(  ) 0.15 [μF/km]

에 지 발  단가() 117.86 [원/kWh]

이블 수리비용( ) 7.08 [억원/회]

무효 력

보상설비

설치비용

STATCOM
()

1.0 [억원/Mvar]

유도성 리액터
( )

0.15 [억원/Mvar]

이자율() 4 [%]

법인세율() 22 [%]

표   3  내·외부망 이블  비용 데이터

Table 3 Datum about cable and cost

4.2 시뮬 이션을 통한 해상변 소 치 선정

와 같이 모의한 해상풍력발 단지에 한 해상변 소 

치 선정을 해 상용 소 트웨어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해상변 소의 치 좌표에 따라 

계산된 총 비용의 시뮬 이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해상변 소 치 좌표에 따른 총 비용

Fig. 4 Total cost according to offshore substation site

이는 x, y축 좌표상에서 모든 해상변 소 치에 한 총 

비용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  최소 비용이 되는 지 의 

좌표는 (3.89, 1.77)이며 이를 해상변 소의 정 설치 치

로 선정한다. 결정된 해상변 소 설치 치에 해 각 비용

별 계산 결과들을 표 4에 정리하 으며 해상변 소의 정 

설치 치를 그림 5와 같이 해상풍력발 단지 맵에서 나타

내었다.

구 분 계산 결과

이블

설치 비용

내부망 28.70 [억원]

외부망 46.97 [억원]

무효 력 보상설비 설치 비용 20.33 [억원]

EBITDA

손실 비용 0.41 [억원]

유지보수 비용 3.79 [억원]

에 지 공 지장 비용 0.06 [억원]

총 이블 비용 가 129.77 [억원]

표   4  각 비용 요소별 계산 결과

Table 4 Calculation results of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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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상변 소 설치 치

Fig. 5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offshore substa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상풍력발 단지의 높은 기자본비용과 

운 비용을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해상변 소

의 정 설치 치를 선정하기 해 내·외부망 해 이블

의 길이에 따라 변동되는 이블 설치 비용, 무효 력 보상

설비 설치 비용, 손실  유지보수 비용, 에 지 공 지장 

비용에 한 비용 모델을 제시하 다.

이에 한 사례 연구를 해 MATLAB을 이용하여 5 피

더의 100MW  해상풍력발 단지를 모의하 으며 총 비용 

가의 최소화를 목 함수로 두고 각 비용 요소들에 한 

시뮬 이션을 통해 해상변 소의 정 치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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