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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 간의 전력계통 연계에 관한 경제성 분석 연구

Economic Evaluation of Power Grid Interconnection between Offshore 
Wind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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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offshore wind power plant (WPP) is very expensive and different from an onshore wind power system 

in many ways. There has been a continuous increase in the capacity of the offshore WPP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offshore wind power to optimize their redundancy. Besides,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a planning for grid interconnection of adjacent offshore WPPs. This paper proposes a economic 

evaluation method to interconnect with adjacent offshore substations in offshore wind power grid. Also, we suggest the 

probabilistic reliability method to calculate a probabilistic power output of the wind turbine and a cost of the expected 

energy not supplied that is used as the reliability index of the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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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럽과 미국, 국을 심으로 규모 해상풍력발 단지

의 건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연구개발을 통해 

규모 해상풍력발  단지를 조성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나

라 서남해안에 규모 해상풍력발 단지 건설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2015년까지 100MW  풍력단지(실증단계), 2017

년까지 400MW  풍력단지(시범), 2020년까지 2GW  풍력

단지(확산단계)를 조성할 계획이다[1, 2].

두 개 이상의 해상풍력발 단지가 서로 연계되어 력생

산 인 단지는 일반 이진 않으나, 국의 Greater 

Gabbard Offshore Wind Farm 사례가 표 이라 할 수 있

다[3]. 풍력단지 체 용량은 504MW이며, 그림 1과 같이 

3.6MW 풍력터빈 100기로 이루어진 Inner Garbbard 단지와 

3.6MW 40기로 이루어진 Gallopper 단지가 우리나라 송

압에 가까운 132kV 해  송 선로로 서로 연계되었다. Inner 

Gabbard 단지의 해상변 소는 132/33kV, 90/90/180MVA 용

량의 변압기 세 로 구성되어 있으며, Galloper 단지의 해

상변 소는 132/33kV, 90MVA 용량의 변압기 두 로 구성

되어있다.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구분하면, 육상 연계 에서 

소용량의 단지가 더 가깝게 치해있는 반면 국의 

Greater Gabbard 해상풍력발 단지는 상 으로 용량이 더 

큰 약 380MW의 Inner Gabbard가 육상 연계 에서 가깝게 

치해있다. 그러나 육상연계 과의 거리가 46㎞로서 우리

나라 400MW가 육상 연계 으로 약 20㎞ 떨어진 과 비교

하면 두 배 이상의 이격거리를 보인다. 그 기 때문에 국

의 풍력단지는 보다 은 용량의 Galloper 단지에서 생산된 

력을 Inner Gabbard 변 소 변압기의 고압 측으로 송 한 

후 육상으로 송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이를 해선 연계

되는 변압기의 고압 측에 스 치 기어를 비롯한 력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선행되었을 것이다. 

그림 1 국 Greater Gabbard 해상풍력발 단지

Fig. 1 UK, Greater Gabbard Offshore Wind Farm

우리나라 해상풍력발 단지의 연계선로에 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이 에, 국의 해상풍력발 단지 사례와 우리나라

의 차이 을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계선로의 경제

성 분석을 할 것이다. 향후 다양한 용량의 해상풍력발 단

지가 우리나라 해상에 건설될 것으로 상이 되는 가운데 

기존 해상풍력발 단지 변 소 간의 계통연계를 통한 상호 

경제성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

은 연계선로의 투자비용과 연로선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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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장비용 감소를 비교하여 경제성을 분석하 다. 바람

을 통해 력을 생산하는 풍력발 기의 출력을 확률론 으

로 모델링하 으며, 경제성 평가를 해 발 단지의 력계

통을 비용 측면으로 모델링하 다.

2. 해상풍력발 단지의 력계통 구성

2.1 해상풍력발 단지의 력계통

일반 으로 해상풍력발 시스템은 그 규모 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크게 풍력터빈들과 내부 그

리드 이블로 구성되는 내부망 그리드, 효율 인 에 지 

송을 한 해상변 소, 송  이블로 구성되며 이는 그림 2

와 같다[4]. 내부망 그리드는 해상풍력발 단지 내의 풍력터

빈들을 해 이블을 통해 연결하여 각 풍력터빈에서 생산

되는 에 지를 해상변 소로 집약시키는 역할을 한다. 해상

변 소는 해상풍력발 단지 건설시 육상연계를 해 해상변

소를 설치하게 되며 내부 그리드의 배  압을 외부망 

송  이블의 고압 벨로 승압시켜 각 풍력터빈에서 생산

된 력을 보다 효율 으로 육상으로 송할 수 있게 된다. 

해상변 소와 육상연계지 을 연결하는 송  이블은 해상

변 소를 통해 승압된 고압의 압 벨로 해상풍력발 단지

에서 생산된 에 지를 육상으로 송하게 된다.

그림 2 해상풍력발 단지의 력계통 구성도

Fig. 2 Power System Configuration of Offshore Wind Power 

Plant

2.2 해상풍력발 단지의 력계통 구성 시 고려사항

해상 풍력발 터빈에서 생산된 력은 해상변 시스템과 

외부망 해 이블을 통해 육상 력계통으로 연계된다. 송

시스템의 하된 신뢰도는 해상 풍력발  시스템의 력

생산에 심각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신뢰도 유지가 

매우 요하다. 그러나 해상 구조물은 육상 구조물에 비해 

매우 고가이며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경제성 확보를 해 한 신뢰도를 갖춘 력시스템 

구축이 요하다[5]. 육상 력설비에 용하는 N-1 

contingency를 동일하게 용하는 것보다는 경제성  신뢰

성 에서 설비의 력 생산량과 고장에 따른 공 지장 

비용을 히 고려한 설비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상 시스템의 신뢰성, 가용성, 유지 보수성에 한 고려 

사항은 육상 시스템과 다르다. 주요한 차이는 해상 인 라

의 투자비용이 높고, 부분의 시설이 흔히 나타나는 기상 

상태로 인해 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해상풍력발 단

지를 설계할 때 요한 것은 반 인 시스템 가용성에 미

치는 향과 운 비용, 선행 자본 투자비용에 따른 설계 결

과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필요한 시스템 가용성의 

달성과 자본 투자  운 비용의 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

아야 한다.

시스템에 도입되는 여유도(Redundancy)는 비용 비 

험의 크기에 한 결정하는 문제이다. 여유도를 도입하면 

운  험성은 크게 감소될 것이지만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

게 된다. 험성은 특정 컴포 트의 고장 가능성과 고장으

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험 향의 정도를 통해 확인된

다. 여유도에 한 비용은 개 주요 시스템의 고장 발생시 

이를 신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

자라고 할 수 있다. 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여유도 비용이 

높더라도 허용될 것이다. 해상 시스템의 여유도 비용은 일

반 으로 육상 시설보다 높으므로 시스템에 용되는 여유

도 수 에 향을 미칠 수 있다[6].

3. 경제성 평가를 한 해상풍력발 단지 모델

3.1 해상풍력발 단지의 확률론  모델

3.1.1 해상풍력발 단지 특성

풍력발 단지의 발 원은 바람이기 때문에 풍력단지가 설

치되는 곳의 바람자원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7]. 특히, 풍력발 기에서 생산된 기에 지가 육상으로 송

되기 해서는 반드시 송 시스템의 해 이블을 거치기 

때문에 해 이블의 고장은 시스템 체 력 송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며 체 사업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바람을 통해 풍력발 기에서 생산된 력이 

해 이블의 고장으로 인해 력 송이 이 지지 않는다면 

풍력터빈에 남아있는 력이 풍력발  단지의 주 수에 악

향을 미치게 되어 2차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풍속의 빈도와 풍력터빈의 출력 특성을 통한 풍력발  단지

의 확률론  력생산량 도출은 해 이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 지장 비용을 산출하는데 요한 요소가 된다. 

3.1.2 확률론  해상풍력발 단지 출력 모델링

해상풍력발 단지 내의 많은 컴포 트들  외부망 해

이블은 단지로부터의 집약된 에 지가 육상으로 송되는 

것이며 고장시 력 송에 직 으로 향을 주게 된다. 

결국 해 이블의 여유도를 결정하는 문제는 에 지 

의 신뢰도 측면에서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 지

장 에 지를 계산하기 해서는 컴포 트의 고장률(failure 

rate), 고장 시 평균 수리시간(mean time to repair: MTTR) 

 이와 련된 비용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며 최종 으로 

이를 통해 컴포 트의 여유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8, 9]. 

이 때 계산된 결과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연간 손실 액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해상풍력발 단지는 일정한 출력을 내지 않고 풍속에 따

라 출력의 크기가 변동하게 된다. 즉, 해상풍력발 단지의 

출력은 풍속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결국 풍속의 분포에 따

라 단지 체 출력의 분포 한 달라진다. 공 지장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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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해서는 이러한 해상풍력발

단지 출력의 확률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력의 확률

분포를 계산하기 해서는 풍속의 확률분포와 풍력터빈의 

출력특성을 이용한다[10, 11].

일반 으로 풍속에 한 확률분포는 Weibull 분포 함수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으며 식 (1)과 같다[2].

 
 
 
 exp




 



 for ≥ ≥ ≥   (1)

여기서,  : 풍속 에서의 확률
        : dimensionless shape parameter of distribution

        : the scale parameter

다음으로 풍력터빈은 풍속의 범 에 따라 다른 출력특성

을 갖게 되며 식 (2)와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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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풍속 에서의 출력 [MW]
       : air density [kg/m3]

        : blade sweep area [m2]

        : coefficient of performance of the turbine

        : the transmission efficiency

        : the generator efficiency

       : cut-in wind speed [m/s]

        : cut-out wind speed [m/s]

        : rated wind speed [m/s]

그림 3 풍속에 따른 Weibull 분포함수  풍력터빈의 출력특

성 곡선

Fig. 3 Weibull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wind 

speed and power output curve of the wind turbine

풍속에 한 Weibull 확률분포 함수와 풍속에 따른 풍력

터빈의 출력특성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 때, 모든 풍력

터빈에 해 동일한 풍속을 용하면 해상풍력발 단지의 

체 출력은 풍력터빈 1기의 출력에 풍력터빈의 수를 곱

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 해상풍력발 단지 체 

출력의 확률 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풍력발 단지의 발 출력에 한 확률분포함수

Fig. 4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power output of 

the wind power plant

그림 4에서 앞뒤에 이산 으로 나타나는 확률은 각각 해

상풍력발 단지의 출력이 0과 정격출력의 확률을 의미한다. 

cut-in 풍속 미만 혹은 cut-out 풍속 이상에서는 출력이 0이 

되며 정격풍속과 cut-out 풍속 사이에의 범 에서는 일정한 

정격출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 한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두 확률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 인 확

률은 cut-in 풍속과 정격풍속 사이에서 발생하는 해상풍력

발 단지의 출력을 나타낸다. 이 범 에서는 풍력터빈의 출

력특성에 따라 출력이 변화하게 된다.

이 범 에서는 풍력터빈의 출력이 풍속에 따라 변하게 된

다. 이를 기반으로 풍력터빈의 평균 출력은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4].

 



·                 (3)

여기서,   : 풍력터빈의 평균 출력 [MW]

        : 풍력터빈의 출력([그림 3]에서의 가로축) [MW]

      : 출력 의 확률([그림 3]에서의 세로축)

3.2 해상풍력발 단지의 력계통 비용 모델

3.2.1 이블 설치비용

이블 설치비용은 이블 제작에 한 단가  설치를 

한 운송, 매설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한 이블의 

단  길이 당 비용에 해상풍력발 단지 력시스템 이아

웃  해상변 소 치에 따라 결정되는 이블 길이를 곱

해 구할 수 있다. 식 (4), (5)은 각각 collector cost에서의 설

치비용, substation cost에서의 이블 설치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collector cost는 내부망 그리드의 이블 비용이며, 

substation cost는 외부 송 이블의 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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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 피더 수

     
 : i번째 피더에서의 j번째 inter-array 

이블 선종에 따른 단  길이당 설치비용 [억원

/km]

      
   : i번째 피더에서의 terminal 이블 선종에 

따른 단  길이당 설치 비용 [억원/km]

        : Export 이블 선종에 따른 단  길이당 

설치 비용 [억원/km]

      
  : i번째 피더에서의 j번째 inter-array 이

블 길이 [km]

        : Export 이블 길이 [km]

        : Export 이블 회선 수

이 때 각 이블의 길이는 이블이 연결하는 두 컴포

트 사이의 직선 거리(straight-line distance)를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는 모든 치에 해서 설치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3.2.2 에 지공 지장 비용

다음으로 공 지장 에 지는 이블의 고장으로 인해 육

상 계통으로 송되지 못하는 에 지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는 이블의 고장률과 련이 있으며 확률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블이 정상 인 상태(가용)와 고장난 상태(비가

용)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상태에 한 확률은 식 (6)과 같

이 계산된다[12, 13].







                (6)

여기서,  : 이블이 가용한 상태의 확률

        : 이블이 비가용한 상태의 확률

         : 이블의 고장률 [회/년]

         : 이블의 수리율 [회/년]

각 고장률과 수리율은 이블마다 그 길이에 따라 달라지

며 이에 따라 확률이 결정된다. 이블이 여러 개로 구분되

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블의 비가용한 상태의 확률은 

해당 이블의 비가용 확률과 나머지 이블들의 가용 확률

을 모두 곱하여 계산되며 각 이블의 고장은 서로 독립

이다. 한 고장률의 경우 모든 MV 이블에 해 선종에 

계없이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각 이블이 고장났을 때 

상되는 손실 력의 크기는 해당 이블이 부담하는 풍력

터빈의 평균출력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식 (7), (8)은 각각 

collector cost에서의 공 지장 에 지 비용, substation cost

에서의 공 지장 에 지 비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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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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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기서,   : 에 지 발  단가 [억원/MWh]

 
  : i번째 피더의 j번째 inter-array 이

블 비가용 상태의 확률


   : i번째 피더의 terminal 이블 비가용 상

태의 확률

  : Export 이블 비가용 상태의 확률 

4. 사례연구

4.1 경제성 분석을 한 고려사항

국의 경우, Inner Gabbard와 Galloper 단지에서 생산된 

력이 Inner Gabbard의 해상변 소 고압 측에 모아진 후 

132kV 해  송 선로 3회선을 통해 육상 력계통으로 송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상풍력발 단지의 경우 그

림 5와 같이 실증단지와 시범단지가 각각 해  송 선로를 

통해 육상 력계통으로 송 할 것이다. 다만, 두 풍력발

단지의 신뢰성 확보를 해 두 풍력발 단지의 해상변 소 

고압 측을 154kV 해  송 선로로 연계함에 목 이 있다. 

특히 100MW 의 실증단지의 경우 150MVA 1회선의 

154kV 해  송 선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송 선로

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그로인한 공 지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 400MW 시범단지에서도 송 선로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인한 공 지장 에 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단지의 해상변 소를 해  이블로 연

계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성을 검토한 

후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림 5 실증  시범단지의 두 변 소 간의 계통연계

Fig. 5 Grid interconnection between two offshore substations 

of testing and demonstration offshore wind power 

plant

연계선로의 경제성 분석을 한 목 함수는 다음과 같다. 

두 변 소 연계를 한 해  송 선로 건설비용과 실증, 시

범 단지의 송 선로 고장제약으로 발생하는 공 지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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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비용을 비교하여 송 선로의 건설비용이 공 지장 비용

보다 낮을 경우 연계선로를 건설하게 된다. 더 많은 요소를 

검토해야 하지만 연계선로를 건설함의 목 이 공 지장비용

을 최소화하기 한 것인 만큼 두 비용에 해 우선 으로 

비교 검토하 다. 

4.2 사례 연구

그림 5는 실증단지와 시범단지 간의 연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100MW 실증단지는 154kV 500㎟ 1회선을 

통해 해  송 선로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400MW 시범단지

의 해  송 선로 구성방식은 미확정된 사항이므로, 본 연구

에서는 시범단지의 해  송 선로를 154kV 500㎟ 3회선으

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구 분 값

실증단지(100MW)의 풍력 용량 5 [MW]×20

시범단지(400MW)의 풍력 용량 5.5 [MW]×72

풍력터빈의 정격 풍속 12 ㎧

Cut-in 풍속 4 ㎧

Cut-out 풍속 25 ㎧

평균풍속 6.94 ㎧

Weibull 라미터 (K) 1.87

Weibull 라미터 (A) 7.82

내부망 압 벨(  ) 33 [kV]

외부망 압 벨( ) 154 [kV]

역률() 0.95

설비 이용률() 30 [%]

해상풍력발 단지 수명() 20 [년]

할인율() 7 [%]

에 지 발  단가() 246 [원/kWh]

외부망 이블
(XLPE Three-core cable with copper, 500mm

2
)

선로  설치 비용( ) 24 [억원/km]

정격용량 151 [MW]

AC 항( ) 0.0631 [Ω/km]

고장률( ) 0.00895 [회/년·km]

수리율( ) 347.6 [회/년]

표  1 모의 해상풍력발 단지 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the offshore wind power plant for 

simulation

실증단지와 시범단지 간의 연계선로의 경제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계선로 건설비용이다. 특히, 시범단

지의 풍력터빈 치  단지 배치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

황에서 시범단지의 해상변 소 치까지 갖고 있는 불확정

성을 고려하기는 실 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향후 진

행될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그 경향을 악하는데 의미

를 두고자 두 단지를 연결하는 해  연계선로는 154kV 500

㎟ 1회선으로 구성하며, 선로 길이는 12㎞로 가정하 다. 실

증단지의 해  송 선로 길이는 10.2㎞이며, 시범단지의 해

 송 선로 길이는 20.6㎞로 산정하 다. 이 같은 길이는 

육상 연계지 을 심으로 해상변 소의 직선좌표를 기 으

로 산출한 것으로써 실제는 이보다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동일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직선거리를 기

으로 하 다. 그 외 이블 고장 데이터, 풍속, 단지 수명, 

에 지 단가, 할인율, 가용률 등 단지 련 라미터를 표 1

에 제시하 다[1, 2].

구분 실증-시범 단지 미연계 실증-시범단지 연계

구조도

풍력발
단지용량

100MW 400MW 500MW

연계선로
투자비용

- - 247.2억 원

공 지장
비용

35.35억 원 2.76억 원 0.4억 원

합계 38.1억 원 247.6억 원

표  2  실증  시범 단지 계통연계 구조

Table 2 Power system interconnection configurations for 

testing and demonstration offshore wind power plant

표 2는 실증-시범단지의 연계선로 용에 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실증단지와 시범단지를 서로 

연계할 경우 공 지장비용에 있어서는 격히 감소하는 것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계선로를 건설하는 소요

되는 기투자비용이 공 지장 비용의 감소를 통해 얻는 수

익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  

이블의 자재비  시공비는 연구 결과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로서, 향후 정확한 이블 가격을 반

하고 400MW 시범 단지의 해  송 선로 구성에 따른 변동

요소를 고려한다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것

이다. 그러나 실증단지와 시범단지의 연계 조건을 기 설

계과정부터 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선로에 한 경

제성의 타당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서로 다른 해상풍력발 단지의 력계통 연계

에 한 것으로써, 높은 기투자비용과 공 지장비용을 고

려하여 경제  분석을 통한 방법론을 제시하 다. 해외 사

례와 비교하고 재 개발 인 우리나라 해상풍력발 단지

를 상으로 모의 사례연구를 제시하 다. 한 본 논문은 

풍력발 단지의 발 특성을 반 하기 해 풍력터빈 출력의 

확률론  모델링을 수행하 으며, 신뢰도 기반의 경제성 분

석을 해 해 이블의 고장률을 고려한 공 지장비용을 

산출하 다. 경제성 분석을 한 해석 모델을 개발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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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향후 개발되는 해상풍력발 단지에 해서도 력계

통 연계에 한 경제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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