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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 이블은 인류의  다른 해 이용으로 부터 고장의 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해  이용 에 우리나

라에서 해  이블 안 을 하는 요소로는 트롤어선의 개 이나 안강망 어선의 앵커와 같은 조업도

구인 경우가 부분이다. 그리고 연안 구간의 양식어업으로 인하여 어장을 고정시키기 한 나무말목, 쇠말목 

설치, 형선박의 통항에 따른 앵커의 낙하 충격  끌림 등이 해 이블의 해요소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

서는 동아시아횡단(EAC, East Asia Crossing)해 이블망에 하여 8년간 발생된 고장을 바탕으로 원인분

석을 통해 해 이블 보호 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Submarine cable system has been affected by humankind activities like trawl and stow net which has been threatening 

submarine cable in Korea. This research presents the protection ways of submarine cable through the analyses of cable faults on 

EAC system for 8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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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 에 설치되는 해 이블의 종류에는 크게 해

통신용 이블과 력을 공 하는 직류송 의 

HVDC(High-Voltage Direct Current) 이블 두 종류

가 있다. 국내에는 10개의 국제 해 이블 시스템, 

도서지역 간을 연결한 다수의 국내 해 이블, 제

주와 해남을 연결하는 2회선의 HVDC 해 이블, 도

서지역의 력 공 을 한 19개소의 배 선 해

이블이 있다.  

이러한 해 이블은 인류의  다른 해 이용으

로 부터 고장의 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 해  이블의 안 을 하는 요소로 트롤어

선의 개 이나 안강망 어선의 앵커와 같은 조업도

구인 경우가 부분이다. 그리고 연안 구간의 양식어

업으로 인하여 어장을 고정시키기 한 나무말목, 쇠

말목 설치, 형선박의 통항에 따른 앵커의 낙하 충

격  끌림, 쇄 에 시설되어 태풍이나 계 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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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력 등이 해 이블의 해요소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횡단(EAC, East Asia 

Crossing)해 이블망을 운용하면서 발생된 고장을 

바탕으로 원인분석을 통해 보호 책을 제시하고자 한

다.

II. EAC 해 이블 고장 분석

2002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EAC 해 이

블 고장이력을 해 구간(태안해역)  EEZ 구간(제

주 서해)으로 나 어 분석하 다. 해 구간은 육양기

으로부터 약 92km 구간 (한국-일본, 한국-홍콩 

이블)로 나 었으며, EEZ 구간은 육양기 으로부터 

해를 제외한  약 700km 구간 (한국-일본, 한국-홍

콩 이블)로 구분하 다. 이 게 두 지역으로 나 어 

고장이력을 분석한 결과 해 구간에서의 고장은 4건, 

EEZ 구간의 고장은 13건으로 EEZ구간에서의 고장이 

해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EAC 해 이블 고장건수
Table 1. The number of cable faults on E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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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발생 시기를 분석해 보면 EEZ 구간에서는 11

월부터 2월사이가 부분이며, 해구간에서는 과 

여름에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발생 시

기는 서해안의 어류의 이동과 한 련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월별 EAC 해 이블 고장
Table 2. The number of monthly faults on E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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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AC 고장원인 분석

3.1 어로활동 분석

3.1.1 해지역의 어로활동

해지역의 출어선 데이터  안강망 업종을 상

으로 8년간 분석한 결과 매년 같은 시기에 출항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강망 출항 시기와  EAC 해 이블의 월별 

고장발생과 서로 비교 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해지역에서 해 이블의 주요 해 업종은 안강망 

어선으로 분석되며, 이 업종에 하여 해 이블 보

호 방안을 마련하여함과 동시에 보호기술이 용된 

구축기법이 필요하다.

표 3. 2009년 해지역의 안강망 출어선 황
Table 3. A Stow net fishing at territorial waters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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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망 업종은 물때를 이용한 조업방법이므로 이를 

세부 으로 분석해 보면 3물서부터 객기 사이에 조

업이 활발함으로  이 시기에 고장발생 가능성이 높으

며, 조  시기부터 2물 사이는 비조업 시기로 이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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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종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저인망
쌍선 1008 956 916 878

단선 42 37 32 26

선망 (위망) 93 100 96 92

유자망 (유망) 770 770 760 749

채낚기 (우조) 55 55 55 55

일반운반선 71 69 68 66

총계 1968 1917 1859 1800

어민을 상으로 해 이블 보호를 한 교육  홍

보활동을 해야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EEZ 지역의 어로활동

3.1.2.1 한국어선의 어로활동

EAC 해 이블 지역의 한국어선의 출어선  

인망  안강망 어선을 월별로 8년간 분석해 보면 

해지역과 마찬가지로 매년 비슷한 하게 반복되고 있

으며, 인망  안강망 출어선 시기와  EAC 해

이블의 월별 고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 해

지역과 다르게 EEZ 지역에서는 한국어선 이외에 

국어선 들이 입어하여 조업을 하고 있다.

표 4. 2009년 EEZ 지역의 출어선 황
Table 4. A fishing activates at EEZ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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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국어선 어로활동

한국과 국정부는 해마다 어업공동 원회 회담을 

실시하여 양국어선 입어규모, 어종별 어획할당제 도입

에 하여 논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 국의 EEZ에 

조업을 할 수 있다. 입어허가 척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국어선에 의한 제주 서해지역의 해 이블 

고장 험은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어선들이 출 하여 조업을 하는 경

우가 많아, 이들 어선들에 의한 이블 고장가능성이 

높다. 이를 증명하는 하는 한 로 기상 특보 시 이

블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EEZ 입어허가

를 얻은 어선들은 피항지로 피 할 수 있으나, 불법 

입어 어선들은 해상에서 닻에 의존하며 기상 기를 

하기 때문으로 그 동안의 경험으로 분석된다.

표 5. 국어선의 입어 허가척수 
Table 5. The number of permission for chinese fish at 

Korea EEZ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아래의 그림은 국어선의 입어시기를 분석하기 

해 EAC 해 이블 고장지역을 세부 으로 3개로 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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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주 서해의 EAC 해 이블 고장 분포
Fig. 1 Cable Faults of the western of Jeju Island.

고장지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과 국어선의 

EEZ 입어시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하고 있어 제

주서해 지역에서 EAC 해 이블의 고장은 국어선

에 의한 이블 고장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입어시

기 에 국 어민에게 해  이블보호 교육이 선행 

되어야 고장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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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어선의 한국 EEZ에서 조업시기
Table 6. A fishing period of chinese fish at Korea EEZ 

한국 EEZ 조업허가 중국어선 분석(저인망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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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 0 0 0 0 0 24 864 1846 220 152 210 22

범위 2 0 0 0 0 0 6 564 1231 92 224 182 0

범위 3 0 0 0 0 0 24 504 2052 184 34 128 146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3.2  고장 분석 결과

EAC 해 이블 고장분석 결과 해 구간에서는 

한국어선인 안강망 어선의 닻에 의하여 5월 ∼ 9월 

사이에 주로 발생되며, EEZ 해역에서는 국어선의 

인망 어선에 의해 11월에서 1월 사이에 주로 발생

되는 것으로 결과를 얻었다.

표 7.  EAC 해 이블 고장분석 결과
Table 7. The analysis results of cable faults. 

구 분 어법 고장시기 원인 국적

영해 안강망 5월 ∼ 9월
 어선의 

닻
한국

EEZ 
저인망, 

안강망
11월 ∼ 1월

전개판, 

닻

중국, 

한국

IV. 자연재해 (지진)에 의한  분석

최근 아이티 강진에 이어 칠 에서도 형지진과 

쓰나미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구 을 덮치는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기상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건수는 본격 인 지진 측 

이래 최 치인 60건에 달했고, 2010년에도 3월 9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3.2의 지진을 포함해 모

두 12번의 지진이 측 다. 이는 EAC 해 이블 

경로 주변해역으로 지진에 의한 고장이 발생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지구 을 엄습하고 

있는 지진의 공포는 이제 먼 나라 일만은 아니며, 우

리나라에 육양된 해  이블 시스템이 규모 지진

으로 부터 안 지 라고 할 수 없다.

4.1 해 이블 주변 지진 사례

해  지진으로 인한 해 통신망의 피해는 세계 인 

통신 란을 일으킬 정도로 피해가 상당히 크다.  사례

를 살펴보면 2006년 12월 26일 만 수도 타이베이

(臺北) 남쪽 450km, 만 남단 헝춘(恒春) 남서쪽 

23km 해 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아

시아지역의 통신망이 마비상태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

하 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육양된 APCN, APCN2, 

C2C, FLAG, EAC, SMW3, FEA, CUCN 등이 만 

해  주변에서 14개 곳에서 고장이 발생하 으며, 수

리를 완료하는데 약 1년 이상 소요되었다. 

4.2 동아시아 지역 해 이블 근해 지진 가능성

지질학자 등 학계 문가들에 따르면 지진은 지구

를 이루는 ' '이 충돌하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경우

가 많다. 칠  해안은 태평양 동부의 해 지각인 '나

스카 '과 륙쪽 '남미 '의 경계에 치하고 있어 

지진의 발생이 잦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 '태평양 '이 '

유라시아 '의 으로 려들어가는 경계에 치하

고 있다. 이 같은 경계지역이 태평양 주변에 집  배

치돼 있어 '환태평양 지진 '라는 용어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계에서 떨어져 있어 지 까지 국

내 통신망은 안 지 로 인식되어 왔지만 문가들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고 강조하고 있다. 국 허베이성 지진 등  내부 지

진으로 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을 주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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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상청
그림 3. 세계의 지진 

Fig. 3 An earthquake belt in the world.

표 8.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추이
Table 8. The earthquake development in Korea 

                                    자료 : 기상청

4.3 EAC 해 이블의 지진 향 분석 

2002년부터 2010년 3월까지의 EAC 해 이블 주

변의 지진 발생 횟수는 총 45회로 최근 3년간 많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EAC해 이블 주변 지진 
Fig. 3 The earthquake events around EAC cable 

2002 ～ 2010.3

진앙지 치  발생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만, 서해지역에 설치된 EAC 해 이블 주변의 지진 

발생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 까지 진도 1~5까지는  

EAC 해 이블에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EAC 해 이블의 근처에서 발생된다

면 만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향을 받을 수 

있다.

표 9. EAC해 이블 주변 지진 분석표
Table 9. The analysis results of earthquake events 

around EAC cable 2002 ～ 2010.3

년도 5>M≥4 4>M≥3 3>M 총 횟수

2002 5 5

2003 1 5 6

2004 1 7 8

2005 2 1 3

2006 1 4 5

2007 3 3

2008 1 2 6 9

2009 2 3 5

2010 1 1

총계 2 9 34 45

이러한 지진으로부터 해 이블 고장을 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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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들로 설계  포설 시 여장 이블(Slack)을 충분

히 계산하고, 직선경로 포설 방법 보다는 S자 모양의 

포설 과 일정지역 마다 격자(Zigzag)모양의 포설을 

하는 방법이 좋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어로활동 자

료, 항행 자료, 지진 자료  구축비용 등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한 지진에 비한 국가 인 차원

의 비책으로 해 이블망을 어느 특정지역에 집

하여 육양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는 제도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Ⅴ. 결 론

EAC 해 이블 고장분석 결과 해 구간에서는 

한국 어선인 안강망 어선의 닻에 의하여 5월∼9월 

사이에 주로 발생되며, EEZ 해역에서는 국어선의 

인망 어선에 의해 11월에서 1월 사이에 주로 발생

되는 것으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때 어

로 활동상에서 해 이블을 보호하려는 어업인 들

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어업인 들이 어로활동을 하면서 해 이블 근

해에서 조업자제를 계속 으로 홍보해야 한다. 한 

해 이블을 보호하기 한 제도 인 방법으로 보호

구역에 한 구체 인 기 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해 이블 구축 시 안강망  인망 어선들로부터 

고장을 방할 수 있도록 한 보호공법을 개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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