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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저케이블은 도서지역의 전력 송전 및 대륙 

간의 통신 연결을 위해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에도 도서지역의 전력 공급

을 위한 배전용 해저케이블이 1979년부터 설

치되기 시작하였으며 [1], 제주와의 연결을 위

해 HVDC 해저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럽풍력에너

지협회 (EWEA)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유

럽 해상풍력 설치 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

비 50% 증가하였다고 한다. 해상풍력은 풍황 

조건, 부지 확보 및 소음 문제 등에서 육상풍

력보다 이점이 많으므로 해상풍력단지의 건설

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풍력단지에

서 생산된 전력을 해상변전소를 통해 육상 전

력계통에 연계 (그림 1)하는데 필수적인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유지보수 면에서, 해상풍력단지는 여

전히 육상풍력단지보다 약 2∼2.5배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이 

중 대용량의 전력을 송전하는 해저케이블에서 

발생하는 고장은, 전력생산의 중단에 따른 여

파가 클 뿐만 아니라, 사고 복구를 위한 시간

과 비용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유지보수 전략

을 설계 단계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 발생 후의 복구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의 일반사항을 2장에서 살펴보고, 사고 분석을 

3장에서 소개한다. 그리고 해저케이블 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복구할 수 있는 매설심도 결

정, 예방진단, 복구 기술을 4장, 5장, 6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2. 일반사항

해저케이블이 해상풍력용으로 사용될 경우

에는, 크게 내부전력망에 사용되는 케이블과 

외부전력망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구분된다. 

그리고 외부전력망은 송전방식에 따라 AC와 

DC로 나뉜다. 내부전력망은 풍력단지 내부의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의 
예방진단 및 복구 기술

그림 1.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의 계통연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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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터빈들 사이의 연결을 말하며, 외부전력

망은 최말단의 풍력터빈 혹은 해상변전소가 

있는 경우, 해상변전소에서 육양부까지의 연

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내·외부전력망 모두 광섬유케

이블이 포함된 3심 광복합케이블을 주로 사

용하는데, 이는 광섬유케이블을 통신용도 뿐 

아니라, 해저케이블의 실시간 감시진단용으

로도 사용하기 위함이다.

 

2.1 시공 과정
해저케이블의 시공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전 단계

에서의 작업이 완벽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어, 전체 공정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해저케이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치 작업이 특히 중요한데, 해저

케이블의 설치작업은 경과지 청소, 굴착, 양

육, 포설, 매설 및 보호공사로 이루어진다.

2.2 기술기준 현황
해저케이블에 대해서는 IEEE (국제전기전

자기술자협회), BSH (독일연방해운수리청),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DNV (노르웨이 

선급), SCUK (Subsea Cables UK{이전의 영

국케이블 보호위원회 (UKCPC)}), CIGRE (국

제대전력망기술협의회) 등의 기관에서 발간

된 기준들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IEC 기준

은 해저케이블의 전기적인 설계에 많이 적용

되며, 해저케이블 뿐만 아니라 일반 전선에

도 적용된다. 그리고 해저케이블 시험에는 

CIGRE의 가이드라인이 많이 사용된다.

최근 영국의 "Subsea Cables UK"에서는 

영국해상에 해상풍력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풍력 개발자와 해저케이블 소유주 사이

에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 (풍력터빈과 해

저케이블 이격)의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인 "The Proximity of Offshore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s & Submarine Cable 

Infrastructure in UK Waters"을 제정하였

다 [4].

앞으로 해상풍력단지의 건설이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국과 같

이, 해저케이블 유지보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 많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저

케이블의 설치, 운영, 예방진단 및 복구 기

술에 대한 기준도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3. 사고 분석

3.1 사고 원인
"IEEE Standard 1120-2004"[5]에서는 해

저케이블의 주요 사고 원인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어업이나 정박 작업

을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 인간의 활동에 의한 물리적인 피해 (어

업 및 정박 작업 등)

·자연적인 피해 (지진 등)

·전기적인 절연파괴

· 유압시스템의 고장 (유입 해저케이블의 

경우) 

그림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59∼2006

년 사이 발생한 전력 및 통신 해저케이블의 

사고 원인 (총 사고 건수: 2,162개)을 분석하

면, 인간에 의한 어업활동 및 앵커 (정박 작

그림 2. 해저케이블 시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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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의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50% 정도

로,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저케

이블 사고는 저인망 어선 (Trawler fishing, 

바닥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깊은 바다 속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활동이나 정박 작업

이 많은 근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림 

4를 보면, 1997년∼2000년 사이 발생한 해

저케이블 사고의 70% 이상이 수심 100 m 이

하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업활동 및 정박작업은 해저케이

블의 매설심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설심도 선정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로 경과지 조사 이후 위험성 평가를 통하

여 선정하고 있다. 

3.2 사고 사례
해상풍력단지에서 발생한 해저케이블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은데, 주로 시공선

의 앵커와 해저 환경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

며, 해저케이블 교체 및 전력공급 중단 등으

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4. 매설 및 수리

4.1 매설심도 결정
어업 및 정박작업 등을 고려하여 매설심

도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영국의 "Allan, 

PG. (SEtech Ltd)"는 1998년 매설심도 산

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BPI (Burial 

Protection Index)"[12] 개념을 정립하였다. 

BPI는 해저케이블의 주요 위험 요소인 낚시

장비 및 앵커의 침투 깊이가 해저 토양의 종

류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BPI = 1"은 비배수 전단

강도 (Undrained shear strength)가 40 kPa

그림 3. 해저케이블 사고 원인 [6].

그림 4. 수심에 따른 해저케이블의 사고율 [7].

표 1. 해저케이블 사고 사례.

풍력 
단지명 
(국가)

발생
년도

사고 내용

Horns 
Rev1 
(DK)

2002
해저케이블 설치 중 시공선 앵커에 의한 손
상으로, 피해금액이 2만 유로에 달했음 [8] 

Arklow 
Bank 
(IE)

2005
해저케이블 설치 중 시공선 앵커에 의해 외
부전력망의 해저케이블이 손상되었음

Scroby 
Sands 
(UK)

2007

외부전력망으로 사용된 해저케이블 3가닥 
중 1가닥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나머지 2가
닥의 해저케이블로 전력을 공급하였고, 이때 
최대전력공급은 40 MW로 제한되었음. 고장 
원인은 해저케이블 연결 부분에 스며든 수분 
때문으로 추정되었고 추후,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여 교체작업을 진행하였음 [9]

Blyth 
(UK)

2008

바위가 많은 해저 환경으로 인해 외부전력망
의 해저케이블이 손상되어 교체작업을 하였
음. 교체된 해저케이블은 특히 외장에 주의
를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9년 1월 
풍력단지는 재운전 되었음 [10]

Burbo 
Bank 
(UK)

2009
백호준설기 (Backhoe dredger)에 의해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었음

Thanet 
(UK)

2012

해상변전소로부터 육상까지의 연결을 위해 
사용된 2가닥의 외부전력망 해저케이블 중 1
가닥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한동안 제한된 전
력만 공급하였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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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점토에서 일반적인 트롤이나 낚시장비로

부터 해저케이블이 충분히 보호됨을 의미하

며, 굵은 모래 (Course sand)의 경우 매설심

도는 1 m에 해당한다. BPI 지수가 높을수록 

매설심도는 커지며, 다음의 3단계로 나뉜다 

(그림 5).

· BPI = 1 : 낚시장비를 사용하는 지역에

서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 경우로, 앵

커를 사용하여 정박하는 것이 드문 수심 

50∼100 m에 해당된다.

· BPI = 2 : 약 2톤까지의 앵커를 사용하

는 선박이 운항하는 지역에서 해저케이

블을 보호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어업활

동은 가능하나 대형 선박에는 적합하지 

않다.

· BPI = 3 : 초대형 선박을 제외하고, 앵

커로부터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 경우

로, 선박과 앵커의 사이즈에 따라 약간

의 조정은 가능하다.

BPI 개발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되어야 하며, 위에서 소개된 BPI는 모

든 관련 변수들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위에

서 고려한 변수에는 토양의 전단강도, 침전

물 (퇴적물)의 유동성, 케이블 강도, 어업 및 

해양활동 등이다. 그리고 해저케이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BPI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수리시간 및 비용
기상 조건 (Weather window)을 파악하는 

것은 공사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 된다. 즉, 기상 조건인 풍속, 파고, 기온, 

강설량 및 강우량 등의 자료를 통해 작업가

능한 일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하지만 너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수리시간을 정확

히 예측하기는 힘들다.

아래 표 2와 표 3은 "Ambra Sannino 

(ABB社)"에서 제시된 해상풍력단지에 사용

된 해저케이블의 수리시간과 고장률을 나타

낸다. 단, 이 자료는 2006년에 발표된 자료

로 현재는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 개

발로 인해 수리시간이 다소 감소하였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해저케이블 설치 시 투입되는 비용은 해상

풍력단지 전체 시공비용의 8∼10% 정도로 

작으나, 운영 중 사고의 80% 이상이 해저케

이블로 인해 발생되며, 수리비용도 다른 경

우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수리비용에 대해 예상치를 제시한 자료는 

표 4와 같은데, 이때의 가정은 수리선박과 

다이빙 선원 (Diving crew)이 파고 1.5 m 이

내와 풍속 12 m/s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상환경이 파고 1.5 m 

이내, 풍속 12 m/s 이내 Weather Window 

조건에 대한 대기시간은 7일이라고 가정하였

다.

그림 5. 해저토양에 따른 BPI 지수 [12].

표 2. 조건별 해저케이블의 수리시간 [13].

표 3. 해저케이블의 고장률과 MTTR [13].

해 상
육 상

겨 울 여 름

2,160시간 (90일) 720시간 (30일) 72시간 (3일)

종 류
고장률 

(1/년, km)
MTTR(평균고장

수리시간)

외부 전력망 케이블
(5 km Feeder cable)

0.015
1,440시간 

(60일)

내부 전력망 케이블
(1.2 km Feeder cable)

0.015
1,440시간 

(60일)

터빈 내 케이블
(80 m Tower cable)

0.015
240시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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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해저케이블 1가닥에 대

한 총 비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즉, 자

재, 인건비, 수리장비, 대기비용 등을 합하여 

1.94 M€가 계산되었으며, 만약 연간 고장률

이 0.57 (21개월당 사고 1건 발생)이라는 전

제 하에서 계산하면, 연간 1.10 M€가 소요됨

을 알 수 있다 [15].

5. 예방진단 기술

5.1 온도분포측정
해상풍력단지의 출력은 변동이 심하며, 해

저케이블이 매설된 주변 생태계도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변화된다. 따라서 동일 전력을 

송전하더라도 해저케이블의 온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저케이블 

내부에 광섬유케이블을 포함시켜, 경과지를 

따라 발생된 온도를 파악하는 온도분포측정 

(DTS, Distributed Temperature Sensing)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이미 지중

케이블에 많이 적용된 기술로, 해저케이블

의 온도 정보는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를 위

해 중앙감시제어시스템 (SCADA system)으

로 전달된다.

5.1.1 DTS 기술의 원리 [16]
광섬유는 전자기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

으므로 전력케이블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

된다. 이런 광섬유케이블을 이용한 온도측정

의 근본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섬유에 대단히 폭이 좁은 레이저 

(Pulsed laser) 파형 요소를 보내면, 일부분

은 흡수되고 나머지는 산란 (Scattering)한

다. 산란은 크게 3종류로 구분되는데, 그 중 

온도와 관련된 산란을 "라만산란 (Raman 

scattering)"이라 한다. 

라만산란은 다시 Stokes와 Anti-Stokes 

범위의 산란으로 구분되고, 여기서 Stokes 

범위의 산란은 온도 변화에 무관하지만, 

Anti-Stokes 범위의 산란은 온도변화에 따

라 그 진폭 면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준다. 

여기서, 온도 측정은 바로 Stokes와 Anti-

Stokes의 라만산란 조도를 분석함으로써 얻

게 되는 결과이다.

이런 광섬유케이블에 의한 온도분포측정 

기술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역산란 되는 신호를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되는 레이저파의 지

연시간 (Duration time)이 최소 측정간격

으로 간주된다. 만약 측정점 간격이 0.5 m

이고, 10 km 광케이블이 설치될 경우에는, 

20,000개 지점에서의 온도값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5.1.2 적용 사례
이미 LIOS Technology (독일), SENSA (영

국), NOVA Monitoring (독일) 등의 회사에

서 개발된 DTS 장비가 해저케이블 모니터링

에 활용되고 있다. 이 중 Burbo Bank 해상

풍력단지 (90 MW, 영국)에서 DTS 시스템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장비별 수리비용과 시간 [15].

표 5.  해저케이블 수리 1회 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15].

장 비
비 용 (동원일수

/해제일수)
수리비용
(일수)

Cable lay vesel
40,000 €/1일

(8/8)
60,000 €/1일

(5)

Burial Tool
15,000 €/1일

(2/2)
20,000 €/1일

(5)

Vessel
12,000 €/1일

(2/1)
20,000 €/1일

(5)

장비
동원/

해체비용
(€/1건)

수리
비용

(€/1건)

대기
비용

(€/1건)

총비용
(€/1건)

총비용
(€/1건)

포설 
선박

640,000 300,000 420,000 1,360,000 771,120

매설 
장비

60,000 100,000 140,000 300,000 170,100

수리
선박

36,000 100,000 140,000 276,000 156,492

총비용 736,000 500,000 700,000 1,936,000 1,09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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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bo Bank 해상풍력단지에서는 LIOS 

Technology社의 "Roman-OFDR"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저케이블의 Hot spot이 발생하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때 사용한 광섬유는 "Fibre-In-Metal-Tube 

(FIMT)" 기술을 이용하여 전력케이블 내에 

포함되며, 측정 간격은 2 m이고, 채널당 5분

의 측정 사이클을 가진다. DTS 장비로 실시

간 관측한 온도분포는 그림 6과 같으며, 다

음의 3개 섹션으로 구분된다.

· Section 1 (4 km 이하) : 육상케이블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며, 약 4 km 지점에

서의 Hot spot 지점은 육상케이블과 해

저케이블이 접속되는 지점을 나타낸다.

· Section 2 (4~12.5 km) : 외부전력망 해

저케이블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며, 부하

가 낮을 경우 (회색선)와 높을 경우 (검

은색선)의 온도차가 약 5℃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Section 3 (12.5 km 이상) : 내부전력

망 해저케이블의 온도분포를 나타내며, 

각 풍력터빈의 배치 위치에 따라 송전되

는 전력량이 상이하므로 온도분포가 달

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말단에 연결

된 풍력터빈일수록 송전하는 전력량이 

줄어들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온도

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7]. 또한, 

Section 3에서 나타난 Hot spot은 해저

케이블과 각 풍력터빈의 접속점을 나타

낸다. 이때, 온도가 50℃까지 올라가지

만 해당 해저케이블의 허용온도 제한값

은 90℃이므로 절연성능에는 문제가 되

지 않는다.

Burbo Bank 해상풍력단지 외에도, 

Walney 1 & 2 해상풍력단지 (367 MW, 영

국)에도 DTS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이 풍력

단지의 외부전력망 (각각 48 km, 49 km)의 

온도분포측정에는 Omnisens社의 "Ditest- 

LTM" 제품이 사용되었고, 모니터링 장치는 

육상변전소에 설치되었다 (그림 7)[18].

Greater Gabbard 해상풍력단지 (500 MW, 

영국) 역시 DTS 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 이 

풍력단지의 외부전력망은 3가닥 (132 kV)

이며, 2개의 해상변전소 사이는 해저케이

블 1가닥 (16 km)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

게 총 4가닥의 해저케이블에 Omnisens社의 

"Ditest- LTM" 제품 2개가 사용되었다. 

즉, 육상변전소에 1개, 해상변전소 2개 중 

하나인 Inner Gabbard 해상변전소에 1개가 

설치되었다. 이때의 측정 간격은 외부전력망 

3가닥의 경우에는 3 m, 해상변전소 사이에 

설치된 해저케이블의 경우에는 2 m이다 (그

림 8,9)[18].

5.2 VLF tanδ 진단
한국전력공사의 해저케이블 열화진단기

술로 2008년부터 선정된 VLF (Very Low 

Frequency) tanδ 진단기술은, 해저케이블에 

저주파 (주로 0.1 Hz) 전원을 인가하여 전압

과 전류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tanδ (손실계

수)을 계산하여 절연체의 열화 상태를 추정

하는 기술이다.[1]

절연체에 교류전압이 인가되면, 이상적인 

그림 6.  Burbo Bank 해상풍력단지에서 DTS 장
비로 측정한 온도분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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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물의 경우에는 저항성분은 없고, 정전용

량 성분만 가지게 된다. 하지만 손상된 절연

체의 경우에는, 이런 저항성분이 발생하여 

전력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

련된 식은 아래와 같다.

Dissipation Factor

여기서, ω : 각주파수 (2πf(rad/s))
          R : 저항 (Ω)

          C : 커패시턴스 (F)

          U : 전압 (V)

VLF 진단에 사용되는 장비는 사용 전압과 

주파수에 따라 사양이 달라진다. 그림 10은 

HIGH VOLTAGE inc.社의 VLT tanδ 진단 장

비로, 전압 범위는 0∼60 kV이고, 주파수 범

위는 0.01∼0.2 Hz 이다 [19].

5.3 부분방전 진단
케이블의 절연체에 보이드 (Void) 및 이물

질이 존재하면 내부에서 부분방전이 일어나

게 되며, 장시간 사용 시 주변과의 화학작용

에 의해 절연파괴를 일으킨다. 이런 부분방

전 현상을 이용하여 케이블의 절연열화 정

도를 파악하는 부분방전(Partial Discharge, 

PD) 시험은 케이블에 전압을 인가하여 이때 

발생하는 방전량을 측정하게 된다.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에서도 실시간 예

방진단을 위해 PD 기술이 도입되고 있

다. 영국의 HVPD社는 에너지기후변화

부 (DECC,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상

풍력단지 내·외부전력망의 해저케이블을 

온라인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인 "Offshore 

High Voltage Network Monitoring System 

(OHVMS)"을 개발할 것이라고 2013년 5월에 

발표하였다. 이 시스템은 다음의 기술을 포

그림 7.  Omnisens社의 DTS 장치가 적용된 
Walney 1 해상풍력단지 [18].

그림 8.  Omnisens社의 DTS 장치가 적용된 
Greater Gabbard 해상풍력단지 [18].

그림 9.  Inner Gabbard 해상변전소에 설치된 
Omnisens社의 "Ditest-LTM" 장치 [18].

그림 10.  HIGH VOLTAGE,inc.社의 VLT tanδ 시
험장비 [19].

2

2

/ 1tan true power U R
reactive power U C CR

δ
ω 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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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다.

·전 구간의 부분방전 모니터링

·시스 전류, 과전압 / 과전류 모니터링

·육상 / 해상변전소의 부분방전 모니터링

·Ethernet / GPRS를 통한 원격 감시

·데이터 분석

그림 11은 HVPD社에서 제시한 해상풍력단

지의 내·외부전력망에 부분방전 진단장치가 

적용된 예시이며, 이 부분방전 모니터가 
설치되는 지점이다 [20,21].

6. 복구 기술

6.1 고장점 탐지 기술
해저케이블에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

한 기술이 동원되어 고장점을 탐지하고 신속

한 복구 작업에 들어간다. 이때, 사고의 유

형, 발생장소, 해상환경 등에 따라 수리시간, 

비용 및 동원되는 장비가 결정된다.

고장점 탐지는 우선, 3상이 분리되어 있

을 경우에는 고장이 발생한 해저케이블을 선

별하고, 개략구간을 찾기 위한 시험을 수행

한다. 이때, Murray Loop 시험법과 Time 

Domain Reflectometer (TDR) 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그 후 고감도센서(Searching coil) 

기술을 사용하여 상세구간을 찾게 된다.

6.1.1 Murray Loop 시험 
휘스톤브릿지 (Wheat stone Bridge)의 원

리를 이용한 Murray Loop 시험법은 회로구

성이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나, 회로 구성

을 위한 건전선로의 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다른 양호한 특고압 해

저케이블이 고장 난 해저케이블 근처에 있으

면, 이 해저케이블에 의한 유도전압 때문에 

영점 조정이 어렵다. 관련 식은 아래와 같으

며, 기본회로도는 그림 12와 같다.

여기서, ρ : 저하률

          A : 도체단면적

6.1.2 TDR 시험
TDR 시험은 해저케이블에 측정을 위한 펄

스를 전송한 다음, 해저케이블 상의 고장점

에서 특정 펄스를 반사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다. 이때, 돌아오는 펄스의 시간이 측정되고, 

해저케이블의 거리 (D)로 변환되어 고장점을 

알 수 있다. 단, 절연체 구성물질의 유전율에 

따라 펄스의 속도가 달라지므로, 해저케이블

이 처음 설치될 때 TDR을 이용하여 전송속

도를 구하는 것이 좋다.

그림 11.  HVPD社의 해저케이블 예방진단 시스템
의 개요도 [21].

그림 12. Murray Loop 시험 회로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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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 고장점까지의 거리 (m)

t : 입사 및 반사파의 측정시간 차 (s)

c : 3 × 108 (m/s)

ε : 유전율

v : 전송속도 (m/s)

그림 13은 TDR 시험을 위한 회로도이며, 

그림 14는 육상에서 수행된 TDR 파형의 결

과를 나타내는데, 고장점이 명확하게 구분됨

을 알 수 있다. 만약, 사용되는 케이블이 광

복합 해저케이블의 경우에는 OTDR (Optical 

TDR) 시험도 병행하여야 한다.

6.1.3 상세구간 탐지시험
상 세 구 간  탐 지 시 험 은  고 감 도 센 서 

(Searching coil) 시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시험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한 것으

로 해저케이블에 시험전류를 흘려 이때 발생

하는 자계의 변화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즉, 

그림 15와 같이 차단기를 개방한 상태에서 

해저케이블에 시험전류를 주입하면 고장점에

서 전류가 대지로 흘러 고장점 전, 후에 변곡

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변곡점이 바로 고장

점이다 [22].

그림 16은 고감도센서 시험과 유사한 원

리로, 해저케이블에 유도된 자장을 보내 해

저케이블의 매설심도 및 고장점을 확인하는 

TELEDYNE TSS社의 "TSS 350" 제품을 나

타낸다. 즉, 여러 개의 측정센서에서 각각의 

자장을 측정하여 삼각측량법으로 해저케이블

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한다.

6.2 복구 자재 및 수리선박
손상된 해저케이블의 복구를 위해서는 특

별히 고안된 전용 수리선과 전문 기술자가 

그림 13. TDR 시험 회로도 [23].

그림 14. 육상케이블의 TDR 파형 예시 [24]. 그림 16. TELEDYNE TSS社의 "TSS 350" [25].

그림 15.  고감도센서를 이용한 고장점 탐지 
[22].

,
2

t cD ν ν
ε

•
= =



36 테마

테 마 기 획     _ 전기기기 및 설비 진단 기술(2)

필요하며, 예비용 해저케이블을 포함한 예비

자재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 예비자재는 일

반적으로 "Repair joint kits"의 패키지 형태

로 공급되며, 제작사 별로 구성품이 달라질 

수 있다. 

6.2.1 예비용 해저케이블 (Spare cable)
예비용 해저케이블의 길이는 수심의 최소 

2배 이상이며, 적어도 아래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26].

· 현수선 모양으로 해저에 놓일 것을 감안

한 여유 길이

· 수리선박 내에서의 작업의 용이성을 위

한 여유 길이

· 선박 내 해저케이블 기중기에 매달리는 

것을 감안한 여유 길이

· 접속 시 해저케이블의 일부가 잘릴 것을 

감안한 여유 길이 등

6.2.2  현장 복구용 접속재 (Field Repair 
Joint)

해저케이블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

저케이블 인양 후 선상에서 실시하는 접속재

로서, 해저에 설치되는 특성상 해수의 압력 

하에서 해저케이블의 접속부를 안정되게 밀

봉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해수에 의한 부

식특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해저케이

블의 포설장력 및 조류에 의한 외력을 지탱

해 주는 외장이 견고하게 연결되도록 제작되

어야 한다(그림 17)[28]. 

6.2.3 굽힘 보강재 및 굽힘 제한재
해저케이블은 제작사에서 제시한 허용 굽

힘반경 (MBR; Minimum Bending Radius)

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도한 굽힘 현상이 반

복되면 해저케이블에 피로를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가 굽힘 

보강재 (Bending Stiffener)인데, 주로 탄성

중합체 (Elastomer sleeve)로 만들어지며 해

저케이블을 완전히 에워 싼 형태이다. 그리

고 원추형 모양으로 제작되어 굽힘 강성도를 

점차 증가시킨다 (그림 18)[29].

굽힘 현상을 방지하는 또 다른 자재로는 

굽힘 제한재 (Bending Restrictor)가 있다. 

이 굽힘 제한재는 굽힘 보강재와 마찬가지로 

해저케이블이 유동 상태에서 MBR 이상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며, 원통형의 굽힘 제한재 

여러 개가 좁은 간격으로 상호 간에 결합되

어 있는 형태이다 (그림 19).

그림 17. 해저케이블용 접속재 [27].

그림 18. 굽힘 보강재 [30].

그림 19. 굽힘 제한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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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복구 과정
일반적인 해저케이블 복구 과정은 아래와 

같다 (그림 20). 

① 손상된 지점의 해저케이블을 자른다.

②  이로 인해, 해저케이블은 두 부분 (A, 

B)로 나눠진다.

③  잘려진 해저케이블의 첫 번째 끝부분 

("A")을 선상으로 끌어올린다. 그 다음, 

정확한 사고 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을 실시하고 손상된 부분은 잘라낸다.

④  해저케이블 "A"의 끝단에 부표 (Buoy)

를 연결하고 해상에 띄워, 사고지점의 

위치를 표시한다.

⑤  수리선박을 두 번째 해저케이블 ("B")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⑥  해저케이블 "B"의 끝단을 선상으로 올

린 후, 시험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한다.

⑦  선상에서 해저케이블 "B" 끝단과 예비

용 해저케이블을 접속재로 접속한다.

⑧  접속시킨 해저케이블을 해저로 내리면

서 부표를 띄운 위치로 수리선박을 이동

시킨다.

⑨  해저케이블 "A" 끝단과 나머지 예비용 

해저케이블 끝단을 선상에서 접속시킨

다.

⑩  수리선박에서 접속시킨 해저케이블을 

다시 해저 바닥에 안착시킨다.

해저케이블이 보호공법 (Rock-berm, 

FCM, Concrete Mattress) 등으로 보호되어 

있을 경우에도, 보호공법을 해체한 후 복구

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해저케이블이 번

들 (Bundle)된 상태이거나, 설치 간격이 좁

은 경우에는 복구 과정이 어려워진다.

7. 결 론

본고에서는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의 사고 

분석을 통하여, 해저케이블의 예방진단의 중

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저케이블에서 

수행되고 있는 예방진단 및 복구 기술에 대

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소개된 기술은 일반

적으로 적용되는 기술로, 이 외의 다른 기술

들도 다수 사용될 것이다.

해상풍력단지 사고의 80% 이상이 해저케

이블에서 발생되므로, 해저케이블은 예방진

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DTS 시스템과 같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사용이 권장된다.

영국의 DECC는 2020년까지 해상풍력단지

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25% 감소하겠다

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기술 개

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 이 

기술에는 해저케이블 예방진단 기술도 포함

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와, 제주 

대정 해상풍력단지 등의 대규모 해상풍력단

지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제주

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2 GW 규모의 해

그림 20. 해저케이블의 복구 과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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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풍력단지를 개발하여 전체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국내 해상풍력단지의 성공적인 운전을 위

해서는, 해상풍력단지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 고장

원인인 해저케이블의 예방진단 및 복구 기술

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앞으

로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의 예방진단 및 복

구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

지길 기대해 본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1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그리드 적응형 해상풍력발전단지 전

력시스템 설계 및 제어기술 개발" 과제

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No. 

2011T100200064)

참고 문헌

[1]  이재봉, "VLF tanδ 측정에 의한 배전 해저케
이블 시스템의 열화진단", 대한전기학회논문
지, p.1, 2010.

[2]  Lucintel Brief, "Growth Opportunity in 
Global Onshore and Offshore Operation & 
Maintenance Market", Lucintel, p.3, 2011.

[3]  HVPD (http://www.hvpd.co.uk/)
[4]  Subsea Cables UK, Guideline No.6, 

"The Proximity of Offshore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s & Submarine Cable 
Infrastructure in UK Waters", 2012.

[5]  IEEE Std. 1120, "Guide for the planning, 
Design, Installation, and Repair of 
Submarine Power Cable Systems", p.12, 
2004.

[6]  ICPC, "Submarine cables and the oceans: 
connecting the world", p.48, 2009.

[7]  Josef Schachner, "Power Connections for 
Offshore Wind Farms", Diploma Thesis, 
p.38, 2004.

[8]  Caithness Windfarm Informat ion 

Forum, "WIND TURBINE ACCIDENT 
COMPILATION", p.8 (http://www.
caithnesswindfarms.co.uk/fullaccidents.
pdf)

[9]  reNews, "Eon to rip out Scroby Sands 
export cable", 2007.11.22. (http://www.
mresearch.com/pdfs/docket4185/NG11/
doc21.pdf)

[10]  EBR(Energy Business Review), "E.ON 
replaces Blyth offshore wind farm 
power cable", 2008.08.29 (http://www.
energy-business-review.com/news/e_
on_replaces_blyth_offshore_wind_farm_
power_cable)

[11]  ENERGY KOREA, "Cable fault hits 
Vattenfall’s 300MW Thanet wind farm", 
2012.01.27. (http://energy.korea.com/
archives/16700)

[12]  Allan, PG.(SEtech Ltd), "Selecting 
Appropriate Cable Burial  Depths 
&#8211;A Methodology", IBC Conference 
on Submarine Communications, p.9, 
1998.11.

[13]  Ambra Sannino(ABB), "Reliability of 
Collection Grids for Large Offshore Wind 
Parks",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babilistic Methods Applied to Power 
Systems, 2006.06.

[14]  GERALD TAN, "Understanding the Cost 
and Risk of Subsea Cable Installation for 
Offshore Wind Farms", SBSS, p.9

[15]  L.W.M.M. Rademakers, H. Braam(ECN), 
"O&M ASPECTS OF THE 500 MW 
OFFSHORE WIND FARM AT NL7(80*6 
MW Turbines)", DOWEC 10080 rev 2, 
p.33, 2002.01.

[16]  김중열, "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광섬유 센
서와 온도센서 배열 케이블의 비교 연구",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23권 4호, p.17, 
2007.04.

[17]  Martin Fromme(LIOS Technology), 
"Distributed Temperature Monitoring of 
Long Distance Submarine Cables", p.2-3.

[18]  omnisens (http://www.omnisens.com)
[19]  High Voltage, Inc. (http://www.hvinc.

com/newliterature.html)
[20]  OffshoreWIND.biz, "UK: HVPD, JDR, 

Principle Power Win GBP 2.3 Million 
from DECC’s Offshore Wind Scheme", 
2013.05.01. (http://www.offshorewind.
biz/2013/03/01/uk-hvpd-jdr-principle-
power-win-gbp-2-3-million-from-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6권 제6호 (2013년 6월)  39

deccs-offshore-wind-scheme/)
[21]  OffshoreWIND.biz, "UK: Global PD 

Testing and Monitoring in Renewables 
Energy Market", 2013.04.15. (http://
www.offshorewind.biz/2013/04/15/uk-
global-pd-testing-and-monitoring-in-
renewables-energy-market/

[22]  박준우, "해저케이블 고장점탐지기술 가이
드라인 제시", 대한전기학회논문집, p.2, 
2008.10.31.

[23]  정채균, "HVDC 해저케이블 고장점 추정
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논문집, p.1, 
2009.07.

[24]  Thomas. Worzyk, "Submarine Power 
Cables- Design, Installation, Repair, 
Environmental Aspects", p.227, 2009, 
Springer

[25]  TELEDYNE TSS (http://www.teledyne-
tss.com/)

[26]  Thomas. Worzyk, "Submarine Power 
Cables-Design, Installation, Repair, 
Environmental Aspects", p.222, 2009, 
Springer

[27]  Campbell White Power Solutions (http://
www.campbellwhite.com/PC_XLPE.aspx)

[28]  이재관((주)평일), "22.9kV급 해저케이블 접
속장치 개발 <I>",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Monthly Magazine, p.44, 2011,10.

[29]  Thomas. Worzyk, "Submarine Power 
Cables- Design, Installation, Repair, 
Environmental Aspects", p.120, 2009, 
Springer

[30]  TRELLEBORG Offshore (http://www.
trelleborg.com/en/offshore/)

[31]  Bmp (http://www.subseacableprotection.
com/products/cable-protection.cfm)

[32]  NTT WE MARINE (http://www.nttwem.
co.jp/english/service/lay_maintenance/
maintenance.html)

성 명 : 김경화 
◈ 학 력
·2009년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전공 공학사

◈ 경 력
·2009년 - 2011년   (주)STX 조선해양 전장설계팀
                      주임
·2011년 - 현재      (사)한국선급 녹색산업기술원 
                      신재생에너지팀 연구원

저|자|약|력|

성 명 : 송용운 
◈ 학 력
·2006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공학사
·2008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 경 력
·2012년 - 현재      (사)한국선급 녹색산업기술원
                      신재생에너지팀 선임연구원

성 명 : 김미영 
◈ 학 력
·2008년
  북해도대학교  
  시스템정보공학부
  전기공학과 공학박사

 
◈ 경 력
·2009년 - 현재      (사)한국선급 녹색산업기술원
                      신재생에너지팀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