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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ubstations in Korea are classified into an outdoor steel 
structure type, an outdoor GIS(Gas Insulated Switchgear) type, an 
indoor GIS type, an underground GIS type, and a complex GIS type.  
Before 1970, substations were built in outdoor steel structure types 
only. In 1980, an 154kV indoor GIS type substation was built for the 
first time in Pusan. And the first 345kV indoor GIS type substation, 
the first 765kV full GIS substation were built in 1984 and in 2002 
each. In 1998, 154kV indoor type substations were standardized into 
regular type and urban type which applied steel frames to structures. 
In 2002, this was re-standardized into five different types in detail.   
In 2007, hub substations which had high capacity were built in the 
region of industrial zone and heavy load areas. And 154kV compact 
substation was developed and standardized by compacting an indoor 
GIS type substation in 2009. This paper would present a series of 
substation type transition and application standards for substation 
types and facility scales.

1. 서    론

  우리나라 변 소의 형태는 옥외철구형, 옥외GIS형, 옥내GIS형, 지하
GIS형, 복합GIS형으로 구분되며 연간 20～30개의 변 소가 건설되고 있
다. 1970년  반 이 에는 옥외철구형 변 소로 건설하 으나 지가 상
승, 변 소 건설 반  등으로 1970년  독일에서 개발된 GIS ( Gas 
Insulated Switchgear, 가스 연개폐장치)을 용하여 1980년 국내 최
로 154kV 부산변 소를 비롯하여 5개 변 소를 옥내GIS형으로 건설하
으며 1984년에는 345kV 옥외GIS 변 소, 1985년에는 154kV 지하GIS 
변 소를 처음으로 건설하 다. 1998년 옥내변 소에 철골조를 도입하여 
도시형과 일반형으로 표 화 하 으며 2002년에 옥내변 소를 5개 타입
으로 구분하여 변 소 형태를 표 화하 다. 그리고 2007년에는 용량 
변 소인 허 형 변 소를 산업단지나 신도시 등 부하 집지역에 건설
하 으며 2009년부터는 옥내GIS형을 콤팩트한 154kV 콤팩트변 소의 
모델을 개발하고 표 화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개발한 변
소를 용한 변 소 형태  설비규모의 결정기 을 제시하 다.

2. 변전소의 형태

  변 소 형태는 일반 으로 변 소의 표설비인 주변압기의 설치장소
에 따라 옥외형, 옥내형, 지하형으로 분류하며, 모선, 단로기, 차단기 등
의 구성방법에 따라 철구형, GIS형으로 분류하여 옥외철구형, 옥외GIS
형, 옥내GIS형, 지하GIS형, 복합GIS형으로 구분한다. 변 소 형태의 결
정은 용지비, 건물  변 설비의 공사비 등 경제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
화, 민원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옥외철구형은 주
변압기, 차단기, 단로기 등 변 설비를 옥외에 설치하고 철구조물에 애
자를 취부한 후 모선을 구성하여 설비를 나도체로 연결하는 형태이며 
옥외 Full GIS형은 주변압기, 모선, 개폐장치 등 변 설비를 옥외에 설
치하고, 모선  개폐장치는 가스로 연된 속제 외함내에 장치한 
GIS를 사용한 변 소로 력용 변압기와 개폐장치  송 선로를 가스
연모선으로 연결하여 송 선로 인출입용 붓싱을 제외하고는 변 소 

구내에 노출된 충 부가 없는 형태이다. 옥외 GIS형 변 소는 주변압기, 
모선, 개폐장치 등 변 설비를 옥외에 설치하고 모선  개폐장치는 가
스로 연된 속제 외함내에 장치한 GIS를 사용한 변 소로 력용 변
압기와 개폐장치  송 선로를 나도체로 연결하여 충 부가 일부 노출
되어 있는 형태이며 옥내 GIS형 변 소는 주변압기, 모선, 개폐장치 등
의 변 설비 체를 용의 지상 건물 내에 설치하고 모선  개폐장치
는 GIS를 사용한 형태이다. 지하 GIS형은 옥내 GIS형과 유사한 형태로
서 력용변압기, 모선, 개폐장치 등의 변 설비 체를 용의 지하 건
물 내에 설치하는 형태이며 복합 GIS형 변 소는 옥내 GIS형과 유사한 

형태로서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아 트 등 복합용도의 건물 내에 변
설비를 설치하는 형태이다. 변 소의 형태는 그림1과 같다.[1]

   옥외철구형 변전소     옥외 GIS형 변전소      옥내 GIS형 변전소

<그림 1> 변전소의 형태

3. 154kV 변전소의 형태 개발

  3.1 154kV 콤팩트형 변전소
  콤팩트 변 소는 기존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된 옥내GIS 변
소를 도시지역과 산업단지, 농어  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형, 다기능
형,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 다. 콤팩트 변 소는 기존 옥내GIS 변
소의 변 기기 배치를 최 화하여 불용공간을 제거함으로써 부지면
이 25～59% 축소되었으며 건축면 도 16～47% 감소하여 건설비가 약 
19% 감되었다. 콤팩트 변 소를 표 화하기 하여 변 , 건축, 소방, 
기계, 내선분야의 설계도면 총 2,035매를 표 화하여 2010년 6월 김포 신
도시의 장기 변 소를 도시형 콤팩트형으로 최 로 건설하 다. 3개 종
류로 표 화하여 개발한 콤팩트 변 소의 형태는 그림2와 같다.

     도시형 변전소         다기능형 변전소         일반형 변전소

<그림 2> 154kV 콤팩트형 변전소

  3.2 154kV 반옥내형 GIS 변전소
  154kV 변 소는 지역 환경과 민원여부에 따라 옥내GIS형 는 옥외
GIS형으로 건설하도록 하 으나 부분 옥내GIS형으로 건설하여 건설
비가 증가함에 따라 옥외GIS형과 옥내GIS형의 장 을 용한 반옥내형
GIS 변 소를 개발하여 경제성을 확보하 다. 반옥내형 GIS 변 소는 
민원해결   인허가가 원활한 도심외곽 지역과 산업단지에 계획된 
옥내 는 옥외변 소  부지 축소가 가능한 경우에 용토록 하 다. 
옥외변 소의 부지는 부분 154kV GIS가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옥내형 GIS 변 소는 그림3과 같이 지상에 설치된 154kV GIS를 단층 
건물 옥상에 설치하고 주변압기는 냉각을 하여 옥외에 배치하여 설치
비  유지비가 경제 인 유입풍냉식을 용토록 하 다.



<그림 3> 반옥내형 GIS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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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154kV 허브 변전소
  허 (Hub) 변 소는 력수요 증가로 변 소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나 
민원발생  부지 확보가 어려운 규모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신도시 
등 부하 집지역에 있는 기존 변 소의 부지면 을 30% 정도 추가하여 
2개의 변 소에 해당되는 력공  능력을 갖춘 용량 변 소로 확장
함으로써 건설비를 약 33% 감할 수 있다. 154kV 주변압기는 60MVA 
× 8Bank를 최 규모 기 으로 하여 건물 양측 면에 배치하고 모선은 2
모선 4 Bus, Tie 방식으로 2계열화 하 으며 지 송 선로는 8회선, 

배 선로는 48회선을 최종규모로 하 다. 2007년 기존의 의왕변 소를 
확 하여 건설한 최 의 허  변 소는 그림4와 같다.[2]

<그림 4> 허브(Hub)형 GIS 변전소

  3.4 주거용 복합건물 변전소
  송 선로  변 소는 지역주민의 표 인 기피시설로 자계 민원
이 항상 제기되고 있으나 자계에 한 불신으로 이해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변 소 건물을 주거용 복합건물로 건설하여 
력설비의 설치ㆍ운 에 종사하는 직원이 거주함으로써 기환경 문제에 
한 홍보 효과를 증진할 목 으로 주거용 복합건물 변 소를 건설하게 

되었다. 2009년 9월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제11조(지하층의 활
용)를 개정하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하
층에 변 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 으며, 주거용 복합건물 
변 소는 지하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변 소를 배치하고 지상 3층 이상
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 트를 배치하 으며 그 형태는 그림5와 같다.

화양변전소(서울, 2006)   둔지변전소(대전, 2006) 연산변전소(부산, 2007)

<그림 5> 주거용 복합건물 변전소

4. 변전소 형태의 결정

  4.1 765kV 및 345kV 변전소의 형태 결정기준

  765kV 변 소는 력 수송체계의 핵심으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
므로 높은 안정성과 함께 환경조화  경제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옥외 Full GIS형으로 건설하고 있다. 765kV 변 소를 미국, 캐나다와 
같이 옥외철구형으로 건설하면 부지가 약 660,000㎡(약 20만평)이 소요되
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
지면 이 88,000㎡(약 27,000평) 정도 소요되는 옥외 Full GIS형으로 선
정하 다. 345kV 변 소의 경우 건설 기에는 변 소 부지 확보에 커
다란 어려움이 없었고 미  등을 포함한 환경과의 조화도 고려하지 않
아 옥외철구형을 용하 다. 그러나 변 소 부지확보가 어려워지고 환
경 시의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설비의 콤팩트화가 필요하여 재 옥외
GIS형을 용하고 있으며 련법규  장차 주변의 개발 망, 민원발생
의 요인, 환경 향, 장래 계통구성, 경제성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옥내 GIS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 다. 

  4.2 154kV 변전소의 형태 결정기준

  154kV 변 소의 경우 재 ‘변 소 형태 선정기 (설계기 DS-2001)’
은 옥외GIS, 옥내GIS, 지하GIS, 복합GIS의 4개 형태로 결정토록 규정되
어 있으며 설비규모와 주 환경을 고려한 20개 항목의 ‘변 소 형태결정
기  향계수’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평균 향계수가 65이상인 경우에
는 옥내GIS형으로, 65미만인 경우에는 옥외GIS형으로 형태를 결정하도
록 되어 있다.[1][3] 그러나 변 소 건설에 따른 민원과 부지확보의 어려
움, 원자재 가격의 등에 따른 건설비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건설 환경
의 변화에 합한 다양한 형태의 변 소 표 모델을 개발함에 따라 변
소 형태 결정기 의 개정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변 소 형태 결정기
의 개정(안)으로 옥내GIS 변 소는 도시형, 다기능형, 일반형으로 세분
하 고 반옥내형, 허 형, 주거용 복합건물 변 소를 추가한 154kV 변
소 형태 결정기 (안)은 표1과 같다.

 <표 1> 154kV 변전소 형태 결정기준(안)

형    태 결   정   기   

옥외 GIS  가공송 선로 인출이 8회선 과개소  산업단지

옥내GIS
(콤팩트)

도 시 형  가공송 선로 인출이 불가능한 도시지역,택지지구

다기능형  가공송 선로 인출이 불가능한 산업지역,주택인근

일 반 형  가공송 선로 인출이 가능한 농어  등 일반지역 

반옥내GIS  가공송 선로 인출이 가능한 도심외곽, 산업단지

허  GIS  민원발생 부지확보가 어려운 부하 집지역

주거복합GIS  기환경 홍보를 한 직원 주거용 변 소

지하GIS  옥내 GIS형 변 소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복합GIS  옥내GIS, 지하GIS 변 소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변전소 설비규모의 결정

  변 소의 설비규모는 기규모, 최종규모, 최 규모로 구분하고 있으
며 력수요 측을 근거로 수립된 장기송변 설비계획에 따라 변 소
의 건설 치, 변압기의 뱅크수, 인․출입 송 선로와 배 선로의 회선수
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력공 지역의 력수요  향후 증설계획에 
따라 변 소의 설비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3][4]

  5.1 변전소 초기규모
  변 소의 기규모는 변 소를 최 로 건설하는 시 의 설비규모로서 
력계통 조류의 융통성, 계통운 의 안정성, 기 력수요  장래의 

부하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2 변전소 최종규모
  변 소 건설 기부터 최종규모로 건설하는 것은 비경제 이므로 변
소 최종규모는 장기  에서의 력수요, 원입지, 계통연계능력  
운 측면 등을 복합 으로 고려한 규모로서 변 소 최 규모 이내로 선정
하며, 기존 변 소를 옥내화할 경우에는 주변 변 소와의 부하 체 등 
력공  여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5.3 변전소 최대규모
  변 소 주변압기 용량  뱅크의 최 규모는 계통운 의 안정성  경
제성,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송 선로 회선의 최 규모는 
계통운 측면과 송 선로 인․출입구성의 어려움, 지형여건, 부지 확보의 
어려움  재 설치되고 있는 주변압기의 설치면 에 따른 기기배치를 
고려하여 결정하 으며, 압별 변 소 설비의 최 규모는 표2와 같다.

 <표 2> 변전소 설비의 최대 규모

   압 154 kV 345 kV 765 kV

변압기용량 60MVA× 4Bank 500MVA× 4Bank 2,000MVA× 5Bank

송 선로수 154 kV 12회선 345kV 10회선 765kV  8회선

배 선로수 22.9kV 28회선 154kV 18회선 345kV 12회선

 (1) 154kV 복합변 소 : 60MVA× 4Bank, 지 송  8회선, 배  28회선
 (2) 154kV 허 변 소 : 60MVA× 8Bank, 지 송  8회선, 배  48회선

6. 결    론

 1970년  반 이 의 변 소는 부 옥외철구형으로 건설되었으나 그 
이후로 옥외GIS형, 옥내GIS형, 지하GIS형, 복합GIS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변 소가 건설되었다. 2000년  들어 민원발생과 지가 상승으로 변 소 
건설이 어려워지고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건설비가 폭 증가함에 따
라 콤팩트 변 소, 반옥내형 변 소, 허  변 소, 주거용 복합건물 변
소 등 건물의 형태와 외장을 폭 개선하여 주  환경과 조화되고 건설
비를 폭 감한 다양한 형태의 변 소를 개발하 으며 개발된 변 소의 
형태를 포함하여 154kV 변 소의 형태 결정기 (안)을 제시하 다. 따라서 
변 소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할 경우 민원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건설 환
경에 합한 형태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도시지역에 변 소를 건설할 
경우에는 송 선로와 배 선로의 설비규모를 일률 으로 최 규모를 
용하기 보다는 향후 증설여건을 감안하여 최종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향후 건설환경 변화를 반 한 형태결정기  향계수의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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