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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government set the direction for Green Growth recently, so local government struggles  to obtain 

carbon emissions trading. In the center of this global environment atmosphere, the quantitative targets would 

be suggested by some developed countries. In case of a international green movement like this, it would have 

been being induced from by crystallizing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legal policies that 

not only a meter-rate system of carbon emissions but also application for regenerate energy.

In this paper, we researched cultivating of energy storage system(ESS) to conjugate regenerative energy of 

train, an energy efficiency and cultivating cost etc. 

In conclusion, we would acknowledge a difficulty in cultivating ESS only for cost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so governmental policies for green growth should be thoughtfully examined.

1. 서 론

최근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에 대한 방향설정으로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노력이 지자체들을 통해 활

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관련규제의 정량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환경보존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종량제 및 재생에너지 활용 유도를 위해 경제적, 

환경적 규제와 법제도적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전기구동시스템에서 소비되고 난 잉여에너지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소진되는 구조를 개조하여, 잉여에너지 발생시에 저장하고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구축하면 소요전력의 피크값이 감소하게 되어 안정적인 전력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열차의 회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저장시스템(이하 ESS)의 구축과 관련하

여 기술동향을 설명하였고 국내 구축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또한 철도의 회생에너지를 활요하

여 에너지를 저장할 때 에너지 효율과 구축비용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 국외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2. 본 론 

2.1 ESS 연구의 필요성

전동차는 제동시 모터의 회전을 멈추지 않고 속도를 줄일 뿐 아니라, 정차시에도 모터를 멈추지 않는

다. 즉 모터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를 가선으로 돌려 전기를 소모함으로써 속도를 줄일 수 있

다. 이처럼 하나의 전동차가 회생제동시에 다른 선로에 역행하는 또 다른 전동차가 있는 경우 이 회생

에너지를 끌어들여 역행에 사용함으로써 순간적인 고전압 사용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역행하

는 전동차가 해당 시각에 동기가 맞지 않거나 구내에 없는 경우 발생한 회생전력은 가선의 전압만을 상

승시키고 소모될 뿐 에너지재활용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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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회생과 역행의 시간적 동기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용량의 축전지에 회생에

너지를 저장하여 전기에너지를 비축한 후에 역행 전동차가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변전소의 전기

와 축전지의 전기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전동차가 변전소로부터 소비하는 전력량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

다.  뿐만 아니라 축전기의 전기를 변전소롤 돌려 한전에 전기를 매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관련 연구에 의하면 축전지의 전력품질이 한전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여 상품화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보

기 위해 고성능의 레귤레이터 등 변전설비를 구축해야 하므로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에너지재

활용 연구라기보다 사업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원시안적인 안목으로는 경쟁력있는 전력저장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품질의 향상과 잉여전력을 역행차 뿐 아니라 전력공급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품질이 

되도록 전력저장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변경 및 개조하여 고품질의 전력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보다 많

은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전기에너지의 저장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장매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회생에

너지의 저장에 가장 적합한 매체를 찾기 위해 정리 및 분석하고 각 매체의 특징을 살려 적용해야 한다.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개의 고용량 캐패시터를 직병렬로 연결하여 용량

을 증대시켜 수퍼캐패시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구축이 용이할 뿐 아니라 다른 저장매체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관하기에 적합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는 것

이 장점이다. 

요컨대 에너지저장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성 검토와 국제적 환경의 의무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한다. 즉 예상되는 정전용량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예측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예

상되는 구축비용과 구축기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축비용과 더불어 구축한 에너지저장시

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전력모니터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제성에 대한 검토 외에 정

부의 녹색성장 사업의 부양을 위한 조세규정의 완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서 펼쳐지는 녹색성장관련 정부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기업들이 관심을 가

지고 주목하고 있는 조세감면 등에는 어떻게 적용될 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2.2 ESS 기술의 개요

최근 고유가와 전력비용의 상승으로 에너지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절감의 필

요성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녹색성장촉진이 가시화되어 온실가스 저감과 

CO2 감소를 위해 정량적인 감축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및 환경적인 영향으로 철도에서는 회생제동으로 발생하는 회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재

활용하여 전력비용을 절감하고자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회생제동을 사용

하면 브레이크슈의 발열로 인해 발생하는 타는 냄새가 저감될 뿐 아니라 플랫폼의 공기오염도가 상대적

으로 감소하여 공기청정효과를 볼 수 있다.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저장 소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리튬이온으로 대표되는 배터리와 초전도체 

에너지저장장치, 플라이휠, 전기이중층 캐패시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는 흔히 알려진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에너지 저장장치를 말하며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효율

이 좋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분야는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소형의 저장매체인 핸드폰 등에서는 실용화

된 기술이고 유지보수와 관리가 용이하지만 철도차량에 적용하기엔 상대적으로 소용량이라는 것이 단점

으로 작용한다. SMES(Su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는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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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치로서 응답속도가 빠르고 수명이 긴 점이 장점으로 꼽히나 설비가 고가가 소요되며 유지보수 비

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FES(Superconducting Flywheel Energy 

Storage)는 초전도체를 이용한 플라이휠 에너지저장장치로서 에너지밀도 및 전력밀도가 높고 수명이 다

른 에너지저장시스템보다 긴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용량이 적고 유지보수시기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SCES(Super-capacitor Energy Storage)는 캐패시터를 여러 개 직병렬로 연결하여 고용량의 에너지저

장장치를 구현하는 수퍼캐패시터로서 주요 소자는 전기이중층 캐패시터가 사용되며 급속으로 충전이 가

능하고 수명이 길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며 위의 3가지 방식보다 에너지밀

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종 류 기 본 소 자 장 점 단 점

BESS 리튬이온 배터리 등 실용화에 근접/ 유지보수 용이 소용량

SMES 초전도체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빠른 응답속도, 긴 수명 고가의 설비 및 유지보수

SFES
초전도체를 이용한 플라이휠  

에너지저장장치
고에너지 밀도, 고전력밀도 긴 수명 저용량, 유지보수 다발생

SCES 전기이중층 캐패시터 급속 충방전, 긴 수명, 환경친화적 에너지 밀도가 낮음

표 1 에너지저장장치의 종류별 특징

 

2.2.1 ESS 기술동향

 가. 배터리

2차전지는 미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생산기술과 장비는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일본이 세계배터리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차전지의 중요성을 간파한 일본이 

반도체와 버금가는 투자를 이 분야에 집중하였다. 2차전지란 사용 후 다시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로서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리튬이온 전지롸 같은 고성능 2차전지의 경우 500회 이상의 충방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알카라인 전지와 같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1차전지(Primary Battery)라고 

하는데, 망간건전지나 알칼라인전지가 그 예이 다. 

2차전지에 대한 기능이 개량되어 80년대에는 니켈카드뮴 소형 2차전지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 밀도가 

200Wh/dm3까지 개선되었으나 기술적 한계에 다다라 새로운 전지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카

드뮴은 중금속물질로서 환경오염문제의 중심에 있는 물질로서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니켈수소

전지가 등장하게 되었고 곧 리튬이온계의 2차전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적

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밀도와 부하특성 및 저온특성 등 성능향상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

다. 이에 용량을 향상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응용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성능의 향상을 위해 개선 

중에 있다. 니켈수소배터리는 휴대전화용으로 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시판되는 휴대전화의 거의 

100%와 노트북PC의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되었다.  

2008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의 산요전자가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SDI가 17%를 점유, 일본의 소니가 16%로 바짝 따르고 있고, 중국의 BYD가 9%, LG화학이 

7%, 파나소닉이  공동 7%, 히타치가 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2파전으로 배터리 시장이 양분되었다. 

2375



그림 1 리튬이온 배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

 (출저: 동아일보 2009.09.21)

그림 2 Boeing사의 5kWh 부하 평준화용 초전도 플라이훨 시스템

 나. 플라이휠

플라이휠 ESS는 잉여 전기에너지를 플라이휠의 

관성을 이용하여 회전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에너

지를 저장하고 전기에너지로 출력하는 장치로서 화

학적 ESS에 대비되는 기계적 ESS이다. 즉, 변전소

의 가선에 연결되어 차량이 회생제동시에 차량이 

발생시키는 전력으로 전차선의 전압이 상승하게 되

면 이 전력을 플라이휠 ESS에 저장하고, 차량이 역

행시에 가선전압이 하강하게 되면 플라이휠 ESS는 

이 에너지를 가선으로 돌려 역행하는 차량에 공급

하도록 하는 ESS이다. 철도분야에서 실용화 사례로

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영국의 런던지하철

을 들 수 있다. 또한 독일 필러에서는 하노버에 전압변동 폭의 저감효과를 위해 플라이휠 ESS를 설치

하였다. 다른 ESS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와 전력밀도가 높고, 주변의 온도에 취약하여 성

능의 저하가 적은 것이 장점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플라이휠 ESS 프로젝트에 많은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우주항공산업에서 많은 발전

을 이룩하였으며, 실용산업으로는 도심형 버스에 활용하여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또한 초전도 베어링을 

이용한 플라이휠 관련 프로젝트 중 초전도 베어링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는 주로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이 플라이휠 ESS 개발방면의 연구를 하고 있다.

  ANL에서 개발된 고온 초전도 베어링은 기존의 기계식 베어링에 비해 약 10~7 정도, 전자석 베어

링보다는 대략 10~2 정도 낮은 회전손실 특성을 갖으며, 플라이휠 시스템에 적용시켜 하루에 2%도 못 

미치는 에너지 손실을 갖는 플라이휠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에너지 손실은 플라이휠 시스템이 갖는 

회전손실에 고온 초전도 베어링을 냉각시키는데 수반되는 모든 에너지 손실을 포함한 것이다. ANL은 

보잉사와 공동으로 5kWh/3kW 플라이휠 시스템과 요소별 설계를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플라이휠

은 stroke, composite rim and hub, lifting bearing, radial bearing과 stabilizer로 구성되어 있다. ANL

은 3kW 플라이휠 시스템을 구성하여 spin test를 수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spin test용 동적모델을 개발

하여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플라이휠 시스템의 동특성을 예측하는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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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퍼캐패시터 모듈

다. 수퍼캐패시터

울트라 캐패시터 또는 전기이중층 캐패시터

(EDLC,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라 불리

는 슈퍼캐패시터는 재래식 전해콘덴서와 신형 2

차 전지가 갖지 못하는 영역에서 고유한 성능 특

성을 가지는 차세대 회생 에너지 저장시스템으로,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형성되는 단위셀에 전극의 

양단에 수 볼트의 전압이 가해지면 전해액 내의 

이온들이 전기장을 따라 이동하여 전극 표면에 

흡착한 후 발생되는 매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다.

수퍼캐패시터는 환경친화적인 재료의 사용, 고속 충방전 특성 및 반영구적인 수명특성 등으로 전력전

자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슈퍼캐패시터는 기존 이차전지와는 달리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래 

그림과 같이 활성탄 전극과 유기계 전해액으로 구성되어, 전극과 역극성의 전해질 이온을 전극 표면에 

물리적으로 흡착(전기 이중층의 형성)시키는 것에 의해 충전을 행하고, 전해질 이온이 전극에서 이탈하

는 것에 의해 방전을 행하므로 100,000 사이클 이상의 수명이 가능하며 고속 충방전 및 사이클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또한 폐기물이 거의 없어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슈퍼캐패시터는 플라이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으므로 전극재료의 고용량화와 

전극의 고밀도화 및 제조공정의 개선으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직류 전기철도에 있어서 역행 시간, 회생 시간이 10～30s 정도이며, 이는 슈퍼캐패시터의 적용 범위

라고 말할 수 있다. 철도 분야 실용화 실적으로 독일의 지멘스는 쾰른 750V 경량전철 

Bensberg-Fuldaer Str. 구간에 슈퍼캐패시터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

를 보고 있다. 노선 및 구간별 슈퍼캐패시터의 용량이 다르지만 서울메트로 2호선에 슈퍼캐패시터 

5.9MJ급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데 8～9억의 비용이 요구된다. 이는 플라이휠에 비하면 약 1/4수준

에 불과하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부품소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민간 중소기업에서의 커패시터 제품화 기

술개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EDLC 제품의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낮은 저항의 중형 

EDLC(20~1500F)가 개발되어 비교적 순간 대 전류(1~100A)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용도인 Ni-Cd전

지 대체 및 EV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2.3 ESS 구축사례 검토

2.3.1. 대전지하철 대동변전소의 에너지저장시스템 검토

대전광역도시철도공사의 연구개발센터는 대전지하철 대동역의 대동변전소에 수퍼캐패시터를 이용하여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설치하여 절감되는 에너지량과 환산요금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

다. 본 에너지 저장시스템은 국가R&D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2005년 7월에 착수하여 2008년 9월까지 750V용, 2009년 8월까지 1500V용 및 2010년 8월까지 

25,000V용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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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동역의 에너지저장시스템 랙의 내부 주요부분

또한 개발을 완료한 이후 2010년 9월에서 2011년 10월까지는 개발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시험평가

하고 본선에서의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총연구개발 기간 5년 10개월에 총연구개발비 29억원(정부 20

억원, 민간 9억원)이며 공동연구기관으로 (주)우진산전이 개발에 참여하였고, 대전광역도시철도공사는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위의『전기철도에서 발생하는 회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 연구개발과제에

서 개발한 DC750V용 에너지저장시스템은 경전철용도로 제작되어 경산 경량전철시험선에 설치하였고, 

2008년 6월이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DC1500V용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중전철용도로 제작되어 대전 

대동변전소에 설치하였고, 2009년 8월 이후 현재 운영 중에 있다. AC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개발도 진행

되어 2009년 12월에 고속철도용 AC25,000V전용이며, 용정 급전구분소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본 시스템은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 전기이중층 캐패시터(이하 EDLC)1)의 일종인 수퍼캐패시터를 채

택하였다. EDLC는 탄소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이중층에 축전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축전장

치로 고속의 충․방전이 가능하고 용량의 확장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수명은 10∼15년 정도이다. 에너

지 절감비용은 월평균 5백만 원 정도이고 연평균 6천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모니터링되었다. 

그림 4 대동역의 회생제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1) 전기이중층 캐패시터 : EDLC(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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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전시청, 갑천변전소의 ESS 가동에 따른 가선전압의 변화

2.3.2 대전지하철 시청, 갑천역의 에너지저장시스템

대전지하철의 대동변전소에 설치한 에너지저장시스템은 국가R&D사업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대

도시철도공사가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우진산전이 대전도시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에너지저장시

스템 구축기술을 개발하였다. 대동변전소에 설치한 ESS를 1년간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

지 안정화 팩터를 조정하여 특성화되어 왔다.  따라서 대동변전소에 설치한 ESS보다 규격화되고 안정

화된 제품을 시청, 갑천변전소에 설치하였다. 설치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통계자료의 가치는 없지

만 1년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지난 후에 통계를 내면 대동역의 자료와는 어느 정도 품질면에서 차등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 그림은 시청, 갑천변전소에 설치한 ESS를 가동하기 전후에 가선전압을 측정한 자료이다. 피크대 

피크 전압은 ESS 가동 전후에 차이는 거의 없지만 편균값을 보면 ESS 미가동시에 비해 가동시의 가선

전압이 훨씬 더 안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진산전은 시스템의 사이즈 면에서도 대동변전소의 ESS

보다 소형화되었음을 공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효율도 상승된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청과 갑천변전소에는 14.02MJ 규모의 동일한 전기에너지 저장시스템이 각 1조 설치되었다. 

위 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대동변전소의 ESS와 신규로 설치된 시청역의 그것을 에너지 절감량 측면

에서 비교하면 적게는 551kWh에서 많게는 572kWh까지 많이 절감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갑천변전소의 

경우에는 최소 549kWh에서 최대 810kWh까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시청변전소의 경우 

대동변전소의 ESS보다 전기에너지를 564kWh 정도 더 절감되어 약 52.5% 에너지저장율의 향상을 보이

고 있으며, 갑천변전소의 경우에는 평균 695kWh 정도 더 절감되어 약 42.5% 더 향상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원격제어감시기능에서는 기존에는 일부 기능만을 감시하던 시스템에서 시청과 갑천변전소에 

설치된 ESS는 관제기능의 감시 뿐 아니라 기능의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대동변전소의 1년 에너지 절감량을 액수로 표시하면 약 5천만 원에서 최대 6천 3백만 원 정도이다. 

시청변전소에서는 일평균 약 1,638kWh 의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kWh당 단가 80원으로 계산하

였을 때 연평균 약 47,829,60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갑천변전소에서는 일평균 1769.5kWh의 전력

이 절감되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연 51,669,40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ESS는 2.5V/4,700uF 수캐패시터 440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동시에 이를 12조를 병렬로 연결

하여 요구되는 정전용량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캐패시터 단가는 1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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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므로 수퍼캐패시터를 구축하기 위한 캐패시터의 가격은 대략 897(백만원) 정도이며 수퍼캐패시터

의 수명은 최장 10년이다. 따라서 ESS의 원자재의 성능향상과 정부의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뒤따르

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검토된다.

(a) 대전시청 변전소에 설치한 ESS 

    

(b) 갑천변전소에 설치한 ESS

그림 7 대동변전소 이후에 설치한 ESS

2.3.3 그 밖의 ESS 사례

 서울메트로 2호선의 낙성대역과 선릉역에 회생에너지를 활용한 ESS 구축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되었

고, 신규노선인 서울메트로 9호선의 공항시장역에 회생인버터 설치, 등촌역과 구반포역에 1MW급 회생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 서울메트로 9호선에 설치되는 ESS 는 일본의 히타치시스템

이다. 그리고 최근에 광주지하철에도 회생에너지를 활용한 ESS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지나면 연평균 에너지 절감량을 통계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ESS 기술은 처음에 국가R&D로 개발된 개발품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제품성을 띠고 확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녹색산업 지원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그림 8 서울메트로 9호선의 ESS 시험장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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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론 

본 논문에서 현재의 철도시스템에서는 가선에서 사라져 버릴 수 밖에 없는 철도의 회생에너지를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를 설계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많이 사용하는 저장방

식으로 대용량의 캐패시터를 여래 개 직병렬 연결하여 초대용량의 축전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수

퍼캐패시터 또는 울트라캐패시터라고 한다. 철도기술연구원과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국가R&D로 개발하여 

대전지하철 대동역에 처음 설치하여 1년간 6,000만원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하였다. 최근에 이 기술을 

제품화하여 대전시청역과 갑천역에 유사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다. 

또한 서울메트로 2호선의 낙성대역과 선릉역에 에너지저장시스템 적용시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

지 참조문서를 인용하여 소개하였으며, 내년(2012년)에 완공예정인 서울메트로 9호선의 공항시장역과 

등촌역, 구반포역에 일본제 히타치의 에너지저장시스템이 구축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광주광역도시철도

에 에너지저장시스템이 구축되어 시험운용하고 있으며 안정화기간이 지나면 평균에너지절감량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정책은 지면관계상 약하였으며, 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이 밝은 빛만을 비추고 있지 않은 이유

는 아직까지는 수퍼캐패시터 비용이 고가이며, 또한 다수의 환경 팩터들을 안정화시키는데 수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회생에너지 활용의 문제는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관련되어 에너지 재활용 

차원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보충되면 보다 활발하게 산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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