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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Experience 로드맵(1/1)
2030

2020

소음진동
서비스 지원

2050

소음진동 수준 저감
실내 소음저감으로 쾌적성향상
승객 이용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운송수단 통합 승객이동정보 시스템
승객 여행(이동) 목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구성

여행편의제공

적절한 역사 배치, 신호체계, 로컬 지도 및 로컬 그라운드 운송
대기시설 및 허브에서의 수용시설

PRM (장애우)
Land use

전 승객을 위한 이동수단
교통 요지 및 중심지의 쾌적한 환경제공
개인정보 보호 및 통역 등 승객 요구 대응을 위한 서비스 요건

승객 요구 및
패턴

개인승객과 단체의 이동 및 목적지 패턴
승객 서비스 설계 및 운영을 위한 고객 만족도 평가
철도 및 역사 이용승객 제공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태블릿, 오디오북, 영화, 야간열차 등)
서비스 이용 중 및 이용 전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안전

유지관리 및 승객불편 최소화
승객 및 직원 보안을 위한 설계 및 기술적, 조직적 평가
열차/역사 보안 점검 및 주요 자산 보호를 위한 장치

보안

승객 및 타 이용객의 보안 점검을 위한 인체요소 장치
신속 정확한 보안 진단을 위한 점검 시스템
승객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절차, 정책 및 표준
PRM: person with reduced mobility

Strategy and Economics 로드맵(1/3)
Today

2020

부품수명의
환경/지속가
능성 최적화

2030

2040

2050

조달/설치/유지보수/운영/폐기 절차 설계
Pubic grid로 운동에너지 재공급을 위한 정책적/환경적 접근

일반 화차

저비용 터미널을 위한 새로운 수송기술 및 운영기술

Single 화차

Single wagon 활용 증대를 위한 통합 화물 처리(운영, 상업, 기술 등)
TEN-T 노드환경
에서 내륙터미널
수송서비스 개발

물류서비스

화주간 수평적 협력
화물 위주/화물 전용 네트워크
TEN-T* 화물
네트워크

누락된 국경 네트워크 개발
TEN-T 거점 네트워크 개발
운송공동화, 장거리 운송을 위한 메가 허브 화물기지를 위한 공간 설계

화물기지

메가허브와 화물기지 관련 도시 녹색 물류 시스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운송을 위한 토지이용과 공간계획

토지이용

차량제공자와 인프라 운영자간의 적절한 협력관계
토지이용/수송/환경 통합 개선

* TEN-T: The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s

+2050

Strategy and Economics 로드맵(2/3)
Today

2020

2030

2040

2050

+2050

데이터 품질 정의
외부 정보의 통합
전자 정보의 통합
도시교통과
여행정보의
통합

교통, 여행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
공통 EU-IFM*
활용 개발
EU-IFM 판매와 정착을 위한 상업적/
기술적 프레임워크 개발
기존 IFM 시스템과 ITS 서비스 통합
새로운 과금 정책 전략
도시 이동 네트워크 통합을 위한 차세대 도시 수송 환승 시스템 설계 및 운용

승객 여행과
수송 환승

재정계획 및 사업계획
도시 정책(토지사용계획, 경제 개발, 스마트시티 등)과의 연계

신도시 물류 개
념과 효율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도시 화물 배송 정보의 교환을 위한 관련기관 프레임워크
도심지 상품 배송의 사회적 변화를 책임질 신도시 물류 개념
서로 다른 사회 그룹, 지역사회, 시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포함한 신 이동서비스

도심 이동성
관리 통합

지속가능한 토지개발: 새로운 활동 및 수송서비스
이동성 관리 및 사회 네트워크
일관된 데이터 수집,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 토지사용, 수요예측, 비용-편익 분석, 다기준 경제성 분석, 의사결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서방법
개선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통행자 분석
언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수송수단 연구
환경영향 비용을 고려한 다른 수송수단의 과금정책 연구

* EU-IFM: European Interoperable Fare Management

Strategy and Economics 로드맵(3/3)
Today

2020

2030

2040

2050

교육훈련 수요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관계기관 협
업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을 위한 협업 증진(이해, 인센티브 등)
수송시스템의 강인성, 유연성 증진(사고와 재난시 회복력 증대)
복수의 국가를 이동하는 도시이동성 분석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에너지와 환
경

고효율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사용
변화된 기후조건에 기존 철도 시스템 적용
보다 경제적인 철도 운영 수단

인프라

시격단축을 통한 선로 용량 증대, 혼잡도 감소, 정시성 증가
인프라 품질 개선 및 비용 감소를 위한 기술적/운영적 방법

안전

* TEN-T: The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s

극단적인 기상사고에 대한 회복
유럽 레벨크로싱 위험원

+2050

에너지 및 환경분야 로드맵(1/1)
2030

2050

전기화
소외지역 전기공급을 위한 배터리

전기화

회생 제동

회생 제동 10%-20% 에너지효율

스마트 그리드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생산

2020
전기화
인프라
재생 에너지 생산
저배출 선로 설계
저소음 제동 블럭 배치
유지보수

운행시 방음 차륜 검증

방음 차륜 개발

철도차량

저소음 제동시스템 설계

스퀼소음 저감 위한 제동 시스템 설계

Hotel Load/HVAC
10-20% 에너지 효율 fleet 배치

Hotel Load/HVAC
10-20% 에너지 효율 fleet 배치

최적화 및 차륜 거칠기 관리

전기 부속 시스템 열 교환기
Mechatronoics Bogies
DAS 장착 고속열차
(10% 에너지 효율)

운영

Climate protection target
40% 배출감소

Climate protection target
총 CO2 30% 감축
에너지 소비 30% 감축
총 PM and NOX 40% 감축

Climate protection target
탄소-free 열차 운영
총 CO2 30% 감축
에너지 소비 30% 감축
총 PM and NOX 40% 감축

Safety 로드맵(1/2)
2030

2020

2050

리스크 기반 안전 접근법의 적용성 향상 (예, 시뮬레이션 도구)
명확한 pass-fail 기준

안전관련 Pass-fail 판단 위한 객관적 기준 설정 (표준화)
평가에 있어서 관계자 통합을 위한 절차 정의 (ERA)
명확한 절차와 기준 (규정)
동일 안전 목적을 위한 다양한 충족요건 분석

EU 또는 국제 사회 적용을
위한 안전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법론 개발
개별국가에서 EU 또는 국제사회 단위의 정책 이동 (규정)

신속한 혁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혁신에서 규명되지 않는 장벽 감소
혁신을 위한 신속한 수용 철자 개발 (규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

리스크 기반 안전 접근법의 적용성 향상 (예, 시뮬레이션 도구)
가상 인증
시뮬레이션 도구의 폭넓은 수용을 위한 표준 제공 (표준화)
혁신적인 안전 절차 및 방법론 발굴을 위한 기술 조사분석

혁신을 통한 안전성 절차 및
방법 확보

예측가능한 유지보수
안전 절차상의 인체요소 기술 도입
SMS에서의 통합 인체요소 충족요건 모니터링

능동형 vs. 수동형
안전성 간의 균형
타 산업 적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

미래 지능형 교통을 위한 안전 요건 최대화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안전성 보장
주도 산업체과의 안전 관련 공동연구
폭넓은 산업 적용 및 철도 특화 안전 규격 감소 (표준화)

Research
ERA, 규정, 표준화

Safety 로드맵(2/2)
2020

2030

RAM 체계에서의 안전성 제공을 위한 연구

안전관련 신뢰성, 유
용성, 유지보수 (RAM)
측면의 향상

RAM 체계에서의 Human machine과 조직적 인터페이스 연구
IEC 62278 (EN 50126 대체, 표준화)
자동화에서의 안전 관련 영향

디지털화 및 자동화
새로운 시도 수용을 위한 합법적 구성 (규정)
Rail2X 지원 및 국제화 레벨 확대, Industry 4.0을 위한 Law 4.0 필요
전체 이동/logistic chain에 따른 안전 접근법 개발

Cross modal 안전

철도 및 환승을 위한 응용 데이터 프로토콜
Cross modal에서 안전 확보 시 규제정책 철회 (규정)

Research
ERA, 규정, 표준화

2050

Security 로드맵(1/2)
예방 및 보호 향상

2030

2020
승객, 화물, 직원의 보안을 위한 생물 측정 및 검증

물리적 보안
위험물질 검출 및 규명
개인정보 보호 (규정)
의도하지 않은 접근 (예. 승강장 말단 도어)을 위한 보호 수단 (표준화)
고객 및 화물의 자동화 관리 등을 이용한 보안 향상
절차상 보안

보안 목적의 경찰 등의 정보 접근 (규정)
미래 보안 수요 조사

Perceived 보안

소셜 미디어와의 협업
보안기반 리스크와 규율의 잠재력 부석
보안 측면의 네트워크 체계 향상

사이버 보안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및 암호화 관리
빅테이터 분석 등을 통한 이상 감지 및 예측
5G 플랫폼 미래통신
NIS-Directive의 응용 및 변경
철도 외에서의 보안 표준 제공

융통성 증대
보안, 유지보수 및 M2M을 위한 백업 네트워크
손상 및 영향 최소화

안전 경비를 위한 BCM 방법, 절차 및 알고리즘
집중 통신 서비스 및 플랫폼을 위한 최소의 보안 유지 (규정)

2050

Security 로드맵(2/2)
2020

융통성 증대

2030

2050

대비책의 경제성 및 보안 향상 (비용 절감)
대비책
대비책 관련 의무사항 최소화 (규정)
신속한 처리 및 수용능력
응급상황 시 대처

CERT 구축 및 최적화 (규정)
신속한 복구 및 처리 효율

복구 관리

복구관리의 최적 사례 벤치마킹

Research
ERA, 규정, 표준화

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ontrol, Command and Communication 로드맵(1/2)
2015

2020

2030

2025

2040

2035

2045

2050

Shift2Rail(Advanced
Traffic Management &
Control Systems)+H2020
Intelligent traffic
management: 기존 인프
라를 최적화하는 신 관리
시스템 도입

Intelligent traffic
management: 기존 인프
라를 최적화하는 신 관리
시스템 도입

Automatic Train
Operation(ATO)
수송용량

신뢰성 및 정
시성
상호운용성

열차 이동에 대한 지능형 운영 제어에 의한 실시간 네트웍
최적화

Automatic Train Operation(ATO)

이동폐색 기반 고용량, 저비용,
고신뢰 신호시스템 개발/검증

이동폐색 기반 고용량, 저비용,
고신뢰 신호시스템 개발/검증

신 열차위치검지/무결성 검증:
위성기반: GNSS

신 열차위치검지/무결성 검증:
위성기반: GNSS

Virtual coupling

Virtual coupling

신호 전송실패를 감소시키는
무선기반 신 제어시스템

신호 전송실패를 감소시키는
무선기반 신 제어시스템

차세대 ATO: 용량증대,
에너지소비 감소
고밀도 승객서비스를 위
한 열차 투입 증대
좌동

모든 철도 이용자를 위한 용량 및 효
율 증대

유연한 열차운행을 위한 virtual
coupling/uncoupling 개념 개발
고 신뢰 CBTC를 이
용한 정시성 개선

지상설비와 독
립적으로 동작
하는 차상 DB

외부 물리신호 의존도 감소와 인프라 비용 감소에도 시스템
안전성 향상

상호연결성을 증대하면서 철도 안
전성 유지 또는 증대

외부 물리신호 의존도 감소와 인프라 비용 감소에도 시스템
안전성 향상

지상설비와 독립
적으로 동작하는
차상 DB

안전성
GSMR 개선을 통한 통신
안전성 기능 증대

Technology Readiness Level(TRL)

2-3

GSMR 개선을 통한 통 GSMR 개선을 통한 통신
신 안전성 기능 증대
안전성 기능 증대

4-5

6-8

충돌방지, 탈선, 선로전환
에러 관련 철도 안전성 증
대를 위한 상황인지력 증대

Start of implementation, but note R&D continuous beyond this point

Control, Command and Communication 로드맵(2/2)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Shift2Rail(Advanced
Traffic Management &
Control Systems)+H2020
에너지 효율
성 및 지속가
능성

비용효율적인 설
계/테스트/설치와
신호인프라, 차상
장치 유지보수

비용효율적인 설계/테스트/설치
와 신호인프라, 차상장치 유지보
수

열차제어시스템 모듈화: 온라
인 테스트 최소화

경제성

열차제어시스템 모듈화: 온라
인 테스트 최소화

사이버보안

신호/통신에 대한 주요 공격에
대한 사이버보안 최적수준 달
성

Technology Readiness Level(TRL)

2-3

비용효율적인 설계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긴
위한 오픈 아키텍처

4-5

공급자 독립시스템 구현à규모의 경제,
비용절감

중앙 트래픽 제어시스템, 자동화시스
템 관련 사이버보안 확보

6-8

Start of implementation, but note R&D continuous beyond this point

Infrastructure 로드맵(1/1)
2030

2020

2050

Shift2Rail + H2020 (MG8), Infrastructure + others
선로 최적화 (탄성소재 기술 및 기존 설계 향상)
선로 복원력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및 소재
기술

셀프 복구가능하고 긴 수명 가진 소재
교량, 터널, 역사 등 구조물 복구 및 수명 연장 기술 최적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설계 향상
S&C 최적화

비용절감 및 트랙사용
효율 향상을 위한
비파괴 검측 및 주기적
유지보수
인프라 신기술
( 트랙형태, 스위치 및
건널목 등)
전주기 시스템 에너지
효율 및 탄소 배출 분
석 모델링 도구

선로 모니터링 시스템 (인서비스 및 원격)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 전략 개발 (RCM)
모바일 유지보수 및 검측 자동화
새로운 컨셉의 S&C 및 트랙
신기술 지원을 위한 새 표준 및 법령 재정
새로운 컨셉의 철도 건널목
토목공사, 교량 및 터널, 트랙, 스마트그리드, 승객 관리를 위한 모델링 도구
지속가능한 설계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한 결정 지원 도구
선로변 요소의 셀프 조정

지능형 인프라 유지
보수 및 검측기술

인프라 모니터링 및 결정 지원의 자동화
검측 및 수리의 로봇 자동화
통합 실시간 자산 모니터링 및 교통 관리 시스템

Rolling Stock 로드맵(1/2)
2030

2020

쾌적한 여행환경 제공

승객 유형별 및 이용시간별 맞춤형 인테리어 구성
실내소음 저감
신뢰성 강화된 요소 및 신기술

차량 운영 신뢰성 증대

건강 진단 및 관리 (PHM) 시스템
컨디션 기반 유지보수 체계 연구
제동장치 고기능화

차량 성능 향상

구성요소간 유동적인 커플링
용이한 접근성

차량 전주기 비용 절감

하이브리드 트랙션: 에너지 저장장치를 포함한 멀티 전력 공급
EE 부속장치 개발 및 최적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예, 다이아몬드)
수소 연료 전지 및 저장장치의 혁신적인 추진 및 시행
친환경성 및 고효율 에너지 충족 HVAC

소음진동 저감 측면의
친환경 차량
비용효율 및 유형에
따른 화물차량 설계

도심, 교외 및 지방

초고속열차의 공력소음 저감을 위한 예측 분석법 및 설계
주행방사 소음 저감
화물차량 관련 저소음, 속도 향상에 따른 선로 마모 최소화 및 신뢰성 있는 보기대차
도심 화물 운송 및 인터페이스/상호호환기술
RAMS 증대를 통한 혁신적인 설계, 트램 등의 경쟁력 지닌 기술
상황 기반 유지보수 체계

2050

Rolling Stock 로드맵(2/2)
2030

2020

철도 수송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S 표준

에코- 조달 사양 및 조화
철도차량의 중요 에너지-환경 기준 (예, CO2, 소재, 소음)의 에코디자인 표식
인증/승인의 가상화
열차충돌 예방 및 영향 최소화

안전성 및 보안 강화
예방차원의 차랑 유지보수 강화

2050

IT and other enabling technologies 로드맵(1/2)
2015

SRRIA Priority

2020

2040

2045

2050

최적화된 기존 인프
라 이용

ERTMS
2&3/TRL7-8

화물열차용 저비용
호환가능 솔루션

화물통신: single
wagon, RFID
TRL6-8
자동화
TRL3-4

자동화
TRL5-6

물류서비
스

물류서비스

Fleet
management

쿼리 응답시간 감소

Fleet
management

오픈 스탠다드를 위한 협력
개선단계

끊김 없는 끊김 없는 끊김 없는 복합
수송
복합수송 복합수송
복합수송 복합수송
여행자
여행자
증대
증대
비즈니스
분석
프레임

Technology Readiness Level(TRL)

복합수송
여행자
증대

비즈니스
분석
프레임워크

1-3

화물 적하 자동화(설치, 계획/제어시
스템) 및 연결/해제

자동화
TRL5-6

복합운송을 위한 상호운
용 프레임워크

End-users 중
심의 IT 솔루
션

2035

Shift2Rail+H2020 (MG8)
Infrastructure+Others
지능형 트 지능형 트래픽
관리
래픽 관리
TRL 4-6
TRL 4-6

IT 및 화물관
련 기술

2030

2025

EU 복합운송 발족
여행중 지원 및 서비
스로의 신속한 접근
수요와 공급의 조화

4-6

7-9+

Start of implementation, but note R&D continuous beyond this point

IT and other enabling technologies 로드맵(2/2)
2015

SRRIA Priority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Shift2Rail+H2020 (MG8)
Infrastructure+Others
주축에 대한 ERTMS 적용완료
(TEN-T)

간선을 위한
IT와 가능기
술

위치검지
를 위한
GNSS

ERTMS 완전상호호환

지상설비 제한을 위한
신개념

지상설비 제한을 위
한 신개념

점진적 채택

신호가상화

화물과 도시이 화물과 도시이동
동성에 대한 신 성에 대한 신도
시 물류개념
도시 물류개념

도심/근교 이
동성을 위한
IT와 가능기
술

통합티케팅
거버넌스
수송/여 수송/여행
행정보를 정보를 위
위한 새 한 새로운
수단
로운수단

수요와 공급의 조화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호 및
보안
보안

사생활과 개인자유
보장

EU 절차, 규정,
표준화

안전과 보안

테러대비 새
로운 센서

테러대비 새로운 센서

CCTV
알고리즘

CCTV
알고리즘

Technology Readiness Level(TRL)

1-3

테러대비 새로운
센서
추적, 인식, 운영지원
관련 알고리즘

4-6

7-9+

Start of implementation, but note R&D continuous beyond this point

Training and Education 로드맵(1/2)
AREA of
ACTION

2015

2020

2025

2030

2035

기술/생산/운영방
법/산업구조 동향
분석

기술의 특성
파악 및 요구
역량분석

2040

2045

2050

부가가치, 규모경제의 변화, 고
용추이;

기술개발 및 인력
요구사항에 대한
동향분석.
글로벌 트레이드
기술적
역량

새로운 차원의 기술개발

법률적
역량
운영
협력

Advanced Training
Courses

기존 철도 고
등교육 프로
그램

시장영역, 고객 요구사항, 승객
과 화물관련 서비스

현행 철도 고등교육 프로그램

철도 이해관계자의 정보와 제
안사항을 다루기 위한 웹기반
철도 교육 포럼

고등교육
제공

고등교육기관에서 생산된 지식과 서로 다른 산
업환경에서 요구되는 노하우사이의 간극에 대
한 가교
철도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분석
최고경영진 교육

Start of implementation, but note R&D continuous beyond this point

고등교육기관의 지식과 요구
되는 노하우사이의 갭분석

Training and Education 로드맵(2/2)
AREA of
ACTION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새로운 전문기
술 도출

고급 훈련 프
로그램

국제협약제정
및
시장자유화
고급 훈련 프로그램 개발
Knowledge
Management
System 개빌

Knowledge
Management
System 개빌

Knowledge
Management
System 개빌
신규 기술 대상 평생 학습

Start of implementation, but note R&D continuous beyond this point

철도 교육과 연구에 대한 기존
의 역량, 도구, 설비 비교분석
신 조직구조와 신규 기술 수요
를 위한 직원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