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스템
공학
Transportation System
Engineering

주관캠퍼스 소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분야의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를 통해 철도교통의 발달과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종합연구기관이다. 미래 첨단 기술과 철도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철도기술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철도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철도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의 철도와 대중교통
및 물류 기술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철도산업발전을 선도할 철도교통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중점ㆍ특화분야 대학원인
UST-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스쿨을 운영 중이다. 본 스쿨은 철도교통에 적합한 전공체계를 구축하고
학사운영을 내실화 하였으며, 교육시스템을 체계화 했다.
UST-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스쿨은 최첨단 연구시설, 우수한 교수진, 차별화된 교육과정, 연수 장려금
지원, 학생복지제도 등 탁월하고 안정적인 교육･연구환경을 제공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www.krri.re.kr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월암동 360-1
Tel : 031-460-5000
Fax : 031-460-5159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전공 개요
교통시스템공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선도자로서 기술개발 전략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하이퍼튜브와 같은 혁신적인 미래 첨단 철도 및 대중교통기술을 연구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도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기술과 교통 편의성 향상 기술, 재난 대비
기술, 노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기술 등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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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CAMPUS INTRODUCTION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founded in 1996, is Korea’s only railroad research
body, devoted to developing railway transportation and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railway industry by developing railway technologies and researching railway policy. The
KRRI works strenuously to improve railway technologies and create a better future for railway
transportation by developing the railway technologies of the future and other comprehensive
railway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KRRI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Korea’s
railways, public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technologies, by carrying out tasks such as
standardizing railway logistics and establishing a railway safety system.
The KRRI runs the UST-KRRI School specialized in railway technologies in order to cultivate
railway experts who will by pioneers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railway industry. The
UST-KRRI School has established a quality railway transportation major and has improved
its school administration. It has also streamlined its education system.
The UST-KRRI School is cultivating creative global-oriented talent with expertise and practical
competencies by providing a stable and outstanding education and research environment
including state-of-the-art research facilities, competent faculty, differentiated curricula,
training grants, and student welfare systems.

INTRODUCTION OF MAJOR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udents majoring in Transportation System
Engineering, as technology leaders, research future advanced railway and public transportation
technologies, such as hyper tubes, in order to innovative change in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ies. In addition, students learn railway safety technologies, transportation convenience
enhancement technologies, disaster response technologies, and outdated facility renovation
and maintenance technologies so that people can use railways and public transportation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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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교통기술 인재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첨단 교통기술전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운영
출연연 기반 교통기술분야 전문교육기관
미래교통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
현장/이론 융합형 교육체계 확립 및 내실화

연구부문

철도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4차산업혁명에 맞춰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한 첨단교통기술 연구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커리큘럼의 다각화
교육 전문기능 강화
우수 교원 확보
학사운영 체계 확립

연구부문

개발도상국의 철도분야 연구 및 진출
철도분야 고부가가치 원천기술개발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졸업 후 진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연), 철도운영기관, 철도건설업체, 철도차량 제작업체 등에 연구자 또는
고급기술자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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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VISION AND GOALS
LONG TERM VISION

Educating global
lead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experts

DEVELOPMENT GOALS
Education

Construction and systematic adminstration of education system for

sector

advanced transportation technology experts
Specialized education organization in transportation technology fields
based on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Raising creative experts leading innovation of future transportation
technologies
Establishing and substantializing the convergence education system of
field and theoretical study

Research

Establish global network of railroad

sector

Advanced transportation technology research adopt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Operating programs enhancing students’ abilities

sector

Diversifying curriculums
Strengthening specialized educational function
Recruiting excellent professors
Establishing management system of school affairs

Research

Research and advancement of railway in developing countries

sector

Development of high-value-added source technologies in the railway
field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GRADUATION
Employment as researchers or advanced engineers in public organization,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railway operating companies, railway construction industries,
rolling stock manufacturer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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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편성 목록

∙ 교통･물류
∙ 기계
∙ 전기･신호

구 분(Category)
공통

전공

필수

| Understanding of Railway Systems Technology

(Major)

∙ 토목

선택

∙ 환경

교과목명(Course)
철도시스템 기술의 이해
교통시스템 공학 개론 I
| Transportation System Design and Engineering I
교통시스템 공학 개론 II

학부 선수 권장과목

| Transportation System Design and Engineering II

∙ 공업수학

로봇지능 및 기계학습 | Robot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 수치해석

IT 기반 철도시스템 분석 설계

∙ 역학

| IT-Based Analysis and Design for Railway System
철도시스템 신뢰성 공학 | Railway System Reliability Engineering
차량･기계

전공

선택

계측 및 마이크로프로세스 제어
| Instrumentation and Microprocessor Control

(Major)

철도차량 동역학 | Railway Vehicle Dynamics
차량구조역학특론 | Advanced Vehicle Structural Mechanics
충돌역학특론 | Advanced Mechanics of Collision
첨단 계측 및 비파괴평가공학
| Advanced Instrumentation and Nondestructive Test Engineering
세미나

첨단 계측기술 및 적용 세미나 | Advanced Instrumentation

(Seminar)

철도차량 첨단소재기술 세미나
| Seminar on Advanced Material Technologies for Rolling Stock

궤도･토목

전공
(Major)

선택

철도궤도공학 | Railway Track Engineering
철도지반공학 | Railway Geotechnical Engineering
철도터널공학 | Railway Tunnel Engineering
철도교량공학 | Railway Bridge Engineering

세미나

철도교량 동적거동 평가 세미나

(Seminar)

| Dynamic Behavior of Railway Bridges
첨단 철도보강노반 설계 및 현장 적용 세미나
| Design and Construction of Reinforced Subgrade for Railways
Seminar

철도노반의 연약지반 처리 방안
| Method of Process in Soft Ground at the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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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편성 목록

전기･신호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전철전력시스템공학

선택

| Electric Railway and Power System Engineering

(Major)

스마트전기철도공학 | Smart Railway Electrification Engineering
철도정보시스템 | Railway Information System
철도에너지공학 | Energy Engineering for Railways
세미나

전기철도 유지보수 기술 세미나

(Seminar)

| Seminar on Maintenance Technologies for Electric Railway
ICT기반 지능형 센싱 | Smart Sensing Based On ICT Technology

교통･물류

전공

선택

(Major)

철도교통계획론 | Planning Theory of Railway Transportation
SCM 이해 | Understanding of SCM
철도교통체계분석론 | Analysis of Railway Transportation System
물류시스템특론 | Advanced Logistics System

세미나

교통데이터분석 세미나 | Seminar on Transportation Data Analysis

(Seminar)

교통체계분석실습 세미나
| Seminar on Practice on Transport System Analysis
첨단물류 세미나 | Seminar on Smart Logistics

환경

전공
(Major)

선택

철도실내환경학 |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Railway Indoor
철도 소음 공학 | Railway Noise Engineering
교통환경특론
| Advanced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Transportation

세미나
(Seminar)

실내공기질 관리기술 세미나 | Indoor Aerosol
철도차량 소음 및 진동 연구 세미나
| Railway Noise and Vibration Seminar
철도소음 측정기준 및 기술 세미나 | Measurement of Railway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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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고급수치해석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Advanced Numerical Analysis

IT 기반 철도시스템 분석 설계
| IT-based analysis and design for railway
system

화물운송론

▶

| Freight Transportation
전기철도공학 입문

| Advanced Logistics System
▶

| Introduction to Railway Electrification
전기철도특론

물류시스템특론
스마트전기철도공학
| Smart Railway Electrification Engineering

▶

| Advanced Electric Railways

전철전력시스템공학
| Electric Railway and Power System
Engineering

철도에너지시스템

▶

| Railway Energy System
철도차량소재기술개론

| Energy Engineering for Railways
▶

| Introduction of Material Technologies for

철도차량 첨단소재기술 세미나
| Seminar on Advanced Material Technologies for

Rolling Stock

••

철도에너지공학

Rolling Stock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교통공학개론 | Introduction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

-

랜덤 신호 처리 | Random Signal Processing

▶

-

▶

-

▶

-

▶

-

신호처리공학 세미나
| Seminar on Signal Processing Engineering
지반공학 수치해석 및 현장실험 세미나
| Geotechnical Engineering Numerical Analysis and a
Field Testing

첨단신소재의 접합기술 세미나
| Junction Technology of High Tech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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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Majo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교통시스템 공학 개론 II
Transportation System Design and Engineering II
교통시스템(철도, 대중교통, 도로, 공항, 항만) 설계에 관한 공학적

IT 기반 철도시스템 분석 설계
IT-Based Analysis and Design for Railway System

고려요소를 이해시킴으로서 철도, 도로, ITS, 항공, 해상교통 등 교통시스템
기술개발에 도움

철도시스템(차량, 토목, 신호, 전기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수치
해석접근을 통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철도시스템과 관련한

교통환경특론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며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치해석

Advanced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Transportation

기법의 이론을 학습하여 학습된 이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다양한

본 강좌에서는 통계의 기초적인 배경지식과 함께 R 프로그램 등

유형의 실습 예제를 풍부하게 다루어 수치해석의 이론을 견고히 이해한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교통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수치해석을 이용한 학생별 주어진 프로젝트를 해결을 통한 수치해석을

과정을 습득한다.

실용 능력을 극대화한다.
The goal is to improve the ability to solv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railway systems (vehicle, civil engineering, signal, electricity,
etc.) through numerical analysis approach. Defines various problems
related to railway systems and solves problems through learned
theories by learning the theories of numerical analysis techniques
needed to solve each problem. A good understanding of the theory

로봇지능 및 기계학습
Robot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철도분야 계측데이터 활용, 교통 데이터 분석, 환경 데이터 해석 등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초를 배우고, Python
and Matlab 등의 툴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데이터 처리방법을

of numerical analysis by abundant examples of various types of

학습한다. 또한 인공지능학습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연구과정에서 습득한

practical exercises. Maximize practical ability of numerical analysis

측정데이터를 직접 기계학습으로 모델링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by solving given projects by students using numerical analysis.

수행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적용법을 습득하게 한다.
This class provides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artificial

SCM 이해
Understanding of SCM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with various measuring
data, transportation data, environmental data in the railway
engineering areas. Students can also learn to use basics of python
programming and matlab toolbox. In addition, by AI modeling and
programming with measuremet data set in each engineering field,

계측 및 마이크로프로세스 제어
Instrumentation and Microprocessor Control

students can practice applications with machine learning in their
term project.

계측 제어 시스템 기술은 자동화 시스템, 로봇, 미래형 철도 및 자동차,
마이크로 구동장치, 의공학 장비 등 기계, 전자, 컴퓨터의 융합된 기술이

물류시스템특론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Advanced Logistics System

구성하고 있는 기구부, 정보 처리부, 제어부, 구동부, 센서 및 신호처리와

물류산업체 및 수송시설의 소개를 통해 승객 및 화물수송이 양대 축을

관련된 측정기술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초

이루는 교통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통합시스템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 본 계측 시스템 제어 과목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본적인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통합된 설계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교통시스템 공학 개론 I
Transportation System Design and Engineering I
교통시스템(철도, 대중교통, 도로, 공항, 항만) 설계에 관한 공학적
고려요소를 이해시킴으로서 철도, 도로, ITS, 항공, 해상교통 등 교통시스템
기술개발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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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스마트전기철도공학

철도궤도공학

Smart Railway Electrification Engineering

Railway Track Engineering

전기철도의 핵심 분야별 학습을 목표로 한다. 전기철도의 구분과 전차선로,

철도 궤도의 구조와 특징과 궤도의 해석 및 설계를 위한 기본 이론을 소개

변전, 신호등 인프라와 전기철도 차량에 대해서도 학습된다. 4차산업기술의

Intrdoduction to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railway track

전기철도 적용을 위한 스마트 전기철도 기술을 병행 학습한다.

and basic theories for analyzing and designing the railway track

전철전력시스템공학

철도시스템 기술의 이해

Electric Railway and Power System Engineering

Understanding of Railway Systems Technology

전기철도 핵심설비인 전차선 관련 기초지식 학습을 목적으로한다.

철도 궤도의 구조와 특징과 궤도의 해석 및 설계를 위한 기본 이론을 소개

전기철도 전차선로의 구조, 형상, 부품, 성능검측, 유지보수, 차량과의

Intrdoduction to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railway track

상호작용등 전기철도 전차선로의 기초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and basic theories for analyzing and designing the railway track

The purpose of the lecture is to understand on overhead contact
line (OCL) in electric railways. The lecture includes the structure,
requirement,

standards,

equipment,

maintenance

of

OCL,

interoperability between overhead contact line and pantograph,
current collection performance, and inspection systems of OCL.

철도시스템 신뢰성 공학
Railway System Reliability Engineering
철도시스템의 신뢰성 관리를 위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관련 규격의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적용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ories on reliabilty management and

차량구조역학특론

related standards to conduct relibility analysis and evaluation for

Advanced Vehicle Structural Mechanics

railway systems.

철도차량 차체 및 구조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구조물의 역학적 거동과
해석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철도차량설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ories on mechanical behaviors and
structural analysis for application to design of rolling stocks.

철도실내환경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Railway Indoor
공기중 부유하여 인체유해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의 특성과 원리를
이해하고, 철도역사 및 지하공간과 같은 특수한 교통실내환경에서

철도 소음 공학

미세먼지의 거동특성을 이해함

Railway Noise Engineering

Understanding of airborne particles which cause harmful effect

철도 소음원의 역학을 이해하고 계측, 해석 및 저감 방법을 습득한다.

to human beings. Characteristics of aerosols in underground facilities

Introduction to the source of railway noise and the methods used

such as subway station are dealt in class.

to study measurement, analysis, reduction.

철도에너지공학
철도교량공학

Energy Engineering for Railways

Railway Bridge Engineering

전기철도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기술의 활용 및 실용화 기술에 대해

철도교량과 관련된 정역학 및 구조동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철도교량 설계

심화 학습을 수행한다.

등 실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습한다.
철도정보시스템
철도교통계획론

Railway Information System

Planning Theory of Railway Transportation

철도시스템의 제어를 위한 통신,신호시스템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철도공학 및 계획의 기초적 지식배양
철도지반공학
철도교통체계분석론

Railway Geotechnical Engineering

Analysis of Railway Transportation System

본 과목은 지반공학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물리/화학적 흙의 성질,

수리적 모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수학능력 배양

토질물성시험, 침투해석, 압밀/침하, 재하에 의한 흙의 거동, 간극수압의
발달, 응력과 변위, 전단특성, 구성모델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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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세미나과목

철도차량 동역학

Seminar Course

Railway Vehicle Dynamics
이론적인 동력학을 기반으로 철도차량의 동력학 및 탈선메카니즘 이해
Inderstanding the Railway Vehicle Dynamics and Derailment
Mechanism Based on the Theoretical Dynamics signal processing
technology which is used for noise, vibration and vehicle dynamics
in railway system.

ICT기반 지능형 센싱
Smart Sensing Based On ICT Technology
최근 이슈가되는 ICT를 기반으로 지능형 센싱을 수행하는 기술들에 대한
동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purpose of the lecture is to learn the trend of smart sensing

철도터널공학

technology based on ICT technique.

Railway Tunnel Engineering
철도터널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본
강의에서는 계획에 있어 지질학적 조건, 터널설계 방법, natm, tbm에
의한 시공법을 다룬다

첨단 계측 및 비파괴평가공학
Advanced Instrumentation and Nondestructive Test
Engineering

교통데이터분석 세미나
Seminar on Transportation Data Analysis

교통체계분석실습 세미나
Seminar on Practice on Transport System Analysis

본 과목은 기존 전기식 센서에 비해 고정밀, 비접촉, 원거리 계측이 가능한
레이저 등 광학기반 계측 기술에 대한 이론 및 응용 사례를 소개하고
철도시스템의 비파괴평가를 위한 다양한 비파괴 평가 기술(초음파,

실내공기질 관리기술 세미나

음향방출, 방사선, 적외선열화상 등)의 종류, 특징, 장단점 등에 대해

Indoor Aerosol

배우고 철도시스템에 이를 응용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를 학습 한다.

공기중 부유하여 인체유해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의 특성과 원리를

Advanced Instrumentation technologies based on optics such as

이해하고, 지하공간과 같은 특수한 실내환경에서 미세먼지의 거동특성을

laser and their applications will be introduced, and various types

이해함

of NDE techniques, such as ultrasonics, acoustic emission,

Understanding of airborne particles which cause harmful effect

radiography, infrared thermography, etc.,for railway systems will

to human beings. Characteristics of aerosols in underground facilities

be introduced, and its applications will be studied with experimental

such as subway station are dealt in class.

instruction.

전기철도 유지보수 기술 세미나
충돌역학특론

Seminar on Maintenance Technologies for Electric Railway

Advanced Mechanics of Collision

전기철도 유지보수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실제 계측시스템 구성을

교통수단에서의 충돌안전은 항상 이슈가 되는 분야이며, 철도분야에서

학습한다. 전기철도 응용기술을 학습한다.

교통수단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식습득과 향후

The puropose of this lecture is that provide an intergated approcach

진행될 현장실습의 토대가 되는 내용을 강의한다. 통계학적으로 충돌사고를

to advancde and reliable diagonosis and prodections of electric

분류하고, 충돌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방법, 지금까지 충돌안전을 위해

railway.

취해온 공학적 방법 등에 대한 개요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과목은 일반적인
대학의 교과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실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접근법에
기초한다

철도교량 동적거동 평가 세미나
Dynamic Behavior of Railway Bridges
본 세미나에서는 철도교량의 형식별 요소별 동적거동에 대한 기존 사례를
통해 열차하중 하의 철도교량의 동적거동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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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철도노반의 연약지반 처리 방안
Method of Process in Soft Ground at the Railway
철도노반의 연약지반 처리 방안
Method of process in soft ground at the railway

철도소음 측정기준 및 기술 세미나
Measurement of Railway Noise
철도소음 측정이론과 방법을 이해한다. 철도소음 관련 기술 평가 위한
측정방법을 학습한다.
Lecture on the measurement theory and measurement method
of railway noise

철도차량 소음 및 진동 연구 세미나
Railway Noise and Vibration Seminar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연구 세미나

철도차량 첨단소재기술 세미나
Seminar on Advanced Material Technologies for Rolling Stock
철도차량 적용소재의 이해와 응용기술 습득

첨단 계측기술 및 적용 세미나
Advanced Instrumentation
본 세미나는 각종 첨단 계측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세미나로 진행한다.

첨단 철도보강노반 설계 및 현장 적용 세미나
Design and Construction of Reinforced Subgrade for Railways Seminar

철도노반 분야 중 강성보강옹벽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현장적용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선행연구 사례 조사 및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여 현장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첨단물류 세미나
Seminar on Smart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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