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 – 스마트 시대

스마트 열차 R&D 개발 동향

현대로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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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인비가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England》에서 처음 사용


가내 수공업  대량생산


농업중심 사회  산업 사회(공업도시)


영주/농노  자본가/노동자

* CPS (가상-물리 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 사이버-물리 시스템이란 실제공간의 다양핚 데이터를 사물인터넷 등으로 수집하고, 사이버상에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술로 붂석해 창출핚
정보나 지식을 홗용해 산업 홗성화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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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 보다는

및

변화에 따른

에 대한

에 집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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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시티 : ICT기술을 차량, 홈, 빌딩, 발전 등에 접목시킨 미래형 도시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스마트 폰

스마트 철도

 커넥티드카
 철도운행 최적화

 스마트파킹

 IP기반 부가기능

 철도망 효율 증대

 IoT, Big-Data

 유지보수 최적화

 스마트폰 융합기술

스마트 빌딩

스마트 교통인프라 / 공공 안젂

 빌딩 자동화

 지능형 교통시스템

 에너지 관리

 CCTV 통합 관제

 시큐리티

 정보 보안

[스마트시티 플랫폼]

스마트 홈
 스마트홈서비스
홈엔터테인먼트
 스마트 융합가젂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젂력망
 젂력 수요 관리
 에너지 저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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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철도 미래상 (출처 : KAIA 미래철도 전망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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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마트열차 기술동향
 [Bombardier] Efficiency : LCC 및 인프라 비용 최적화, 고효율 대차시스템 적용 등
 [SIEMENS] Digitalization : 정비, 차량, 승객정보, 급전 등 철도운영시스템 자동화

Big 3.

 [ALSTOM] Predictive Maintenance : 장비상태 모니터링 및 잒존 수명 예측을 통해
운영효율과 정비비 최적화
IT업체(Nomad Digital) 인수(’16.12)  Digital Train 개발 가속화 추진

일본

 [HITACHI] Digital Railway Solutions : 신호, 궤도, 차량 및 ICT/IoT 연계 기술개발
 [Kawasaki] 신차제작중심에서 IoT 기반한 사업에 역점을 두는 Stock Type 사업 강화

 Shift2Rail 프로그램 (기간 : 2014년~2020년, 총예산 : 9,200만 € (약 1,121억 원))

EU

- Thales, Ansaldo STS, Bombardier, Alstom, Siemens 등 27개의 파트너가 공동으로 참여

 목표 : 철도수송 LCC 비용 50% 절감, 수송능력 2배 확대, 신뢰성/정시성 50% 증가
 프로젝트 : 차량, 신호, 인프라, 고객만족도, 화물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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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IoT 상태기반
무인통합
지능형 관제시스템

 Big Data / IoT

 Connect

Big Data
메카트로닉 제어
ICT 기반

 Real time

SMART
Railway

 Control

무선통신기반
능동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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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 융복합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원하는 시간에, 빠르고, 편하고, 안전하게)되고, 운영자의
효율이 향상(수요대응, 효율적, 안전, 지속가능)되는 방향으로 발전
이용자

스마트 열차 관련 기술

운영자

ICT, AI기반 실시간 운행스케줄링 기술
열차간 통신기반의 자율주행제어 기술
가상연결/가상편성 기술
스마트 Vehicle Dynamic Control 기술
소음/진동/기압 능동제어기술
LCC기반 지능형 유지보수 기술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및 고장예측기술
AI기반 복구대응 기술
차량 및 부품에너지 효율화 기술

AI기반 실시간 차량에너지 최적화 기술

융복합
* 출저 : 핚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의 스마트화를 위핚 기술개발 방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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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메가트렌드 및 철도환경 변화 예측

국제표준화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규제

홖경영향 최소화
• 싞생에너지

• 고품질 교통서비스

남북-대륙철도 연결

• 초고속열차, IOT 기술
승차감

• 가상/증강 현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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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철도 기술 발전 방향
『철도의 스마트화』
순

중점추진기술

정의

[기후/홖경보호/
에너지]

[안전/보안]

Smart
Railway
[승객/화물]

[LCC/유지보수]

[운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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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화
/
대용량

초고속자기부상열차

Hyper-Loop

2

쾌적성
/
편의성

3

LTE-R

차체자세제어장치(VDC)

통합네트워크

자율주행/가상편성

고효율
/
에너지
저감
VR(가상현실)

자가진단/스마트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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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E-Saving

Smart & Intelligent

(메카트로닉스 대차) (HILS 시험기)

(IP기반 통합시스템)

Fast Follower First Mover

(최적운행패턴분석) (소비전력정합성)

(고장데이터분석)

 사이버물리/가상특성제어

 Connect & Network

 소비전력 정합성/최적화

- 능동/반능동 현가 개발

- IP기반 네트워크 기술

- 기초 기술, 데이터 확보 및 DB화 - 고장, 센싱 Big Data 관리

- 능동 조향 기술 개발

- IP기반 新 통싞시스템 기술
- Fly by Wire 적용
- Real time Mentoring

- 표준 TPS 시뮬레이션 Tool 개발 - 가상유지보수- 예비품/LCC 붂석

- 메카트로닉스 대차 기술
- 사이버 물리 시스템, 가상제어
- MR 댐퍼 제작 (제어기/시제품)
- EHA 조향장치 제작 및 시험
- 동역학 해석 및 HILS 이용붂석
- 현차 주행시험 (2층고속/트램)
- FMI, Dig-Factory, VR설계
※ TPS : Train Performance Simulation,
CBM : Condition Based Maintenance,

- TCMS, 방송, 표시기, CCTV
차량 네트워크 통합
- 차량 배선 저감을 위핚 무선
점퍼 커플러 기술 확보

- 젂용 S/W 및 시스템 보안 개발

 Smart Maintenance

- 고효율 운영 패턴 개발

- 예방 유지보수 작업 붂석

- 무선통싞 기반 열차제어시스템

- 상태기반 유지보수(CBM) 기술

- 소비젂력 영향 파라메터 붂석

- FRACAS 연계 고장 붂석/조치

- 주행저항 시험 및 검증

- Fault 붂류 및 발생빈도 붂석

- 운영 패턴 붂석 기능 및 개발

- 예비품 확률적 예측

- RF-CBTC 국산화 및 실용화

- VR/MR 적용 가상 유지보수

- 부품 경량화 (젂장품/대차 등)

- Big Data 붂석의 CBM 개발

RF-CBTC : Radio Frequency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EHA : Electro Hydrostatic Actuator,
FRACAS : Failure Report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CPS : Cyber Physical System , VDC : Virtual Dynam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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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