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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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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IT (The Center for Innovation in Transport 는
카탈루냐 정부 ,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Polytechnic

University of Catalonia)가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세운
CIMNE (International Center for Numerical Methods in

Engineering) 소속연구단체이다.

CENIT은 교통분야 혁신을 위한 전문성에 집중하기 위해
카탈루냐 정부와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2001년 설립되었고, 2017년에 CIMNE 소속 회원이
되었다.

미션: 글로벌 교통분야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는것

우리 팀은 토목 엔지니어, 경제학자, 컴퓨터 엔지니어,

조선 기사 및 수학자를 포함한 다양하고 다국어가 가능한
경험많은연구자들로구성되어있다.

Consortiu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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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지속가능한 이통체 및통행패턴

물류및화물 유통

철도교통

교통량 관리

항공교통

도시운송수단 (MOBILITY)

항만및해상수송체계

인프라관리

교통경제학항만물류 및해상수송체계



우리는어떻게일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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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세미나

리포트

미디어

기관, 단체등과의협업

교육

UPC - 교통및이동체,
공급망석사학위

UPC - 선박사업석사
학위

단기과정

연구

연구과제

(국가프로그램)

박사논문

과학출판물

(논문, 서적등)

혁신적솔루션

기업과
공공단체

예) 바르셀로나의
새로운네트워크
버스; 터미널

컨테이너를위한
시뮬레이션
모델등

H2020

공공단체,
기업과 공동

참여

프로젝트와
제안서주도

기술적인지원

기업과
공공단체

예) 스페인항만
관측소

CENIT 은일상적인교통시스템의운영, 물류망,

모빌리티계획에영향을미치는문제를분석하여
과학적인견해를제공한다.

CENIT은교통분야에서의혁신적인솔루션을
제공하기위해빅데이터, 계량경제학모델및
오퍼레이션리서치를활용한다.

연구 이노베이션



Centre d’Innovació del Transport (CE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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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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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교통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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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IT은 교통체계관리와 연관된 교통당국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정한 문제점에 중점을
맞춘다.

연구분석분야

• 비용-이익분석
• 충전시스템
• PPP (Public-Private-Partnership) 계약시스템
• 파이낸싱
• 교통투자의효과

참고 SAIT: 운송인프라투자를위한평가시스템
기술보고서, 카탈루냐정부

2040년까지의라틴아메리카운송부문의투자분석
기술보고서, 안데안개발공사 - CAF

지속적인대중교통자금조달을위한혁신방안에관한파일럿프로젝트연구
기술보고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DG MOVE



대중도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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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Zeus: 제로배출가스도시버스
연구프로젝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H2020

Retbus I and II: 바르셀로나버스노선망
기술보고서, 바르셀로나시의회

바르셀로나택시연간관측
기술보고서, 바르셀로나권역행정기관

CENIT은 대중교통 사업자의 운영 효율성을 위한
자문서비스를제공한다.

연구분석분야:

• 대중교통네트워크설계
• 전기버스시행
• 대중교통의효율성분석
• 운영의최적화
• 수요분석



항만물류및해상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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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근유럽연합선박동향분석및근해운송경쟁력향상을위한정책지원분석
기술보고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DG MOVE

바르셀로나 2040년도의미래항구
연구프로젝트, 바르셀로나항구

바르셀로나항구의새로운컨테이너터미널시뮬레이션모델
기술보고서및시뮬레이션모델, Tercat-Hutchinson

CENIT은 공공분야, 항만 서비스 사업자, 하역
및선적기업에게다음을자문한다.

• 항만운영및최적화
• 비용분석
• 수요분석
• 항만터미널설계
• 기술의효과



물류및도시화물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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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ENIT의 주요 연구 분야는 라스트마일 유통 전문성에
기반한도시내화물유통이다.

이와관련한업무는다음을포함한다:

• 화물배송을위한노선설계
• 환경을고려한솔루션
• 화물유통을위한전기차활용
• 전기충선소의위치

URBAN CONSOLIDATION CENTRES 
(CITY LOGISTICS)

fuente: www.dhl.com

NOVELOG: 지속가능한도시물류를위한새로운협력사업모델및지침서
연구프로젝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H2020 

SMILE: 지중해도시들의에너지효율을위한혁신적인스마트그린도시물류
Med Programme (L’Europe en Méditerranée),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도시내화물유통에관한백서
기술보고서, 바르셀로나교통공사(ATM)



교통량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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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프로젝트는 아래를
포함한다:

• 도시고속도로에서의속도분석
• 신호체계의역학관계및통행시간예측
• 도시시뮬레이션모델
• 교통흐름최적화
• 도시이동체 (mobility) 향상

바르셀로나시내이동성시뮬레이션도구및교통신호등최적화
연구및시뮬레이션, 바르셀로나시의회

트램노선연장프로젝트
연구및시뮬레이션, 바르셀로나시의회

제한속도가교통관리에미치는영향
기술보고서, 카탈루냐교통관리국



스마트도시와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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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시 모빌리티의 개선을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 운영단계, 정책결정 그리고 도시개발 전략을
모두포함한접근법을사용

• 도시내신교통수단에대한평가
• 도시내확정된모든교통수단에서의균형
• 도시에서의교통량시뮬레이션모델
• 도시모빌리티정책
• 새로운모빌리티솔루션자금조달

GrowSmarter: 스마트하고지속가능한유럽을위한도시혁신
연구프로젝트, 유럽연합 – H2020

Limit of Modal Changes: 도시모빌리티의새로운패러다임
연구, 폭스바겐 – SEAT

바르셀로나시내이동성시뮬레이션도구및교통흐름최적화
연구및시뮬레이션, 바르셀로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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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성과물

박사및졸업/

석사논문
전국및국제회의 과학적출판물

연구센터인 CENIT 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일상적인 교통 시스템의 운영,

물류망 그리고 일반 모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공헌하고있다.

이는 CENIT이 자랑하는 경험 있고 높은 수준의 과학적 성과물을 보유한 박사, 박사 예정자로
구성된 다양한 팀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CENIT의 성과물은 서적, 기사 그리고 정기적인
컨퍼런스논문으로출간되고있다.

CENIT은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방법론을 개발,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지원및자문서비스를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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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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