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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융합연구사업 수요조사

2.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사회적 현안을 중심으로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부합하는 융합연구사업을 선정·지원하여 글로벌 이슈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융합연구사업을 아래와 같이 조사·추진하고
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1. 목적
-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현안을 중심으로 선도형 연구를 통해 국
가·사회 및 산업계 현안을 해결하고 우수한 성과창출을 유도
2. 추진 방법
- 수요조사를 통해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 융합연구사업으로 선정하고, 제안 기
관 또는 제안(연구)자와 함께 융합연구사업팀 구성·운영 및 공동연구
수행
3. 선정 절차
- 수요조사를 통한 현안 선정 및 현안별 문제 정의
- 해결 대안 기획
- 과제 심의 및 선정
4. 선정 기준
- 정책·기술 관련성, 융합연구 적절성, 국가·사회적 중요성, 경제적 파급성을
고려하여 국정과제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5. 추진 일정
- 제1차 수요조사: 2017년 10월 23일(월) ~ 2017년 11월 30일(목)
- 제2차 수요조사: 2018년 상시 접수
6. 제출 서류: 융합연구 문제해결제안서 제출 (붙임 참조)
7. 문의처 및 제출처

- 담당자: 한국교통연구원 경영전략실 연구관리과장 김동현
- Tel: 044-211-3149
- Email: donghyunkim@koti.re.kr
- Webpage: www.koti.re.kr
첨부. (융합연구) 문제해결제안서(양식+예시) 1부
붙임

끝.

붙임 1. (융합연구) 문제해결제안서(양식+예시).hwp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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