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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2018년, 2019년 교통부문 연구수행을 위한 과제제안 협조요청(하반기)-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
구·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발전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정책적 활용도와 이론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과제를 발굴하
기 위하여 귀 기관(부서)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
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과제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안요청 내용: 2018년도 수시과제 및 2019년도 기본과제
이메일(jyny@koti.re.kr, donghyunkim@koti.re.kr) 또는 팩스(044-211-3221) 송부
- 제출기한 : 2018년 8월 20일(월) 15:00
최혜진 팀장(044-211-3023), 김동현 과장(044-211-3149)
※ 유의사항: 과제 제안시 제안서 양식 2쪽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서를 작성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연구과제 제안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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