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 에너지 및 자원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

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선제적·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귀 기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4. 귀 기관에서 보내주신 제안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 1. 정책연구과제 제안 양식 1부

첨부 : 2.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위한 참고자료 1부. 끝.

에너지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에너지정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가. 제안기한 : 2019년 12월 27일(금)

나. 제안내용 : 2020년 수시·협동연구사업 및 2021년 기본(일반)연구사업

다. 제안방법 : 제안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

라. 제 출 처 : 연구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 김성건 선임행정원

(E-mail: sgkim@keei.re.kr, Tel: 052-714-2216)

※ 과제 제안서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eei.re.kr → 연구사업 → 연구과제제안)에

접속하시어 직접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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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석유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강원발전연구원장, 재단법인인천발전연구원
장, 전남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장,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발전연구소, (재)중소기업연구원, 가톨릭대학교총장, 강원대
학교총장, 건국대학교총장, 경기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경희대학교총장, 고려대학교총장, 국민대학교총장, 단국대
학교총장, 동국대학교총장, 명지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 서강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총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숭실대학교총장, 연
세대학교총장, 울산대학교총장,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인천대학교총장, 전남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중앙대학교총장, 
충남대학교총장, 충북대학교총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포항공과대학교총장, 한국과학기술원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한양대학교총장, 홍익대학교총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한국행정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장, 육아정책연구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연구소장),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
관, 외교부장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국토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통
일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총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교통연구원장,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장, 울산과학기술원총장,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한국남부발전
(주) 사장,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재단법인경기개발연구원,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동아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총장, 동의대학교총장, 상명대학교총장, 울산발전연구원장, 대구경북
연구원장, 경상대학교총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 광운대학교총장,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재단법인충남발전연구
원, 재단법인부산발전연구원장, 재단법인경남발전연구원장, 한성대학교총장, 서경대학교총장, 경남대학교총장, 미래창조
과학부장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시민연대,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S
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대한석유협회, 대한석탄공사 사장, 대한석탄협회,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기후변화에
너지대안센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기후프로젝트NGO, 노무라종합연구소, 사단법인생태지평, 시민환경연구소,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포스코경영연구소, 환경재단, 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실천연합회, 환경보전협회, 한밭대학교총장, 한림
대학교총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한국교통대학교총
장, 한국교원대학교총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총신대학교총장, 조선대학교총장, 인하대학교총장, 융합연구정책센
터,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영남대학교총장, 아주대학교총장, 세종대학교총장, 서울연구원
장,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삼육대학교총장, 동덕여자대학교총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녹색ICT연구센터, 광주과학기술
원총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경북발전연구소장, 녹색기술센터소장,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에너지전환포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전력기술
(주)사장,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총장, 녹색전환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통
령비서실장, 전기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재)한국스마트
그리드사업단장,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한국도시가스협회

담당 김성건 팀장 신힘철 실장 심성희 부원장 김현제

원장 조용성

협조자

감사

시행 연구기획팀-19120606 (2019-12-06) 접수   ()

우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 http://www.keei.re.kr

전화 052-714-2216  전송 052-714-2027 / sgkim@keei.re.kr / 공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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