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글로벌 KICT, 청렴윤리에서 시작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기관으

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축한 건설기술분야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장비 현황과 공동활용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

에서는 소속 기업, 대학, 개인에게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건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련

  나. 대상 연구장비 : 물리적 측정장비 356대 등 총 539대*(붙임 참조)

* 신규구축과 불용처분 등의 사유로 공동활용 가능 장비 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장비의 경우 장비

상태(원내 과제수행, 고장 등)에 따라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공동활용 신청방법

    1) 건설(연) 장비관리시스템(REMS ; rems.kict.re.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2) 공동활용을 희망하는 연구장비의 담당자(REMS 시스템에서 확인가능)와 일정조율

    3) 공동활용 신청 → 수수료* 입금 → 공동활용

* 수수료는 연구장비 구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중소기업은 내규(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지침)에 의거

공공비용의 20% 할인 가능

  라. 기타 연구원 총괄 장비운영과 관련된 문의는 031-910-0312(윤종훈 수석행정원)으로 연락

랍니다.

붙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활용 가능 연구장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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