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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
그러나 서울과 제주지역에만 집중, 지역적 양극화 우려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로 종합적인 대응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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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뉴스

‘철도경쟁 40일간의 변화’ 긴급
정책세미나 개최

‘항공레져 활성화 및 항공레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업무협약’

한국교통연구원은 1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한국교통연구원은 2월 3일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회의실에서 ‘철도경쟁 40일간의 변화’ 긴급 정책세

‘항공레져 활성화 및 항공레져 산업단지 조성을 위

미나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철도운

한 공동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 경쟁의 성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항공레져 활성화를 위해 본원을 비롯하여 부여군,

하였으며,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황기연 홍익

대한민국항공회, ㈜스펙코어의 기관장이 참석하여

대학교 부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협약서에 사인하였다.

‘차세대 초고속 신교통(하이퍼튜브 HTX) 공동융합연구 협약식’
한국교통연구원은 1월 17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차
세대 초고속 신교통(하이퍼튜브 HTX) 공동융합연구 협약식’을 진행
하였다. 이번 공동협약은 향후 3년간 튜브 인프라를 비롯해 캡슐차
량 기술개발, 운행제어 기술 등 하이퍼튜브에 투입될 주요 핵심기술
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연구협약이며 본원을 비롯하여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가 힘을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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