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연구원 공고 제2022-5호

2022년 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조사위원 모집 공고문
◦ 주요 내용
국립공원연구원은 2022년도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에 참여하여 보호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해 주실 조사위원(분야별)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시행근거: 「자연공원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 대상공원, 조사분야(모집대상), 수행업무
구분

모집인원

조사 대상공원
치악산·소백산·

조사위원

분야별
OO명

주왕산·무등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
총 5개 공원

조사 분야
◦ 자연생태계분야(15개): 식물상(관속), 식물상(선태), 포
유류(중대형), 포유류(소형), 조류, 곤충류(주간), 곤충류
(야간), 고등균류, 양서·파충류, 담수어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담수조류
◦ 경관 및 문화자원분야(2개): 지형·지질, 문화자원(고고
역사, 민속자원)

◦ 수행업무: 계획수립, 현장조사(지점별 , 분야별 분석․평가, 관리방안 제시
예시1) 식물상(관속): 종목록 작성, 서식지 유형별 조사 및 분석․평가, 국가보호종 및 위해야생생물 현황
예시2) 지형·지질: 지형·지질자원 Ⅰ급, Ⅱ급 조사 및 가치평가(등급화)
예시3) 빛(교란요인): 서식지 유형별 현황, 공원 내 빛 공해 발생 현황 및 관리방안

※ 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조사수당은 정부고시「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근거로
지급하며 동일 날짜에 타사업과 중복 조사 수행 불가함
2. 지원자격(조사위원)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운영지침(2020.3.9.)에 따라 분야별 대학 조교수 수준의 전문소양을 가졌
거나 이에 준하는 기능을 보유한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조사위원 위촉 후 조사위원은 조사보조원을 선임함

3. 지원절차

가. 기

간: 2022. 2. 16.(수) ~ 2. 23.(수)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지원서(이력+서 등)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 동의서
다. 접수방법: 전자우편(E-mail) 접수

※전자우편과 지원서류 제목은 「공원자원조사 지원서류_분야명_이름」으로 작성

라. 접 수 처: sdu77@knps.or.kr (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담당)

4. 전형일정
구

분

심사

일 정
2022. 2. 24.(목)
~ 3. 3.(목)

내

용

◦ 검토위원회 개최

※지원자격, 분야 전문성 적합도, 유관 조사사업 참여 실적 등 검토

결과 알림 및

2022. 3. 4.(금)

◦ 개별 연락을 통한 심사결과 알림 및 참여의사 확인

조사위원 위촉

2022. 3. 8.(화)

◦ 분야별 조사위원 위촉 확정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문의: 033-769-1665 (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담당)
2022. 2. 15.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