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공고 제2019-215호
2020년 국립생태원 자연환경조사원(전국자연환경조사 및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조사) 참여희망자 모집 공고

국립생태원은 2020년도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조사’에
참여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전문조사원(외부전문가)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대상 및 주요업무

모집분야
기간
업무
인원
• 해당지역 조사계획 수립
전문조사원 위촉 시∼분야별 조사완료 시(’20년 12월) • 현장조사
000명
• 조사결과보고 등 책임조사 업무
*

**

‘전국자연환경조사’ 사업 : 지형,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곤충, 어류, 양서ㆍ파충류, 조류, 포유류 (9개)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조사’ 사업 : (경상권역 내) 식물, 포유류, 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5개)
하기(下記)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자 (‘신규 참여자’ 및 ‘일반조사원 중 전문조사원으로 상향 가능
한 자’를 포함하여, ‘기존 참여자(전문조사원)’ 모두 참여 신청 필요)
※ 국립생태원 전국자연환경조사 외부조사원 조사수당 규정에 따라 참여율 100%로 여비 수당이
지급되므로, 동일 날짜에 타 사업과 중복 조사 수행 불가함
*

**

2. 지원 자격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
•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양서·파충류 또는 포유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형 절차

구분

세부내용
• 접수기간 : ’19.12.17.(화) ∼ ’20.1.4.(토)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서(지정양식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 동의서
※ 모집 사업별로 구분하여 서류 제출 (중복 지원 가능)
공고 및 •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접수
원서접수 ※ 메일 제목을 「‘전국자연환경조사’ 사업_전문조사원 지원 서류_지원분야_성함」또는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조사’ 사업_전문조사원 지원 서류_지원분야_성함」로 작성
• 접 수 처 : nes@nie.re.kr (전국자연환경조사 담당)
eco0407@nie.re.kr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조사 담당)
개최(’20.1.13.(월)∼17(목) 예정)를 통한 자격 검증
심사 • ※검토위원회
전문분야 부합성, 유관 조사사업 참여 실적 등 검토
참여의사 확인 • 개별 연락을 통한 참여 의사 확인(‘20.1.20.(월) ∼ 23.(목))
위촉(조사원증 배부) 확정 및 현장조사 착수
조사원 위촉 •• 전국자연환경조사원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조사원 위촉(조사원증 배부) 확정 및 현장조사 착수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문의 : 041-950-5654(전국자연환경조사) / 5804(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