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과 광산지역의 경제진흥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청렴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수 신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제7기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광산개발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동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7기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오니 귀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 : 광해방지사업 10개 전문분야
①자원 ②지질 ③환경 ④토목 ⑤산림 ⑥지리(지질)정보 ⑦전기 ⑧기계 ⑨건축 ⑩안전･보건
※ 사업종류 : 광해 조사 및 모니터링, 토양오염개량복원‧정화, 오염수질개선, 광물찌꺼기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산림복구, 먼지날림방지, 소음‧진동방지, 폐석유실방지, 광산지리(지질)정보, 광해방지시설 안전성 평가 및
운영관리, 광해방지시설 전기‧기계‧건축공사 등

□ 위원임기 : 2021.06.01. ~ 2023.05.31.(2년간)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04.26.(월) ~ 2021.05.10.(월)
□ 접수방법 : 작성요령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 요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baek@mireco.or.kr, 문의 : 033-902-6425/광해정보팀)
붙임

1. 제7기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문 1부.
2. [서식1]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3. [서식2] 후보자 등록신청서 요약서 1부.
4.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한국 광 해관 리 공단 이 사장
가야대학교총장, 가톨릭대학교총장, 강남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장, 건국대학교총장, 건양대학
교총장, 경남대학교총장, 경기대학교총장, 경동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경성대학교총장, 경
운대학교총장, 경주대학교총장, 경희대학교총장, 계명대학교총장, 고려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
장, 광신대학교총장, 광운대학교총장, 광주대학교총장, 광주여자대학교총장, 국민대학교총장, 군
산대학교총장, 극동대학교총장, 금오공과대학교총장, 남부대학교총장, 남서울대학교총장, 경북도
립대학교총장, 단국대학교총장, 대구대학교총장, 대신대학교총장, 대전대학교총장, 대진대학교총
장, 덕성여자대학교총장, 동국대학교총장, 동덕여자대학교총장, 동서대학교총장, 동아대학교총장,
동양대학교총장, 동의대학교총장, 명지대학교총장, 목원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목포해양대
학교총장, 배재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 삼육대학교총장, 상명대학교총장,
상지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서강대학교총장, 서경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총장, 서울여자대
학교총장, 서원대학교총장, 선문대학교총장, 성결대학교총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세명대학교총장, 세종대학교총장, 수원대학교총장,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순천대학교총장,
순천향대학교총장, 숭실대학교총장, 신라대학교총장, 아주대학교총장, 안동대학교총장, 안양대학
교총장, 연세대학교총장, 영남대학교총장, 영산대학교총장, 용인대학교총장, 충남대학교총장, 우
석대학교총장, 울산대학교총장, 우송대학교총장, 충북대학교총장, 원광대학교총장, 이화여자대학

수신자

교총장, 포항공과대학교총장, 평택대학교총장, 인제대학교총장, 인하대학교총장,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전남대학교총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전주대학교총장, 한남대학교총장, 한동대학교총장,
한서대학교총장, 조선대학교총장, 한성대학교총장, 한라대학교총장, 한림대학교총장, 한밭대학교
총장, 중앙대학교총장, 홍익대학교총장, 창원대학교총장, 청운대학교총장, 청주대학교총장, 인천
대학교총장, 중원대학교총장, 김천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광주보건대학교총장, 포
항대학교총장, 대구보건대학교총장, 울산과학대학교총장, 진주보건대학교총장, 동남보건대학교총
장, 전북과학대학교총장, 부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오산대학교총장, 여주대학교총장, 삼육보건대
학교총장, 충북보건과학대학교총장, 서울여자간호대학교총장, 군산간호대학교총장, 대전과학기술
대학교총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한국광업협회장, 한국기술사회장, 한국자원관리기술사회장, 한국환경기술사회장, 한국건설안전협
회장, 한국방재협회장, 대한기계학회장, 대한상수도학회장, 대한원격탐사학회장, 대한자원환경지
질학회장, 대한전기학회장, 대한지질공학회장, 대한지질학회장, 한국임학회장, 한국자원공학회장,
한국광물학회장, 한국공간정보학회장, 한국대기환경학회장, 한국물환경학회장, 한국수자원학회
장, 한국수처리학회장, 한국암반공학회장, 한국전기화학회장, 대한토목학회장, 대한환경공학회장,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한국산림공학회장, 한국지리정보학회장, 대한건축학회장

담당

04/26

팀장

백종현

04/26
홍지혜

실장

전결 04/26
김태혁

협조자

시행

광해기획실-1204

(2021-04-26)

접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반곡동, 한국광해관리공단)
전화 02-3702-6540

/ www.mireco.or.kr

전송 02-3702-6549 / baek@mireco.or.kr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