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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0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안전 분야 전문가 공개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과 사회적 책임 

구현으로 환경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활동내용 : 환경피해예방 및 환경피해구제 등을 위한 기술평가,

용역평가, 심의위원회, 각종 자문, 연구과제 수행 등 

참여에 활용

※ 환경보건안전처 사업분야 : 환경보건 안전관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

환경피해(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 석면) 구제 지원  

2. 모집 분야 및 자격

대분류 소분류 자 격

환경

대기(실내), 시험분석, 수질, 
위해성(독성, 노출), 토양(지하수), 
폐기물(석면), 화학(제도, 정책), 
환경보건, 환경안전

환경 관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기 사항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료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병리학, 병리생태학,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순환기(심장)내과, 
신경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영상의학,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법률 변호사(환경, 의료 등)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실무에 종
사하고 있는 사람

손해사정 손해사정사(재산, 신체 등)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자산운용  재무, 회계, 경영 등
상기 사항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타 산업계, 정부기관, NGO 등
환경보건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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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위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전문가 풀(Pool)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2020. 9. 25.(금) 까지 

아래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기간 : 2020. 9. 7.(월), ~ 2020. 9. 25.(금) 

  ○ 제출 및 문의처

   

소 속 성 명 제출(이메일) 문의 담당 분야 

보건안전기획실 홍은아 pylon99@keiti.re.kr 02-2284-1811

- 대기(실내)
- 수질
- 토양(지하수)
- 환경보건
- 환경안전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박찬이 chanyi@keiti.re.kr 02-2284-1839

- 시험분석
- 위해성(독성, 노출)
- 폐기물
- 화학(제도, 정책)
- 산업계

환경피해대응실 김정아 jungah@keiti.re.kr 02-2284-1848

- 내분비내과
- 류마티스내과
- 순환기(심장)내과
- 신경과
- 신장내과
- 손해사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이수미 sum8605@keiti.re.kr 02-2284-1446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알레르기내과
- 예방의학
- 직업환경의학
- 호흡기내과

석면피해구제실 이철호 leech@keiti.re.kr 02-2284-1682

- 병리학
- 병리생태학
- 영상의학
- 변호사
- 자산운용

 

    ※ 등록신청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고 상기의 e-mail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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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 송부 시 ｢전문가-성명-소속기관｣으로 표기 발송

     ☞ 예시) ｢전문가-홍길동-XXX｣으로 표기 발송

◈ 특히, 등록신청서 작성시 신청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전자파일(그림 파일, 또는 PDF)로 

스캔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  위원 자격요건, 전문가 등록신청서 서식, 신청서 작성요령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개인별 또는 각 기관(학회 또는 협회)에서의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제3자의 추천을 받으신 경우에도 양식의 전문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본 전문가 모집은 기술원내 환경보건안전처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모집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