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령축제관광재단

공고 제

2021 - 40호

2021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운영 대행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보령축제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1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운영 업체 선정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11. 3.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이사장
1. 모집기간 : 2021. 11. 3.(수) ~ 2021. 11. 16.(14일간)
- 신청서 접수 :

2021. 11. 3.(수) ~ 2021. 11. 16.(14일간)

- 접수방법 : 방문, 팩스(041-930-6599), 이메일(lyj2936@hanmail.net) 등
※ 주소 : 보령시 대해로 897-15 보령머드박물관 2층 사무실
- 문

의 : (☏041-930-0891)

2. 모집인원: 21명 이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수의 3배수)
3. 모집분야: 축제·관광, 문화·예술, 디자인, 공무원 등
4.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 자격조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재직기간인
7급 이상 공무원
-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분야 3년 이사 재직한 자
- 기타 주민단체, 해당분야 전문기관 또는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외대상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자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 및 관계자
-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신청서 접수 후 제안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부에서 제외

5. 평가위원의 회피 사유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별지 1]
○ 평가위원(후보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1부 [별지 2]
○ 개인 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3]
○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평가위원 선정
- 선정인원 : 7명
-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모집인원 21명 중 추첨
※ 선정순위 ① 다빈도 ② 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 선정결과 :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통지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완료시 해촉으로 봄

8. 제안서 평가 예정일 및 장소 : 추후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명단 및 평가위원별(익명) 평가점수를 공개함
- 평가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심사)수당 지급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관리되므로,
등록신청 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축제관광재단 으로 문의((041-930-0891)

붙임 1. [별지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별지2]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1부.
3. [별지3]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