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수신자 과총 이학·공학 부문 회원단체장
(경유)
제 목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후보자 추천 요청
1. 관련 : 기초과학연구원 기획팀-90 (2021. 1.25,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
구소 소장 초빙 관련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연합회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귀학회에 국가수리
과학연구소 소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드리오니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과학연구원 협조 요청 공문 (기획팀-90)
2.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초빙 공고 1 부
3. 제출서류 양식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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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경영지원팀
제 목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초빙 관련 협조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제6대 소장을 초빙하고자 하오니, 소장 후보
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3. 또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초빙 공고(붙임1)에 대한 귀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 및
이·공학분야 회원단체로의 발송을 요청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가. 추천직위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나. 임기 : 3년
다. 자격
-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 해당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 조직혁신에 대한 다수 경험과 의지를 가진 자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추천방법
- 추천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제출서류(붙임2)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담당자와 유선 확인 필요

마. 제출기한 : 2021년 2월 5일(금), 18:00까지
※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바. 접수처
- 이메일 : invitation@ibs.re.kr
- 우편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기초과학연구원 기획팀

사. 문의처 : 기초과학연구원 기획팀 김소연 (042-878-8165)
붙임 1.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초빙 공고 1부.
2. 제출서류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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