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기술자문위원 전문분야 분류표

전문분야
(18개) 세부 전공 구분 모집정원(명)

도시계획 ①도시계획․설계 ②단지계획·개발 ③지역계획 8

교 통 ①교통계획 ②교통체계 ③교통영향 ④교통안전시설 ⑤교통경제 4

조 경 ①조경계획·설계 ②조경시공관리 ③조경식재 ④산림복구 8

토목구조 ①강구조 ②콘크리트구조 ③내진 및 구조해석 ④합성구조 8

토질 및 기초 ①지반 ②사면 ③터널 ④토질 및 기초 ⑤토류구조물 8

토목시공 ①토목시공 ②건설관리(토목) ③품질관리 ④유지관리 8

도 로 ①도로계획 ②도로설계 ③측량 및 측지 ④포장 ⑤교량 ⑥공항 4

항만 및 해안 ①항만 ②연안계획 ③해안시공 ④해양물리 ⑤해양지질 ⑥해안수공 4

상·하수도 ①상수도 ②하수도 ③하수처리 ④정수처리 8

건축계획 ①건축계획 ②건축설계 16

건축구조 ①강구조 ②콘크리트구조 ③내진 및 구조해석 ④합성구조 8

건축시공 ①건축시공 ②건축재료 ③건설관리(건축) ④품질관리 ⑤유지관리 8

건축디자인 ①실내건축 ②전시기획 ③건축음향 4

기 계
①건축기계설비(냉난방, 위생, 환기, 공기조화, 방재 등)

②공조냉동 및 설비 ③기계소방설비
8

전기·통신 ①건축전기설비 ②전기설비 ③발송배전 ④계측제어 ⑤통신설비 8

에너지 ①에너지 4

경관 및 디자인
①경관 ②건축디자인 ③색채 ④공공디자인 ⑤환경디자인
⑥시각디자인 ⑦실내디자인 ⑧전시/연출 등 8

환 경
①자연환경관리 ②토양환경 ③수질관리 ④대기관리 ⑤소음진동

⑥환경평가 ⑦환경설비 ⑧폐기물처리
8

* 전문분야, 세부 전공 구분은 상기 표를 기준으로 하되, 상기 표 이외의 세부 전공도 지원 가능



자료작성 유의사항

1. 성명~6. 소속NGO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등록신청서 “별첨(엑셀 파일)” 기재 시 노란색 부분은 우측을 클릭하여 

선택사항을 클릭하시고, 나머지 부분(흰색)은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직급 :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공무원 4급 이상, 공기업 임원, 공기업 1급,

책임연구원급 이상, 기타(전문가)

7. 학력현황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박사, 석사, 학사 등의 

최종학력 순으로, 졸업구분은 졸업, 수료, 재학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고졸 이하의

졸업자께서 기술자문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출신학교를 기재합니다.

8. 자격증은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종목 및 등급을 기술사

(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등의 상위등급 순으로 기재합니다.

9~10. 전문분야 및 세부전공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자격증 보유,

현직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붙임1”의「기술자문위원  전문분야 분류표」에

해당되는 분야를 기재합니다.

예) 8. 전문분야 토목구조 9. 세부전공분야 강구조

11. 경력현황은 상기 “8항”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을 기재합니다.

12. 외부기관 위원회 활동사항은 타기관의 건설관련 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을 기재

합니다.

13.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상기 “8항”의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최근 10년 이내에

발표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 또는 신기술․신공법, 건축설계공모 수상 참여 

프로젝트 등의 제목과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는 기술자문위원 선정에만 활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