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사항
공동

o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o 평소 박물관소장품 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

o 한글, MS(엑셀 등) 문서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o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자

필수

사항

소장품

촬영직
o 사진 전공자 및 유물촬영 유경험자

우대

사항

소장품

등록직

o 박물관 유물 DB 구축 관련 업무 경험자 또는 관련 전공자

o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소장품

촬영직

o 박물관 유물 촬영 유경험자

o 출장근무가 가능한 자

소장품

등록직

o 일시 : 4월 26일(목) ~ 4월 27일(금), 시간은 개별 공지 예정

o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브리핑룸

※ 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
소장품

촬영직

o 일시 : 4월 30일(월) 오후 2시

o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협회 회의실

2018 공·사립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소장품등록 및 촬영인력 모집공고

전국의 공·사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DB구축 및 공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2018 공·사립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함께 근무할 인력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8 공·사립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2) 모집인원 : 소장품등록직 00명 / 소장품촬영직 12명(2인 1조, 6팀)

  3) 모집기관 및 고용기간 : 붙임3. 참조

  4) 대    우 : 소장품등록직 - 월 200만원(개인부담 세금 포함)

               소장품촬영직 - 월 250만원(개인부담 세금 포함, 출장여비 별도 지급)

                              ※ 촬영장비 지원(소유권은 본 협회에 있음)     

2. 응시 자격

※ 소장품등록직의 경우 합격 후 출퇴근이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원 바랍니다.

※ 소장품촬영직의 경우 관별 스케줄 조정 후 파견일정이 정해집니다.(2인 1조 팀으로 구성)

3. 전형방법 : 서류 전형 후 면접

4. 서류접수 

  1) 접수기한 : 4월 10일(화) ~ 4월 22일(일) 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로만 접수 dbmuseum@hanmail.net (☎ 02-795-0959 이성복, 이정모) 

  ※ 기재 사실이 허위 등으로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되므로 모든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3) 제출서류(붙임서류 참조) : 소장품 등록직 – 붙임 1 및 관련 서식

소장품 촬영직 – 붙임 2 및 관련 서식

5. 면접 전형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면접 심사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예정

※1지망 지원자가 1명일 경우 서류심사 후 해당 박물관 면접심사, 2명 이상일 경우 협회에서 

면접심사

 *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친인척 지원 인력은 단수 지원이라도 협회에서 면접심사

6. 최종합격자 발표 : 박물관협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붙임1.「소장품 등록직」지원신청서 및 서식

 붙임2.「소장품 촬영직」지원신청서 및 서식

 붙임3. 지원신청 가능관 및 근무기간 

 붙임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