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안중근국제평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는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하여 「안중근국제평화상」을
제정, 국내외에서 안중근의사와 관련한 학술연구 및 선양활동 등에 현
저하게 공헌한 자를 선발 포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1년도 제1회 수상 후보자를 찾고자 하오니 다음 요강에 따라

많은 추천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시상부문 및 업적의 기준
1) 학술부문
안중근의사에 관한 학술연구와 사료 발굴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 논저, 강연, 학술발표, 사료 발굴 등을 통한 연구 활동에 기여
2) 선양부문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선양함에 있어 국내 및
국외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 국내 및 국제간에 정치․ 사회․ 종교․ 교육․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한
친선 활동에 기여
3) 특별부문
위 부문 이외의 분야에서 안중근의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업적을 이뤄
그 공이 인정되는 자
- 유해발굴을 위한 자료제공 등 특별한 활동에 기여

2. 수상자
1) 수상자는 1. 시상부문 및 업적기준에 따른 공적이 있는 내․외국인을 대
상자로 한다.
2)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업적이 인정될 경우 추가로 수
여할 수 있다.

3) 하나의 연구나 활동이 2인 이상의 공동참여 또는 단체에 의해 이루어
진 경우 공동 또는 단체 수상자로 할 수 있다.
4) 수상 대상은 생존자로 한다. 다만, 추천 마감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수상자는 본인 명의로 하고, 부상은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속인
에게 지급한다.
5) 당해 연도 수상후보자의 공적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3. 본상 및 부상
1) 수상자에게는 본상으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2) 공동수상의 경우 본상은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며, 부상은 수상자 전
원에게 균분 지급한다.
3) 단체 수상의 경우에는 단체명으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4. 후보자 추천인
2021년도 시상을 위한 후보자 추천인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 임원
2) 안중근국제평화상 위원
3) 국내외 각계 저명인사 및 기관 단체장

5. 후보자 추천 공고 및 의뢰 : 2021. 1. 4 ~ 1.22

6. 신청 및 접수 : 2021. 1. 25 ~ 2. 19 (4주간)
○ 제출서류
1) 추천서 (소정양식)
2) 피추천자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소정양식)
3) 피추천자 공적서 (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홈페이지(www.patriot.or.kr)에서 다운로드
4) 피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사본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e-mail 접수
(단 2021. 2. 19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사)안중근의사숭모회/우편번호 04636
서울시 중구 소월로 91,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국제평화상 담당자 앞
Email : patriot1909@gmail.com

7. 심사 : 2021. 2. 24 ~ 3. 5

8. 수상자 발표 및 통보 : 2021. 3. 10 ~ 3. 11

9. 시상일시 및 장소 : 2021. 3. 26 (금), 10:00
안중근의사순국 111주기 추모식장(안중근의사기념관)

10. 부상의 수여방법 및 귀속
1) 부상은 지급증서 또는 현금으로 수여한다.
2) 수상자가 시상식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부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그
부상은 본회에 귀속된다.

11. 시상식 등의 참석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상식 및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12. 기타, 유의사항
1) 상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사 과정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문의 : 담당 김성규, 전화)02-771-4195,6 FAX) 02-753-5033
e-mail) patriot190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