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20세 이상으로서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 연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1556호

38회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요강 공고

의인 김만덕은 조선시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한 여성 경제인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인물
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여성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김만덕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위대한 정신을 지속가능한
제주의 정신 이자 살아있는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제38회 「김만덕상」후보자 추천 요강을 공고합니다.
2017.

6.

4. 제출 서류
가.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각 1부 (별지 서식)
나. 상반신 명함판(3㎝×4㎝) 사진 2매
다. 20인 이상의 추천 연서 1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1부 (사진, 인쇄물 및 신문스크랩 등)

5. 접

수

가. 접수기간: 2017. 6. 5.(월) ~ 9. 3.(일) / 90일간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5.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 064)710-2873

6. 심사 및 수상자 결정
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나.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자를 결정

2. 추천 대상

“의인 김만덕의숭고한정신을이어받아국가나지역사회에헌신․봉사한여성으로서”

가. 봉사 부문: 경제적․ 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
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거주여성
나. 경제인부문: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베풂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거주여성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시

상

가. 일

시: 2017. 10. 22.(일) 10:00 (예정)

나.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모충사

다. 시상인원: 2명(봉사부문 1, 경제인부문 1)
라. 시상내역: 상패 및 상금(각 5백만원)

3. 추천 자격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외)
나.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 포함)

8. 기타 사항

다. 시장․ 군수․ 구청장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행정시장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4-710-2873)로 문의하시고

마.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추천서 등은 우리 도 홈페이지(www.jeju.go.kr) 도정뉴스/ 도정소식/ 입법·고

바.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시·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