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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57회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 요청
1. 관련 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2. 우리 부는 매년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국민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발굴 ․ 심사하여 대한민국체육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 2019년 제57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수상 후보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상개요
ㅇ 부문 및 인원 : 총 9개 부문 / 총 9명
부문

훈격

부상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특수체육상

대통령상

상금 1천만 원

심판상

장관상

상금 1천만 원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장관상

장관 감사패, 시상품

나. 후보자 추천
ㅇ 접수기간 : 2019. 7. 1. (월) ~ 8. 7. (수) *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직접 방문, 전자문서 또는 문서24
※ 기타 방법에 의한 접수는 불인정
※ 2019년도 추천서 양식은 우리 부 누리집(www.mcst .go.kr ) 공지사항에도 게시 예정
붙임 1. 대한민국체육상 시행계획 1부.
2. 추천서 및 공적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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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행정주사보
제2차관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
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
전부장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세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세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
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검찰총장,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국토교통부장관, 병무청장, 해양수산부장
관, 농촌진흥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림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새만금
개발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국가테러대책위원장,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서울특별시장,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장, 소
방청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
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
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
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세종
특별자치시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태권도진
흥재단 이사장, 한국체육학회장, 한국여성체육학회장, 한국여성스포츠학회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
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김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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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

체육정책과장

강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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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전결 2019. 7. 1.

노태강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3156
우 30119

(2019. 7. 1.)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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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전화번호 044-203-3110

팩스번호 044-203-3489

/ joowona71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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