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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4.23(월)까지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정신을 

계승하고 문화 창달을 장려하기 위한 세종문화상 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 

 

올해로 37 회째를 맞는 세종문화상은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5 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부상 

3,000 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부문별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한국문화) 한국학 진흥, 한국문화의 보존·계승·확산 등 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 

-(예   술) 공연,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학   술) 인문·사회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국제협력·봉사) 국제협력 활동 등 문화를 통한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다양성)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켜 문화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자 

 

1982 년부터 지금까지 총 36 회에 걸쳐 진행된 세종문화상에서는 개인 및 단체 등, 총 

170 명의 수상자가 탄생했으며, 한국현대문학사 체계화에 이바지한 권영민 

 

보 도 자 료 
 

참    조 관련자료를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8.3.7(수) 담 당 자 Hannah Cho 323-936-3012 

    

제37회 세종문화상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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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좌교수(2017 년),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2015 년), 전 주한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2013 년), 지휘자 금난새(2011 년), 첼리스트 장한나(2012 년) 등이 수상했다. 

 

개인, 기관, 단체 등 누구나 제한 없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 4.23(월)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으며, LA 한국문화원을 통해 접수 할 경우 4.13(금)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 추천서식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알림마당→알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수상자는 10 월에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세종문화상 포상은 오는 10 월 

초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끝.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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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18-0040 호> 

  

  

제 37 회 세종문화상 포상 계획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정신을 기리고자 문화 창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인·단체에 세종문화상을 포상하고자 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내용 

ㅇ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5 개 부문 각 1 명 

(총 5 명, 대통령 표창 및 부상 각 3 천만 원)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수상자격 

ㅇ 각 포상 부문의 발전과 학문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단체 

-(한국문화 부문) 한국학 진흥, 한국문화의 보존·계승·확산 등 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 

-(예술 부문) 공연,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학술 부문) : 인문·사회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국제문화교류 부문) 국제협력 활동 등 문화를 통한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다양성 부문)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해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자 

※ 이미 수상한 개인 및 단체, 정부포상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수상이 제한된 

자, 후보자가 추천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3. 포상일/장소 : 2018 년 10 월 초순 / 광화문광장(예정) 

4. 후보자 추천 

ㅇ 추 천 자: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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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1 부 

* 추천서에 명함판 사진을 붙인 후 추천자가 날인(또는 서명)한 원본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추천서 및 사진을 전자파일(aljo318@korea.kr)로도 제출 

- 공적 증빙서류(사본) 1 부 

 

ㅇ 제출방법: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추천 유의사항: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증빙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5. 서식배부 및 접수 

o 서식배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알림·소식→알림)에서 내려 받아 

작성 

  관련 사이트 링크: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2865&pMenuCD=

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

Word=%EC%84%B8%EC%A2%85%EB%AC%B8%ED%99%94%EC%83%81 

o 접 수 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 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o 접수기간: 2018. 2. 23 ~ 2018. 4. 23(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수상자 발표 : 2018 년 10 월 개별 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40)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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