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師道大賞 운영요강
제1조(명칭) 본 상은 京畿 師道大賞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경기도내 일선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타의 수범을 보이며
열과 성으로 국민교육발전과 후학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온 교육자를 선발 시상함으로써 사도의
큰 뜻을 되새기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좀 더 많은 관심을 환기시키고 스승존경사회풍토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시기) 본 상의 시상은 매년 5~6월중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대상)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경기도내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직자로서 스승상 은혜상은
15년이상, 보람상 나눔상은 10년이상 교직에 근속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교감,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와 교육행정직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단, 수상후 최소 1년이상 교직에 헌신할 수 있는 자)
제5조(자격)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본 요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적
및 공적이 있어야 한다.
1) 올바른 스승상 정립과 사도확립에 남다른 수범을 보여 타 교직자에 귀감이 된 자.
2)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국민교육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한 자.
3) 교육환경 개선에 남다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자.
4) 남다른 교육애를 발휘, 향토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5) 학생 생활지도 및 선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6) 기타(나눔교육 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제6조(심사위원회) 본 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심사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2) 심사위원은 경기일보사 사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기관, 단체에서 덕망이 있는 인사로 선정한다.
4)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 심사위원은 당회의 시상으로 자동 해촉 된다.
제7조(시상부문 및 시상인원) 본 상의 시상 부문과 시상 인원은 경기지역 초등, 중등부 각 각
스승상, 은혜상, 보람상 부문 각 1명과, 보람상(행정), 나눔상은 초.중등 통합하여 1명 으로 한다.
(단, 스승상, 은혜상, 보람상, 나눔상 부문선정은 시상계획에 의거 심사위원 심의로 결정하며 추천
인원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천된 후보자 중 특별공로상부문 수상자 1명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재8조(후보자 추천 및 접수) 1) 경기도교육청 및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추천기관이 되며, (단, 교감
이하 후보자의 경우, 소속 학교장도 추천권자 가능) 초등부 중등부로 구분하여 추천한다.
2) 경기도교육청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서류를 일괄하여 경기일보사 사업부로 접수시킨다.
제9조(후원 및 협찬) 본 대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원 또는 협찬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요강은 서기 1990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공로상) 제7조에 단서조항으로 명시한 특별공로상 부문은 2004년 15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 제1조의 변경된 명칭은 2009년 20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상부문) 제7조의 시상부문 및 시상인원에 대한 별도의 시상계획은 2015년 26회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칭) ‘경기.인천사도대상’에서 제4조의 수상 대상자가 변경됨에 따라 제1조의 변경된 명칭은 2017년
28회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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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계획

1. 시상부문 및 인원
 초등부 〮. 중등부
▶ 스 승 상 (각 1명)
▶ 은 혜 상 (각 1명)
▶ 보 람 상 (각 1명)
 초〮중등 통합
▶ 보람상(행정) (1명)
▶ 나 눔 상 (1명)
2. 수상자격
京畿師道大賞 수상자 자격 요건은 스승상 은혜상은 교직 15년이상, 보람상 나눔상은 10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初∙中∙高等學校의 敎師,校監, 校長 및 專門敎育職種에 종사하는 자와 교육행정직
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 各項의 1에 해당하는 業績 및 功積이 있어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者.
(단, 수상후 최소1년이상 교직에 헌신할 수 있는 자 )
1) 올바른 스승상 정립과 사도정립에 남다른 수범을 보여 타 교직자에 귀감이 된 자.
2)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국민교육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한 자.
3) 교육환경 개선에 남다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자.
4) 남다른 교육애를 발휘, 향토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5) 학생 생활지도 및 선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6) 기타(나눔교육 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3. 추천기관 및 추천권자
수상대상 후보자 추천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추천기관이 되며, 각 기관의
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단, 일선학교의 교감이하 후보자의 경우, 소속 학교장도 추천권자 가능)
4. 시 상
본 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해외연수(제세공과금 본인부담)와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 부상은 각 기관,단체장의 축하선물을 협조 받아 수여함)
5. 수상후보자 추천 구비서류
가. 추천서 1부.
나. 공적조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재직증명서 1통.
마.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바. 공적증빙자료 (사진,인쇄물,스크랩 등 공적 내용을 증명할 상세한 자료) 1부.
사. 반명함판 칼라 사진 2매 (※추천서류 부착 매수외 별도제출)

6. 추천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
가. 접 수 처 : 경기일보사 사업부
(☎ 031-250-3348 )
나. 접수기간 : 2019年 4月 15日 (월) 오전 9시부터
2019年 5月 16日 (목) 오후 6시까지
7. 시상식 일시 및 장소
2019年 6月 11日 (화) 오후 3시, 경기일보사 대강당
8. 주 관
경기사도대상의 운영은 경기일보사, 경기도교육청의 공동주관으로 시행한다.
9. 기타사항
가. 공적조서는 6何 原則에 의하여 要約 기술하되, 지나친 수식어나 막연한 表現은 피하고
필요한 경우 漢字를 혼용 作成하여야 함.
나. 공적사항은 명확한 根據資料에 의거 作成하고 根據資料는 반드시 別添하여야 함.
다. 추천권자는 受賞 候補者의 功績事項을 필히 確認한 後 客觀的이고 公正한 判斷 下에
作成하여야 함.
라. 추천요령에 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京畿師道大賞의 운영요강에 定한 바에 따름.
마. 추천기한을 嚴守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