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0th KBS Global Korean Award

As Korea’s leading public service broadcaster,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has administered
the KBS Global Korean Award since 1993. This prestigious award is given to ethnic Koreans living
overseas who have made distinguished contributions to promote the culture and welfare of mankind
throughout the world.
Over the past years, this award has encouraged more than seven million Koreans living overseas to
share a sense of unity, fraternity and national homogeneity.
Especially, the 20th KBS Global Korean Award intends to honor a descendant of an independence
movement activist or who has contributed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at 2019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ach individual winner receives a prize award of 30-million Korean won. All winners are also invited to
visit Korea. KBS will produce a documentary on their lives and achievements to be broadcast through its
TV channels.
Nominations should be made by:
�Heads of overseas Korean diplomatic missions, consular offices or cultural centers
�Heads of the organization involv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designated by the KBS Global
Korean Award Secretariat
�Heads of foreign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offices in Korea
�Presidents or Deans of universities in Korea or abroad
�Presidents or Heads of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or abroad
�Ministers (vice-ministers) of government divisions, Mayors of metropolitan cities, or governors in
Korea.
�Former winners & Judges of the KBS Global Korean Award
�KBS executives
The judging panel of this award consists of highly respected and expert figures in various fields of Korean
society. The panel will ensure a fair judging process.
The award winners will be officially announced via KBS TV1 and Radio1 on December 20, 2018. Each
winner will also be individually notified.
Your application form must arrive at the Award Secretariat no later than September 28, 2018. The
application form is available for download from the KBS website (http://www.kbs.co.kr). Should you need
any other informati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 KBS Global Korean Award Secretariat (Audience
Cultural Events Office).
�Tel : +82-2-781-2235

�E-mail : kbsaward@kbs.co.kr

제20회

해외동포상 추천안내

The 20th KBS Global Korean Award

20회를 맞는 <KBS해외동포상> 행사에서는 2019년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해 아래와 같은 자랑스런 해외동포를 발굴, 시상하고자 합니다.
◉ 독립운동에 기여한 분과 그 후손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분
◉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하신 분
◉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신 분
◉ 한민족 위상과 대한민국 국익 향상에 기여하신 분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하신 분들을 아래의 안내에 따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가. 추천서, 공적서, 이력서 ※소정양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
나.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증빙자료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업적 증빙자료

시상부문 및 시상인원
가. 시상부문

‘대한민국 100년상’
(가칭)으로 시상부문 단일화

나. 시상인원

추천서 접수
가. 접수기간

○명(개인∙단체 구분 없음)

2018. 7. 23(월) � 9. 28(금)

나. 접 수 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KBS해외동포상 사무국
전화. (02) 781-2235 / 이메일. kbsaward@kbs.co.kr
�KBS Global Korean Award Secretariat #13 Yeouigongwon-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07235
Tel. +82-2-781-2235 / Email. kbsaward@kbs.co.kr

상금 및 특전
가. 상

금

각 수상자당 원화 3,000만원(개인∙단체 구분 없음)

나. 특

전

①
②
③

수상자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방송(수상자 업적과 인생을 조명하는 특집 다큐)
수상자 부부(또는 동반자 1인) 국내 초청 및 시상
국내 문화체험 등
※ 왕복항공료 및 국내 체재비 등 KBS 부담

다. 접수기간

접수 마감 당일(2018. 9. 28) 소인 우편물까지 유효함

심 사
사회 각계에서 존경받는 원로 및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후보자 자격
가. 후보자 자격
①
②
③
④

세계 각국에 진출한 재외 한국인
거주국 국적취득자, 영주권자, 체류자에 관계없이 모든 한민족(韓民族)
추천대상자는 생존자에 한함
기 수상자는 제외

2018. 12. 20(목) 방송(KBS 1TV 및 1라디오)으로 발표 예정

시상식

나. 후보자 추천기준
● 독립운동에 기여한 분과 그 후손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분
●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하신 분
●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신 분
● 한민족 위상과 대한민국 국익 향상에 기여하신 분

추천자격
가. 재외공관장(총영사, 영사, 문화원장 포함)

나. 국내∙외 대학 총(학)장, 대학원장

다. 국내∙외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장

라. 주한 외국공관장(총영사, 영사, 문화원장 포함)

마. 역대 수상자 및 역대 심사위원

바. 대한민국 정부부처 장∙차관 및 광역시/도 단체장

사. KBS집행기관

수상자 발표

아. KBS해외동포상 사무국에서 추천자격을 부여한 독립운동 유관단체장

2019. 3. 5(화) 예정 KBS 1TV 녹화방송 예정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KBS의 자료로 소중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 반드시 추천자격이 있는 추천인(추천 기관장)의 이름, 기관명, 주소, 직위, 연락처를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추천안내문과 추천서, 공적서, 이력서 등의 양식은 KBS홈페이지(www.kbs.c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S해외동포상 사무국(전화 02-781-2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