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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바다의 날 기념 유공자 추천 요청

2. 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해양수산부 제2018-169 위제목(18.2)
3. 2018년도 제23회 바다의 날을 계기로 해양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 포상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한국선주협회로 유공자를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 해운산업발전에 5년 이상 종사한 개인 또는 단체
* 해양정책, 해운물류, 해사안전, 해양환경 등에 근무하는
육상 또는 해상근무자를 망라하여 추천
나. 추천기한 : 18년 2월 21일 한
다. 추천방법 : 유공자 추천서를 한국선주협회로 제출
(1) 공적조서는 한글로 작성, E-mail로 아래 주소로 발송
(E-mail : gj35371@oneksa.kr, 연락처 : 02)739-1551～7 / 010-5684-3026)
(2) 한국선주협회에서 종합하여 해양수산부로 일괄 제출
※ 해양수산부 담당부서로 직접제출도 가능
라. 제출양식 : 한국선주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붙임#2 제출서식 참조)

마. 작성시 유의사항
(1). 한글로 작성, 양식(서식, 글자포인트 등) 임의변경 금지
(2). 피추천자 한자이름, 주민번호, 연락전화, 수상경력 등 확인철저
(3). 총리표창 이상 피추천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공개
검증절차가 있음을 알리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개인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PDF 파일)
(4). 부적격자 추천방지 위해 필요서류, 추천제한, 공적확인 등 철저
(5). 공적조서 중 추천 훈격을 반드시 표기
(6). 이력서 작성시 사진을 반드시 첨부, 본인 서명(또는 날인)
경력란에 全 근무기간 망라하여 작성(이전 근무지 포함 작성)
상훈 및 형벌 관련사항은 확인 후 구체적으로 기록
※ 세부내용 : 붙임#2의 제출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4. 행정사항
가. 각 회원사에서는 많은 인원이 포상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책
에서 근무(사무직 포함)하는 인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23회 바다의 날 포상계획(안) 1부
2. 정부포상 유공자 추천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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