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생명의 신비상’ 공모 안내

'생명의 신비상'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분야

및

생명과학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생명수호활동을 격려함으로써 생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제정한 상입니다.

1. 공모부문 및 시상내용
가. 공모부문
(1) 생명과학분야
(2) 인문사회과학분야
(3) 활동분야
나. 시상내용
(1) 생명의 신비상 대 상 : 서울대교구장 명의 상패 및 상금(3천만원)
(2) 생명의 신비상 본 상 : 서울대교구장 명의 상패 및 상금(2천만원)
(3) 생명의 신비상 장려상 : 서울대교구장 명의 상패 및 상금(1천만원)

2. 응모자격
가. 생명과학분야
성체줄기세포 연구 및 세포치료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통해 가톨릭생명윤리에
근거한 생명과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개인 또는 단체
나. 인문사회과학분야
가톨릭 생명윤리를 기초로 하는 윤리학, 철학, 사회학, 법학 및 신학, 그 밖의 유관
학문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업적 및 논문이나 학술저서를 남긴 연구자 개인 또는 단체
다. 활동분야
인간 생명을 수호하고 돌보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알림으로써 생명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개인 및 단체

3. 후보자 추천인
가. ‘생명의 신비상’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신청
나. 각 대학교의 총장
다. 학술단체장
라. 국공립 및 이에 준하는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한 신청
※ 단, 활동분야는 추천인의 제한이 없으며, 활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례를 게재해야 함

4. 응모 절차
가. 접수기간 : 2019. 4. 1(월)～ 2019. 5. 31(금)

※ 마감 당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1) 생명과학분야(우편접수만 가능)
• 문 의 : 02-2258-8269
• 우 편 : (우 0659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소 2003호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

(2) 인문사회과학분야 및 활동분야(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vitavia@hanmail.net
• 우 편 : (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4층 생명위원회

다.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본 위원회 소정양식) 1부 및 첨부서류
※ 각 분야별 신청서 양식에 첨부서류가 기재되어 있음

5. 발표 및 시상
가. 수상자 발표 : 2019년 12월 1일(주일)
생명수호주일 및 생명위원회 설립 기념 ‘생명미사’ 중 발표
※ 위원회 홈페이지 및 교회 주요 언론지에 공고

나. 시상식 및 수상자 강연회 : 2020년 1월 셋째주 수요일 (예정)
* 시상식 날짜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가. 시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자세한 공모사항과 제출서류 양식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를 참고바
랍니다.

문 의
(1) 생명과학분야 :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
☎ 02)2258-8269 cic@catholic.ac.kr
(2) 인문사회과학분야 및 활동분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02)727-2351 vitavia@hanmail.net

주최 :

후원 :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주)평화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