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관개배수위원회 포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관개배수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ttee

on

Irrigation and Drainage; 이하 “KCID”라 한다)가 관개배수 관련분야의
기술, 학술과 KCID 활동의 진작을 통하여 KCID의 발전에 업적과 공로
가 있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KCID의 포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
례에 따른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KCID 대상
2. 우수기술상
3. 국제교류협력상
4. 젊은기술인(YPF)상
5. 최고분과위원회상
제4조(포상대상 범위)
포상은 KCID 회원과 관개배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고 분과위원회상은 KCID 내에 있는 기술분과위원회를 대상으
로 한다.
제 2 장 수상자격
제5조(KCID 대상)

KCID 대상은 KCID의 위상제고, 학술 및 기술발전,KCID 사업 활성화
등 KCID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한다.
제6조(우수기술상)
우수기술상은 관개배수 관련분야에서 학술적, 기술적 으로 탁월한 업
적을 이룩한 자에게 포상한다.
제7조(국제교류협력상)
국제교류 협력상은 KCID 및 ICID를 통하여 국제교류 활성화와 해외기
술 교류 등으로 KCID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한다.
제8조(젊은기술인(YPF)상)
젊은 기술인(YPF) 상은 관개배수 관련분야의 젊은 기술자들을 대상으
로 학술·기술 발전과 KICD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한
다.
제9조(최고분과위원회상)
최고 분과위원회상은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활발한 활동과 KCID 발전
에 이바지한 분과위원회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제 3 장 후보자 추천
제10조(후보자의 추천공모)
회장은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내용을 전 회원에게 홈페이지 및
회지, 소식지 등에 공고한다.
제11조(추천서 제출)
1) 추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 증빙자료
2) 추천서는 당해년 1월 10일까지 KCID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1) 회장은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
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위원회는 회무, 재무, 학술 담당 부회장 및 고문, 이사(전
임이사) 분과위원장 등 7인 이내로 구성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제13조(공적심사)
1) 공적심사 위원은 공적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후보자의 공
적을 심사한다.
2) 공적을 심사한 결과 만족할 만한 수상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
상예정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수상자 확정)
1) 공적심사위원회는 종류별로 선정한 수상 후보자와 공적심사 평가서
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 수상자
를 확정한다.
제 5 장 포 상
제15조(포상 시기)
포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이 포
상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단 KCID 대상은 매 2년마다 포상한다.

제16조(포상 수여)
1) 포상은 상장(혹은 상패) 및 부상 수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제1항 단서의 부상은 KCID 재정 형편에 따라 매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수상자의 발표)
수상자는 정기총회에서 공적과 관련한 연구업적 등을 발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11. 2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