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남기념사업회 사무국

학교법인 한양학원 설립자 백남 김연준 박사 

제4회『백남상』개요 및 시상계획 



Ⅰ. 백남상 추진배경 

   

  한양학원 설립자인 백남(白南) 김연준 박사(1914~2008)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 ‘백남상’ 제정

Ⅱ. 백남상 시상계획

  1. 백남상 시상 개요
    ○ 시 상 일: 2019년 10월 16일(수)

    ○ 시상부문: 3개 부문 (공학부문, 음악부문, 인권∙봉사부문)

    ○ 시상규모: 3명 (각 부문에서 1명씩 선발)

      - 1인 또는 1단체를 원칙으로 함 (단, 2인 또는 2단체 이상의 공동수상 가능)

      -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수상자 결정 후 사망한 경우 제외)

    ○ 시상내역

      - 본상: 상패

      - 부상: 상금(공학부문 1억원, 음악부문 5천만원, 인권∙봉사부문 5천만원) 

    ○ 후보자 추천

      - 백남기념사업회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학술단체/연구기관/사회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수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분

 <백남상 제정 취지문>

‘백남상’은 한양학원의 설립자 백남 김연준 선생의 삶의 철학이자 한양학원의 건학이

념인 ‘사랑의 실천’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 ‘과학기술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한양학원을 설

립한 선생의 선각자적 실용정신, 국민가곡 <청산에 살리라>, <비가> 등 수많은 가

곡과 성가곡을 작곡 발표한 열정적 예술가의 혼,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의 회장으로

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했던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공학, 음악, 인권∙봉사 등 세 부문의 백남상을 제정하였다. 

백남상은 이 세 부문에서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남긴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그 정

신을 널리 알림으로써 백남 선생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

답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백남상 시상 선발 방향

   

    ○ 백남 공학상 제정 취지 

       1939년 일제 강점기의 암흑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과학기술교육을 통해 나  

       라를 구하려 했던 백남 선생은 시대를 앞선 선각자였다. 백남 선생의 선각자적  

       예지는 한양대학교의 교육을 통해 구현되어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핵심 인재   

       들을 길러내었다. 이에 백남 공학상을 제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이고 실용  

       적 연구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의 업적을 기리고 또 널리 알림으로써    

       백남 선생의 실용정신을 계승하고 공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백남 음악상 제정 취지

      백남 선생은 한국 최초로 바리톤 독창회를 개최한 청년 음악도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육영사업을 위해 잠시 유보하였던 예술가의 꿈과 열정을 되살림으로써   

      <청산에 살리라>와 같은 국민가곡과 <능하신 주의 손>과 같은 영성의 성가곡을  

      작곡하였다. 이에 백남 음악상을 제정하여 한국 음악계의 표상이 되는 음악가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고 또 널리 알림으로써 백남 선생의 예술혼을 오늘에 되살려  

      음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백남 인권∙봉사상 제정 취지

      백남 선생의 삶의 철학은 ‘사랑의 실천’이었다. 백남 선생은 사회 곳곳에서 다양  

      한 봉사활동으로 자신의 삶의 철학을 구현하였으며 특히 그의 사랑의 실천 정신  

      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의 활동을 통해 꽃피고 열매를 맺었다. 이에 백남 인권  

      ∙봉사상을 제정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쓴 봉사자의 업적을 기리고  

      또 널리 알림으로써 백남 선생의 사랑의 실천 정신을 계승하여 더욱 따뜻한 사회

     를 만드는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분 선발 방향

백남 공학상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이고 실용적 연구와 개발로 우리 사회발전

에 공헌한 분(단체 포함)

백남 음악상
성악, 작곡 또는 연주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음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단체 포함)

백남 인권∙봉사상
백남 선생의 삶의 철학인 “사랑의 실천” 정신을 구현하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신 봉사한 분(단체 포함)



     

Ⅲ. 대상자 선정절차

  1. 서류심사(1단계)
    ○ 추천자의 서류심사를 위해 심사 소위원회 구성∙운영

    ○ 공적서 기술내용 및 증빙자료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수상 인원의 일정배수를 2단계 심사위원회에 추천

  2. 위원회심사(2단계)
    ○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심사 위원 구성∙운영

    ○ 1단계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수상대상자 선정

  3. 수상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등
    ○ 수상 대상자의 소속 대학 및 기관, 단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심사결과에서 나  

       타난 공로를 전파∙홍보

Ⅳ. 추진일정

  1. 2019년 4월 29일 : 백남상 수상 후보자 추천공고 및 추천요청 공문발송

  2. 2019년 5월초~7월말 : 백남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접수

  3. 2019년 8월초 : 1단계 심사 소위원회 서류심사

  4. 2019년 9월초 : 2단계 위원회 심사 및 수상자 선정

  5. 2019년 9월 11일(예정) : 백남상 수상자 발표

  6. 2019년 10월 16일 : 백남상 시상

1단계(서류심사) 2단계(위원회심사)
수상 대상자 

선정∙통보
추천자의 공적내용

사실 확인

심사지표에 따른 

공적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