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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18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펠로십 추천 안내
1. 귀 기관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과 로레알코리아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생명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과학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을 제정하였으며, 국내 과학분야에서 학술활동 및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과학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성장 잠재성이 큰 여성과학자들을 발굴하여 학술진흥상
및 펠로십 2개의 부문에서 시상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제 18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의 펠로십 부문의 시상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국내 우수한 여성과학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 18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펠로십 시상 계획 >
후보자 자격 및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과학자로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자
(1)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우수한 연구업적을 보유한 자로 박사학위 재학생
혹은 박사학위 취득한 자
(2) 만 40세 미만인 자 (1979년 1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3) 생명과학과 이학분야 전공자 (구체적 전공분류는 신청서 참조)
(4) ‘로레알-유네스코 세계여성과학자상 라이징 탤런트’에 지원이 가능한 국제
수준의 연구 업적을 갖은 자
신청기간: 2019. 4. 9(화) ~ 2019. 5. 3(금), 오후 5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master@womenbioforum.org)로 신청서류 제출
시 상 식: 2019. 6. 28(금)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홈페이지 참조.

붙임. 제 18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 상 공고문. 끝.

(사)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 박 현 성

사무국장 박재민

포상위원장 이호영

총무위원장 강민정

우 06130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 504호
전화 02-3452-2031 / 이메일 master@womenbioforum.org / 홈페이지 http://www.womenbi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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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 18 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펠로십

2019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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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설립 배경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과 로레알코리아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생명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과학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2 년에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을
제정하였으며, 2017 년에 좀 더 많은 여성 과학자들에게 수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의 명칭을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으로 개정하였다. 국내 과학분야에서 학술활동 및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과학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성장 잠재성이 큰 여성과학자들을 발굴하여 학술진흥상 및
펠로십 2 개의 부문에서 시상한다. 지금까지 총 17 회에 걸쳐 70 인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이 수상자 선정 및 시상을 주관하고 로레알코리아와 유네스코가 후원하여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여성과학자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Women’s Bioscience Forum)은 국내 여성 박사학위 재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2018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의 생명과학 관련 분야의 여성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2001년에 창립되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국내 최초의 여성과학기술인 단체이다. 생명과학기술계는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서, 여성과학인의 능력 향상이 생명과학기술분야의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는 분야이다. 이에 본 포럼은 여성생명과학기술들의 역량이 십분 발휘되어 국가 과학기술의
경쟁력 제고에도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내 여성생명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들의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상의 시상 및 활동을 하고 있다.
*

화학자가

설립한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1998년부터

‘로레알-유네스코

세계여성과학자상 (L'Oréal-UNESCO Awards for Women in Science)’을 운영하고 있다. 로레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117개 이상 국가에서 3,000명 이상의 여성과학자들을 발굴하고
107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이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협력을 할 수 있는 여성과학자 글로벌 네트워킹도 지원하고 있다.
* 유네스코(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기구로 195개 회원국과 10개 준회원국이 있다.
1945년 창설이래 유네스코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 세계유산보호와
문화발전,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54년에 설립되어 유네스코 이념을 국내에 전파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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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 펠로십: 전도유망한 젊은 여성 과학자들을 지원하여 여성과학계의 발전에 기여함.

3. 포상 분야 및 내용
○ 펠로십(4인 이내): 상패, 부상 각 5백만 원 및 로레알-유네스코 세계여성과학자상(L’OréalUNESCO Award For Women in Science)의 라이징 탤런트(Rising Talents)
지원 자격

4. 후보자 자격 및 수상 선정 기준
부문

후보자 자격 및 수상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과학자로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자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펠로십

(1)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우수한 연구업적을 보유한 자로 박사학위 재학생
혹은 박사학위 취득한 자
(2) 만 40세 미만인 자 (1979년 1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3) 생명과학과 이학분야 전공자 (구체적 전공분류는 신청서 참조)
(4) ‘로레알-유네스코 세계여성과학자상 라이징 탤런트’에 지원이 가능한 국제
수준의 연구 업적을 갖은 자

5. 추천권자
○ 펠로십 : 포럼 회원 및 비회원 모두 후보자 추천 가능, 본인 자가 추천 가능

6. 심사 방법
○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의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수상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 방법에 따름.

7. 결과 통지 및 시상 일정
○ 모든 신청자는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통고 받음.
○ 2019년 6월 28일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시상식에서 시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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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천서 접수 절차
○ 접수기간 : 2019. 4. 9 ~ 2019. 5. 3
※ 마감일 오후 5 시까지 이메일 (master@womenbioforum.org)로 접수된 서류에 한함.
※ 접수 후 3 일 이내에 접수 확인 메일을 받아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 제출서류: 필요한 서류를 아래 순서대로 세개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제출
펠로십
1) 신청서 파일 (파일명: 펠로십-신청자명-신청서)
① 신청서(소정양식) 1 부
② 신청인 이력서 (소정양식) 1 부
③ 연구 및 주요활동 업적 소개서 (소정양식) 1 부
④ 연구계획서 (영문, 소정양식) 1 부
⑤ 추천서 (소정양식) 1 부
2) 증빙자료 압축파일 (파일명: 펠로십-신청자명-증빙자료)
-증빙자료 각 1 부(대표논문 목록에 기재된 논문과 등록된 특허의 파일을 증빙자료 목록
번호와 파일 이름이 일치하도록 준비하여 첨부)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만들어 위 양식과
별도로 제출.
-SCI(E) 저널의 경우, 논문 IF 와 저널 등수에 관한 정보를 JCR(https://jcr.clarivate.com/)에서 찾은
후 각 논문 당 1 페이지에 붙여 증빙으로 제출 (방법 홈페이지 참조)
3) 정량 업적 엑셀 파일 (파일명: 펠로십-신청자명-업적정량)
-소정양식 (신청서의 업적을 엑셀에 기입함)
○ 접수처 및 문의처
-이메일 접수 : master@womenbioforum.org
○ 신청서 및 추천서는 홈페이지(http://www.womenbio.org/)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펠로십 업적의 정량평가 방법 (JCR 이용 저널 등수 파악 등)에 대한 설명은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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