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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관련 학회

제

목 :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주관 시상 홍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은 여성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2001년
창립된 이래 생명과학계 여성 과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심체가 되어 여성생명과학자의 양성
평등적 고용, 연구활동 및 교류 지원, 권익보호 등 여성 리더십 함양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3. 올해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에서는 ‘WBF-석오 생명과학자상’ 및 ‘WBF-바이오솔루션 새별
여성과학자상’을 시상하고자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4. 우수한 여성과학자들을 격려하고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홍보를 요청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협조 요청 사항
홈페이지의 관련 게시판에 포상 상세 내용 게재

나. 포상 상세 내용
1) WBF-석오 생명과학자상
포상 내용

WBF-석오 생명과학자상 2명
상패 및 부상 각 1천만원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가지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1)
1.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정회원인 자
(2)
2.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중견 과학자
3.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성과학자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후보자
자격

(1)

신규회원 가입하는 날짜부터 정회원 자격이 부여됨

(2)

중견 과학자는 연구의 책임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국내 대학(교) 교원(전임/비전임)
○ 정부출연 또는 기업체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추천권자

본인 신청

신청기간

~2022. 07. 28(목)까지

신청방법

이메일(master@womenbioforum.org)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붙임 자료 및 홈페이지(womenbio.org) 참조

2) WBF-바이오솔루션 새별여성과학자상
포상 내용

후보자
자격

WBF-바이오솔루션 새별여성과학자상 3명
상장 및 부상 각 1백만원
국내 생명과학 분야 대학원의 박사과정생, 석사후 연구원
혹은 박사후 과정인 여성
○ 지도교수가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정회원인 경우
: 직접 추천

추천권자

○ 지도교수가 비회원인 경우
: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정회원 가입 후 추천
또는 정회원을 통하여 추천

신청기간

~2022. 08. 04(목)까지

신청방법

이메일(master@womenbioforum.org)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붙임 자료 및 홈페이지(womenbio.org) 참조

다. 비고
-회원 가입 방법: 홈페이지(womenbio.org) 접속 > 회원 > 회원가입

라. 별첨
1) 2022년 WBF-석오 생명과학자상 공고문 및 지원서류
2) 2022년 WBF-바이오솔루션 새별여성과학자상 공고문 및 지원서류
3) 홍보 이미지 2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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