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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연구와�지식�공유를�지향하는

2017� 시민건강증진연구소�학생/활동가�연구�지원�사업� 5기� 모집�안내

l 사업 목적 

․활동가와 대학원생이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연구자/활동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이들의 활동이 시민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사회운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함 

l 지원 자격: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생 혹은 활동가 연구팀 (최대 2명(팀) 지원) 

l 지원 내용 

1) 연구기간: 최장 2018년 1월까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2) 대우 - 지원금: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연구비 남는 경우 반환)

- 멘토링: 연구 진행 과정에 정기적인 조언 

l 성과물 - 논문, 보고서, 언론 기고문, 영상물, 프로그램/자료 등 유무형 형식 제한 없음 

l 제출 서류 

① 연구계획서 1부 (예산안 포함, 폰트 11, 줄 간격 200%, A4 최대 5매 이내)

② 연구팀 소개 1부 (폰트 11, 줄 간격 200%, A4 최대 3매 이내) 

 - 과거 연구업적이나 학점/영어점수/자격증/수상경력/봉사/해외연수 등 소위 ‘스펙’ 기재 금지

 - 단, 지원 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사회운동, 연구 경험은 소개

 - 주민번호/가족정보/성별/학교명(학부) 기재 금지, 사진 부착 금지

③ 추천서 (A4 최소 1매 이상) - 추천인 자격에 제한 없음. 단 추천자가 직접 우편이나 이메일

로 연구소에 제출

l 심사기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① 연구소 중점과제와의 부합 정도

② 연구계획의 충실도, 연구팀 소개에서 드러난 수행 능력과 의지

③ 제도적 장벽이나 차별적 구조 때문에 연구/활동 여건이 여의치 않았던 팀에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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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중점과제 >
 - 보건의료개혁 (healthcare reform)
 - 보건의료와 민주적 공공성, 거버넌스 

 - 건강권과 건강불평등 

l 서류 접수 및 문의

- 연락처 phikorea@gmail.com, 02-535-1848 

- 이메일 서류 제출 마감: 4/24 (월) 오전 9시 

*� 지원�사업�경과

l 2016년 제 4기

- 송현성, 조기언, 서현욱.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사회적기업 사례 연구: 사회적 필요와 그에 

대한 효과성을 중심으로”

l 2015년 제 3기

- (사)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천안) “현장에 기반한 민선 6기 복지보건 정책 점검 및 

과제 연구”

l 2014년 제 2기

- 김혜진, 노은영, 권세원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자살에 대한 경험의 의미”

- 이혜민, 김자영, 성효주, 김유균, 김지환. “트랜스젠더 의료이용 접근성 평가를 위한 설문 개

발 연구”

l 2013년 제 1기: 지원 대상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