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d Challenges Explorations (그랜드 챌린지 엑스플로레이션)

평가자들의 조언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2008년에 시작한 Grand Challenges
Explorations (GCE) 보조금 프로그램은 세계 보건 및 개발 분야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혁신적 사고자들의 놀랍고 대담한 아이디어들을 찾습니다.
평가 과정
재단에서는 너무 많은 제안서를 받기 때문에, 제안서들은 먼저 초기 선별 단계를 거칩니다. 주제
설명문에 제시된 특정한 요소들에 대응하지 않거나 “주제를 벗어난(Off-Topic)” 것이라고 분명히 판별된
아이디어들을 제안하는 제안서들은 배제됩니다. 이 일차 단계가 끝난 후에, 각 제안서는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판별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최대
6명의 외부 평가자 위원들의 개별적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제안서들은 별도의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평가 과정은 눈가림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자의 이름과 소속이
평가자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가자들의 조언
평가자들은 성공적인 제안서들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들을 판별했습니다.
1.

혁신: 제안서의 첫 번째 섹션에서, 신청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의 핵심을 포착하는 한 두 개의
문장을 굵은 글씨체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장들은 아이디어의 어떤 점이 흥미로운지, 왜
그것이 혁신적이며 기존 해결책들과 현저하게 다른지 전달해야 합니다. 주제 분야 바깥의 전문
지식을 적용하는 것은 자금을 지원 받는 프로젝트들에서 눈에 띄는 혁신의 원천들 중 하나입니다.

2.

제안서의 반응성: 제안서는 그 아이디어가 주제 설명문에 예시된 중요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다루어
대처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주제 설명문은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을 아이디어들을 강조하여
제시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런 카테고리들 중 하나에 속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3.

아이디어의 검증 가능성: 신청인들은 제안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방법을 분명하고 논리적이며
신중하게 서술해야 하며 해석 가능하고 모호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안서들이
“눈가림 방식으로” 평가되므로, 이 설명은 프로젝트의 과학적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4.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신청서에서 1단계 GCE 상에 할당된 GCE 1단계 예산과 18개월의 기한
내에 어떻게 그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5.

추가 자금지원 가능성: GCE는 2단계 자금 지원 메커니즘으로서 설계되어 있으며, 이에 의해 초기에
가능성을 보여준 프로젝트들은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은 2단계의 진행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자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6.

명료성: 대부분의 제안서 평가자들은 해당 분야의 깊은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지원 확률을 극대화하려면, 제안서를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페이지의 한계를 감안하여, 제안서는 위에서 설명한
요소들을 간결하고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은 아이디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그랜드 챌린지 웹사이트
http://gcgh.grandchallenges.org/gran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