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신경초음파학회 학술상 공모
대한신경초음파학회에서는 국내 신경초음파 및 신경영상 관련 연구 진흥 및 연구자 육성을 위하
여 다음과 같이 학술연구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 주제 및 연구비
- 신경초음파 관련 1과제 (1천만원)
- 신경영상 관련 1과제 (1천만원)

◆ 공모 자격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정회원

◆ 공모 및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2020년 1월 8일(수) ~ 1월 31일(금)
- 심사 : 2020년 2월말
- 발표 및 시상 : 2020년 3월 14일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
- 연구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1년)

◆ 구비서류
연구 계획서 (최근 5년간 논문발표 및 연구비 수혜 실적 포함) 3부------------------------다운로드

◆ 기타사항
- 연구 과제 선정 후 전체 연구비의 50%를 지원하며 연구자는 연구 개시 6개월 후 소정 양식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나머지 50%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 (연구비 정산은 카드영수증 제출)
- 연구자는 연구 기간 종료 2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연구 종료 보고서를 학회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연구결과를 다음 해(2021년)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합니다.
-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대한신경초음파학회지 또는 SCI/SCIE 학술지에 “대한신경초음파학회
학술상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을 사사하는 논문을 게재해야 하며, 논문 게재 후 별책 5부 또는
PDF파일을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은 연구비 수혜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술 연구비 운영 규정에 따라 연
구비 전액을 환수합니다.
◆ 연구계획서 작성요령
-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계획서 작성 시 가능하면 불필요한 기술은 줄이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
여 신청서 분량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면 인쇄하며 계획서 서식의 제안서를 표지로 제출 바랍니다.
- 1page 이내의 연구계획요약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의 필요성, 목적, 내용 및 방법, 기대성과 및 활용 방안, 추진 일정, 연구 참여자 인적 사항
그리고 연구비 소요 명세서를 계획서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연구의 필요성”에서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까지의 내용은 10page 이내로 작성해야 합
니다.
- 예비연구결과가 있을 경우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접수 및 문의
(우편번호:03312)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21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6층 신경과의국
대한신경초음파학회 (등기발송 요)
- 대한신경초음파학회 담당자 : 박은정
- 전화 : 02-2030-3749
- E-mail : ksn@neurosonolog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