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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공모 안내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에서는 젊은 의학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부문 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젊은의학자상 수상자는 총 2명(기초 1명, 임상 1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별도의 추천과정 없이 본인이 직접 응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젊은의학자상은 업적에 대해 시상
하는 본상과는 달리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입니다.
3. 제24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부문에 귀 학회 소속 젊은 의학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수상자격: 본회 회원학회에 입회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의사로서 40세 이하인 자(조교수, 강
사, 조교, 전공의, 연구원 포함)로 학술적으로 그 가치와 공헌도가 인정되는 우수논문
을 발표한 자로 한다.[올해는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해당]

나. 수상대상: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 시상년도 2월말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으로 한다. 단,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동일한 논문은 제외한다.[올해는
2012. 3. 1 ～ 2014. 2. 29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 해당]

다.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및 이력서는 본회의 소정양식으로 홈페이지 www.kams.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라. 신청서 접수: 2014년 7월 15일(화)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140-721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이촌동) 대한의학회 분쉬의학상 운영위원회
전화: 798-3807(105), 팩스: 794-3148, 전자메일: kams@kams.or.kr)

마.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대표논문 별책 및 국문 요약본 1부
4) 논문 목록(대표논문, 기타논문) 1부
5) 대표논문을 제외한 기타 논문 5편의 별책 각 1부씩(논 문 발 표 연 도 제 한 없 음 )

바. 수상자 선정: 본회 학술위원회와 분쉬의학상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한의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사. 수상인원 및 상금: 2명(기초 1명, 임상 1명)에게 각각 상패와 메달, 상금(각 2,000만원)이 주어진다.

아. 시상일 및 장소: 본상 시상(11월)과 동일

붙

임 :

1. 제24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시상안내 1부.
2. 제24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신청서 1부.(이력서, 대표논문 요약본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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