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학술상 수상 대상 논문 접수
대한정형외과학회 2018년도 학술상 대상 논문을 접수합니다.
시상 부문 및 상금
1.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1) 본 상 : 임상 1편, 기초 1편 각 400만원
2) 장려상 : 임상 3편, 기초 3편 각 100만원

2. 외부학술상
1) 만례재단상 1편 200만원

			

2) SICOT '93 Seoul 학술상: 본상 1편 300만원, 장려상 1편 100만원
3)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1편 300만원
4) ISTA 2008 Seoul 학술상 1편 200만원
5) CiOS 학술상 1편 300만원

선정 기준
1. 학술논문상:
가.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만례재단상, SICOT '93 Seoul 학술상, ISTA 2008 Seoul 학술상
1) 본 학회 회원이 지상에 발표한 학술적 공헌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논문
2) 주 연구기관이 국내기관
3) 제1 저자나 통신저자 중 1명은 본 학회 회원				
4) 학술상심사위원회 내규에 따른 소정 기준
나. CiOS 학술상은 CiOS 편집위원회에서 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까지 CiOS 에 출간된 논문 중 3편을 추천하여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 논문을 선정한다.
※ 위 모든 논문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도 7월까지 기간에 지상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2.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1) 1978년 10월 19일 또는 이후에 출생한 회원 중 정형외과 관련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
2) 연구논문 업적으로 심사함.

구비 서류
1. 학술논문상 :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만례재단상, SICOT '93 Seoul 학술상, ISTA 2008 Seoul 학술상 (상의 구별 없음)
1) 신청서 1부.		
2) 주임교수 또는 과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3) 논문 PDF 파일 (E.mail 제출 - ortho@koa.or.kr)
* 신청서와 추천서는 하단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후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스캔하시어 메일 제출 가능합니다.
논문 PDF 파일이 없는 경우 논문 별책 1부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우편제출)
1) 지원서(소정양식)
2) 주임교수 또는 과장 추천서(자유형식) 1부
3) 생년월일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4) 논문 목록에 표기한 모든 논문

서류 마감
1. 접수마감 : 2018년 7월 27일(금)
2. 접수방법 : 모든 서류는 학회 사무국 또는 이메일(ortho@koa.or.kr)로 제출
※ 학회 사무국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동자동 45)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서울 A타워 604호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 해당병원 과장님 앞으로 공문 발송
2. 시상 : 2018년 10월 19일(금), 대한정형외과학회 정기총회 때

기 타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실(☏ 02-780-2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