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9호(2020년 05월)

「의학연구협력센터」 홈페이지(http://mrcc.aumc.ac.kr) 오픈
2020년 6월 1일 의학연구협력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비 수주전략기획지원, 공동연구자매칭, 연구설계 및 교육, 원내 실험지원
서비스 센터 연계, 의학통계 상담/자문/분석 서비스 등을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mrcc.aumc.ac.kr
문의 : 프로젝트 기획실 T. 031-219-7866 E-mail. ajoumrcc@gmail.com
의학통계실 T. 031-219-4564, 4449 E-mail. ajou.obs@gmail.com

연구과제 선정 소식
주관기관

선정사업
대학중점연구소

제 58호(2020년 04월)

기본연구
한국연구재단
창의도전연구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고객수요대응연구
장애인 건강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표준교재 개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보건복지부

구분
원내

연구자
생화학교실 박태준
신경외과학교실 김세혁 / 영상의학교실 김태희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혜진
간호학과 부선주 / 간호학과 서은지 / 간호학과 송주은 / 소화기내과학교실 양민재
핵의학과교실 이수진 / 의학유전학과 정선용 / 소화기내과학교실 조효정 / 미생물학교실 최용준
생화학교실 OANHNGUYEN / 이비인후과학교실 강성운 / 치과학교실 강정현
미생물학교실 김민재 / 해부학교실 김성수 / 생화학교실 박윤연 / 의학유전학과 박은국
세포치료센터 박인수 / 병리학교실 배원정 / 미생물학교실 서영실 / 영상의학교실 유슬기
의료정보학과 이성원 / 의학유전학과 이창근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전자영
알레르기내과학교실 최영우 / 해부학교실 최정미 / 외과학교실 함인혜
의생명과학과 이다경
미생물학교실 손성향
산부인과학교실 김미란

과제 명

지원 분야

기간(전산입력)

2020학년도 임상-기초 중개협동

- 임상-기초 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의료원내 연구 활성화를 유도
- 의료원 전임교원 이상인 자로 임상교원과 기초교원 각 1인 이상으로 공동연구 팀을 구성하여 지원

2020.05.22(금)~6.12(금)

연구과제 신청 공고
한국연구재단 2020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Rapid Call 공고
2020년 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량강화사업
신규과제 공고 안내

원외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2020년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지원

- 감염병(코로나19)의 경로역학, 글로벌 공중보건 대응 협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대응 협력

접수기간 연장

2020.5.18(월)~6.8(월)

- 기존 전시 내용·방법·연출과 차별화 된 것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과학관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 개발
2020.05.12(화)~06.10(수)
- 관람객 비대면 및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전시·체험 플랫폼 및 운영 기술 등 개발
- 상기 사항 외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기술 개발
- 중견연구(유형1): 창의성 높은 개인 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 연구자
로서의 성장 발판 마련
2020.06.11(목)~06.18(목)
- 재도약 연구: 우수과제 수행 연구자가 연구 단절 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
18:00
- 생애 첫 연구: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 및 조기 연구 정착 유도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임상의학을 제외한 기초의과학, 자연과학, 공학분야 등의 박사학위
과정 (석사 과정 비해당) 지원

2020.05.21(목)~06.04(목)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