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명교육 분야 신진 연구과제 공모
1. 목적

․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분야의 신진 연구과제 및 연구자 발굴 양성을

o

통한 학술연구 경쟁력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o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분야의 연구과제 수행 지원을 통해 유관 학회의
정기학술활동과 연계한 연구 결과물 공유 및 확산 도모

2. 추진 기관
o

주 최 : 특허청

o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3. 공모 주제
o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관련 자유주제

4. 신청 자격
o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인 연구자 개인으로 신청 가능
* 2015년 5월 9일 이후(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만 신청 가능

5. 공고 기간
o

2020. 4. 13.(월) ~ 2020. 5. 8.(금)

6. 선정 방법
o

공모를 통한 연구계획서 심사
- 1차 서류심사 : 최종 선정 과제의 1.5배수 선발*
- 2차 발표심사 : 최종 선정 과제 선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연락(2020. 5. 20. 예정)
** 심사 과정에서 공모주제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 건수는 변경 될 수 있음

7. 연구 기간 및 연구비
연구 기간 : 2020년 6월 ~ 11월(6개월)

o

지원 규모 : 각 258만원 지원(총 7과제 선정)
- 1개 과제당 월 연구비 430,000원 / 전체 6개월 총 2,580,000원 지원

o

8. 신청서 접수
o
o

o

접수 기간 : 2020. 4. 14.(화) 09:00 ~ 2020. 5. 8.(금) 18:00까지

접수 방법
-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에서 참가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4747001@kipa.org로 접수(E-mail 접수만 가능)
제출 서류
- 참가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붙임1 참조)
-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졸업생)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신진 연구과제 담당자(02-3459-2917)

o

9. 선정 발표
o

5월중 선정자 발표(발명교육포털사이트 및 개별 공지)

10. 과제 활용
o

「학회지」 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구두 발표 추진

11. 지원자 유의사항
o 1
o

인 1개 연구계획서만 지원 가능하고, 개별연구에 한함

유사한 선행연구*가 있는 경우 및 공모전 신청 마감일 기준 「학회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이력이 있는 연구는 지원 불가
(해당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연구비 지원 취소 처리함)
* 각종 선행 연구물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 선행연구와 외형적인 구조·구성은 다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

o

연구 결과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의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