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고 신뢰받는 기상청을 만들겠습니다.

기상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WMO] 2019년 젊은 과학자를 위한 연구상 후보 추천 요청(WMO Research
Awards for Young Scientists)

1. 세계기상기구(Wor l d Meteorol og i cal Organi zat i on, WMO) 서한 00836/2019/RES/ARE/YSA2019(2019.1.25. )호 관련입니다.
2. 세계기상기구에서는 '2019년 젊은 과학자를 위한 연구상(WMO Resea r ch Awa r ds fo r
Young Sc i en t i s t s) ' 수상 계획을 알리며,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후보자를 추천
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3. 이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기상학회 및 관련 대학(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 논문
이 수상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상명 : 2019 젊은 과학자를 위한 연구상(WMO Resea r ch Awa r ds fo r Young
Sc i en t i s t s)
※ 부상은 상장 및 상금(USD 1 ,000 )이며, 자세한 선정 기준은 붙임 1 참조

나. 추천 방법
o 기상청장을 통해 WMO 사무총장에게 추천(국가별 최대 2건 추천 가능)
※ WMO 공식 언어로 작성 바람(영어, 불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o 제출 논문 및 후보자 요건
- 추천 시기로부터 4년 이내 과학저널에 게재된 우수 논문 1건
- 국제상 수여 이력이 없는 논문
- 후보자 연령 : 만35세 이하(후보 추천시 기준)
다. 추천 기한
o ' 19년 2월 15일(금)까지 기상청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소속기관의 문서와 논문
등 관련서류(붙임1 참조) 제출
※ 문의: 김병철 사무관(02-2181-0373) 또는 서지은 주무관 (02-2181-0371)

붙임 1. 2019년 젊은 과학자를 위한 WMO 연구상 후보 추천 개요(한글) 1부.
2. WMO 영문 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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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상연구과장), 국립기상과학원장(미래전략연구팀장), 서울대학교총장(자연과학대학장), 연세대학교
총장, 경북대학교총장(자연과학대학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자연과학대학장), 이화여자
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울산과학기술원총장, 전남대학교총장, 조선대학교총장, 인제대학교총장, 부
경대학교총장, 포항공과대학교총장, 한국기상학회장
서지은

기상사무관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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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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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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