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Form An ISPOR Student Chapter (Korean)

ISPOR 학생부를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SPOR 학생 네트워크 이니셔티브입니다.
• ISPOR 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
 가시킵니다.
• HEOR 분야에서 지식 공유를 강화합니다.
• 학계, 산업계, 그리고 정부를 하나로 묶습니다.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포럼 역할을 합니다.
• HEOR의 최신 진전에 대한 인식을 조
 성합니다.
• 전문적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 ISPOR 사회에 익숙해지고 기여합니다.
HEOR = 보건 경제 및 결과 연
 구입니다.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리더입니다.

• 소셜 네트워크를 개발합니다.
•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리더십 경험을 쌓습니다.
• 전문 기술을 개발합니다.
• 매우 재미있습니다!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회원이에요

• ISPOR 활동에 참여합니다.
• 교육 후 삶의 준비입니다.
• ISPOR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Webinars, 인턴십 & 펠로우쉽 디렉토리, 여행 보조금,
Dymaxy, 할인을 제공합니다.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입니다.

• 국제적 노출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공동 작업입니다.
"ISPOR 학생 지부를 창설하면서 저는 그렇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을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ISPOR 사회와 연결됨으로써 HEOR 분
 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전세계적으로
연결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ISPOR 학생부를 향한 다섯 걸음입니다.
1단계: 제도적 지원입니다.
• 지도자를 감독하는 것은 교직원 고문입니다.
• 기관에서 보증합니다(예: 교
 직원 또는 부서입니다.
2단계: 보드 헌법입니다.
• 리더는 ISPOR 회원입니다.
• 필수 사항: 사장, 재무부, 비
 서입니다.
• 재무부 또는 비서가 부사장입니다.
• 선택 사항입니다. 부사장을 분리합니다.
3단계: 문서 준비입니다.
• 애플리케이션을 완료하고 다음을 제공합니다. 의향서, 기관 승인서, 챕터 리더의 이름, 교수 고문
CV, 그리고 헌법입니다.

4단계: 챕터 적용입니다.
• 3단계에서 studentnetwork@ispor.org으로 필요한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 축하합니다! ISPOR 학생 챕
 터 지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단계: 시작합니다.
• 멘토 학생부에 임명됩니다.
• 이벤트를 구성하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챕터 President calls에 참여합니다.
• President Resource Center에 액세스합니다.
팁들

• 챕터 개발 위원회는 지원 프로세스를 안
 내합니다.
• 기관 내에서 지원을 찾을 때 본
  챕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본 리소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을 수령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재
 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 모든 필수 문서에 대한 템플릿은 온
 라인과 개발 위원회에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SPOR 웹사이트(www.ispor.org)를 방문하거나 챕터 개발
위원회(studentnetwork@ispor.org)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