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 개발과제 사사표기 안내(Acknowledgement)
[ 2022.07.04., / 연구처 연구지원팀 ]

▢ 연구성과 인정원칙
해당과제와 관련된 연구성과이어야 하며,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저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단, 사업별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별도 안내된 사항에 따름)

▢ 사사표기
(국문) 이 논문은 YYYY년도 광주과학기술원 “사업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Project Title” grant funded by the GIST in YYYY
(예시)
- 이 논문은 2022년도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개발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IST Research Project grant funded by the GIST in 2022.

사 업 구 분
1. 연구처 선정과제
- 학부기본연구사업

1-1. 연구소 고유과제
* 필요시, 연구소명을 기재하여 성과 구분가능

※

[별첨1] 참조

1-2. 지스트-전남대학교병원 과제
* 협력기관인 전대병원의 성과 인정조건 확인 필요

※

[별첨2] 참조

사 업 명 표 기
국문: 지스트 개발과제
영문: GIST Research Project
국문: GRI(GIST연구원) 연구소명
영문: GIST Research Institute(GRI) 연구소명
∘고등광: APRI
∘차세대: RISE

∘국제환경연구소: IERI
∘생명의과학융합연구소: IIBR

국문: GRI(GIST연구원) GIST-CNUH 공동연구 사업
영문: GIST Research Institute(GRI)
GIST-CNUH research Collaboration

2. 지스트-MIT AI융합 국제협력사업

국문: GIST-MIT 공동연구사업
영문: GIST-MIT Research Collaboration

3. 지스트 영사이언티스트 시범사업

국문: 지스트 영사이언티스트 시범사업
영문: GIST Young Scientist Research Project

4. 기타 지스트 개발과제
1) 실용화연구개발사업

국문: 과학기술응용연구단의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영문: Prac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program
supervised by the GTI(GIST Technology Institute)

2) 창업리더양성 사업

국문: 창업진흥센터
영문: Startup Acceleration Center

3) AI기반 융합인재 양성사업

국문: AI기반 융합인재 양성사업
영문: AI-based GIST Research Scientist Project

5. 기타 출연금 사업
1)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사업 (GUP)

2) 과기원 공동연구 프로젝트

국문: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사업
영문: Global University Project
국문: 이 연구는 YYYY년 과학기술원 공동연구프로젝트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YYYY
Joint Research Project of Institutes
of Science and Technology’.

[별첨 1] 연구소 고유과제 연구성과 인정 기준
□ 기본 사항(사사, Acknowledgement)
▪ 과제별 최소 요구 성과기준은 과제제안요구서의 과제별 최소 정량적 성과목표 참조
▪ 사사가 표기된 논문, 특허만 성과로 인정
구 분
국 문

영 문

사사 표기
이 논문은 0000년도 광주과학기술원의 GRI(GIST연구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GIST Research Institute(GRI) grant funded

by the GIST in 0000.

▪ 연구성과 인정 기준
-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저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과제와 관련된 연구성과
만 인정

※
※

사사표기

인정범위

단독사사

100%

공동사사

100%/공동 사사 수

비고
제1저자(FA) 또는
교신저자(CA) 만 인정

연구성과 1건당 인정범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
SCI 등재저널 판단기준: (발표년도-1) JCR 버전

[별첨 2] 지스트-전남대학교 공동연구과제 연구성과 인정 기준
□ 결과물(성과)
지스트-전남대학교병원 공동협력 연구과제이므로, 협력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성과 인정 조건 또한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참조)

□ 사사표기(Acknowledgement)
구 분

사사 표기

국 문

이 논문은 YYYY년도 광주과학기술원의 GRI(GIST연구원) GIST-CNUH 공동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영 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GIST Research Institute(GRI) GIST-CNUH research
Collaboration grant funded by the GIST in YYYY.

(연구성과 인정원칙)
해당과제와 관련된 연구성과이어야 하며,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저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참고] 전남대병원 성과인정 조건 및 결과물 제출 안내사항
※ 최종 결과물 미제출시, 병원 내 신규과제 참여를 제한함
ㅇ 연구결과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논문형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기간 종료일로
부터 2년 이내에 SCI급의 국내외전문학술지 등재 논문 1편을 제출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반드시 제1저자
나 교신저자 이어야하며, 광주과학기술원 협력교수님도 저자로 포함되어야함).
ㅇ 국가 연구과제 지원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속 연구를 위한 국가 연구과제에 지원한 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남대학교병원과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의 공동연구계획이어야 함).
ㅇ 결과물 제출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
-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전남대학교병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또
는 이와 동등한 GIST의 특허관련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SCI급 논문 제출기한을
특허 등록시(단, 출원일로부터 2년이내)까지 유예하며 특허등록을 결과물 제출로 갈음 할 수 있다.
-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총연구비 3억원 이상의 국책사업과제에 선정된 경우(주관연구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 또
는 GIST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남대학교병원 또는 GIST 연구책임자이며 연구책임자가 아닌 자는 공동연구자
로 참여) 이를 결과물 제출로 갈음 할 수 있다.
ㅇ 게재 논문 제출 시 반드시 발표논문에 아래 “연구비 지원(Acknowledgements)” 표기 하여야 한다.
- 국문표기명: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협력연구 학술연구비(과제번호 추후 알림)에 의하
여 연구되었음”
- 영문표기명: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과제번호 추후 알림)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 연구비 지원(Acknowledgements) 국문 및 영문 표기명이 변경될 경우 재공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연구개시 후 4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물
- 저서 및 학술대회 논문집
- 전남대학교병원-광주과학기술원 협력연구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는 내용표기가 없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