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시 정보 공개 양식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과 공저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 Journal of Retina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양식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을 시에만 제출하십시오. 

 

본 내용은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제출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제출되지 않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제출될 경우 모든 불이익은 교신저자와 

공저자(들)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해당사항이 있을 시, 작성된 문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후 스캔하여 

retina@e-retina.or.kr로 송부해주십시오. 

 

□ 논문의 개요 

논문제목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표시) 

가족 (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구분 

연구기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원고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 주의사항 :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구기획 연구수행 
원고초안 

작성 

최종원고 

확정 

전체 

기여도 
확인 서명 

저자 A ( )% ( )% ( )% ( )% ( )%  

저자 B ( )% ( )% ( )%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  

계 30%(*) 40%(*) 20%(*) 10%(*) 100%(*)  

□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저자 간 합의 사항> 
 

항목 내용(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 A, 

공저자는 저자 B, 저자 C(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합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C가 보완하였습니다. 

□ 연구윤리 확인내용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하며, 본 자료는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제출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기재된 개인정보 및 자료는 Journal of Retina에서 보관하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제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년 (     )월 (     )일 

저자 성명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확인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