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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박사과정 운영지침(05-010) 제 15조

②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학원

에서 인정하는 국제적인 학술지에 게재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추천한 경우
박사학위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1. 국제적인 학술지 게재 인정 조건

가. 대학원 ‘박사저널리스트’에 포함된 학술지에 제 1저자(First Author)인 논문이 게재되어야
한다.
나. 지도교수는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국제학술지 게재승인 논문은 학위논문과 전부 또는 일부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라. 논문저자가 5명 이상일 경우 ‘다수 공저시 기여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인정한다.
마. 논문에 표기되는 제1소속기관은 KAIST이어야 하며, 수탁 연구기관 또는 일반장학생의 경
우 원소속기관을 추가 할 수 있다.
2.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제적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 중인

경우 동 논문의 게재가 확실하다고 판단 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걸쳐 추천 졸업 가능하다.
가. 추천졸업은 교수 1인당 학생 1명에게 적용 가능하며, 차후 해당 학생의 학위논문 전부 또
는 일부가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지에 게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학생
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나. 추천졸업 대상자가 졸업 후 졸업 당시 투고된 저널이 아닌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다른 국
제학술지에 게재승인 된 경우 ‘학술지 및 논문제목 변경사유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
우 추천(토큰)이 회수되어 다른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3. 국제적인 학술지에 준하는 국제 저명 학술대회의 프로시딩에 게재된 논문이거나 국제적인 데

모, 전시, 공연 또는 창작물 등의 형태로 발표된 경우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
천 졸업 가능하다.

※ ‘박사저널리스트’ 및 ‘국제저명학술대회’, ‘국제적인 데모/전시/공연’은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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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점

년 8월 졸업생부터

: 2017

Deliberation of conferment of doctorate in GSCT
established 2010.11.17
revised 2015.7.6.

Revised on 2017.2.6. (Effective for students who will graduate in 2017/8)
On the basis of operation guideline of KAIST doctoral program 05-010 chapter 15 section 2, in the
case all or the part of the thesis is approved to be published in international journals recognized by the
graduate school or recommended by the case below, the candidate is qualified for criteria of
doctoral-granting.
1. Recognition condition of international journal publication
A. The candidate should be the first author of the journal paper that is included in the GSCT
journal lists.

B. Advisor must be either corresponding author or co-author.
C. The published international journal must be at least partly related to the thesis.
D. If the authors of the paper are more than five people, the candidate should submit ‘contributions
of numerous co-authors’, and should be reviewed by GSCT committee.
E. The first institution should be marked in KAIST, if the candidate is general scholarship program
student, he or she can add the original institution.
2. If the submitted paper is judged to be published certainly or the submitted paper is under examin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 recognized by the graduate school, the candidate can graduate over a
predetermined procedure.
A. The recommended graduation is applied to one graduate student per one professor, and in the
future it can be applied to other students only when the candidate’s paper is approved to be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ecognized by the graduate school.
B. If the recommended candidate’s paper submit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 that is not recognized
by the graduate school is approved to be published, the conference can be applied to other
students, when the candidate submits ‘the reason of the changing conference and title of the
paper’ and the relevant evidence.
3. If the candidate’s work is published in th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r the
creation is presented in the form of demonstrations, exhibits, or performances, the candidate can
recommended to graduate after reviewing by GSCT committee.
※ Doctoral journal list, celebrated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international demo/exhibit/performance will
be decided separately.

Comparison between current and revised provision
Current

Recognition condition of international journal
publication
A. The candidate should be the first author of
the journal paper that is included in the
GSCT journal lists.
B. If the corresponding author belongs to other
organizations, the candidate should attach
justification including supervisor’s statement
of reasons.
C. If the authors of the paper are more than
five people, the candidate should submit
‘contributions of numerous co-authors’, and
should be reviewed by GSCT committee.
D. The first institution should be marked in
KAIST, if the candidate is general
scholarship program student, he or she can
add the original institution.
1.

Revision

Recognition condition of international
journal publication
A. The candidate should be the first author of
the journal paper that is included in the
GSCT journal lists.
1.

B. Advisor must be either corresponding
author or co-author.
C. The published international journal must
be at least partly related to the thesis.

D. If the authors of the paper are more than
five people, the candidate should submit
‘contributions of numerous co-authors’, and
should be reviewed by GSCT committee.
E. The first institution should be marked in
KAIST, if the candidate is general
scholarship program student, he or she can
add the original institution.
※ Effective for students who will graduate in 20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