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데이터 이용 신청서(연구용)
1.
1)
2)
3)

데이터 사용자 정보
소속 기관 및 주소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
데이터 신청자 성명, 소속,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

2. 신청 데이터 정보
1) 신청 데이터
2) 이용 기간(시작 및 종료 날짜 기입)
3.
1)
2)
3)

데이터 활용 정보
데이터 활용계획
상업화 가능성
예상되는 활용 성과물

4. 협력 연구기관 (해당시)
5. 의무 사항
1) 년 1회 정보활용 실적보고서(별첨 1)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나면 제공된 모든 데이터를 파기하고 파기
증명서(별첨 2)를 제출해야 함
2) 제공받은 인체 데이터는 연구책임자의 관리하에 반드시 해당 연구실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기관 또는 연
구실에 제공할 시에는 반드시 KISTI에 보고해야 함
3) 기업과의 공동연구는 반드시 KISTI에 보고해야 하며 연구실의 연구성과가 상업화에 연결될 시에는 KISTI와의
협의를 거쳐 유상기술이전 계약을 추진해야 함
4) 본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연구 성과물에는 아래와 같은 감사의 글이 첨부되어야 함
- 디지털 코리언(Digital Korean) 인체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본 인체 데이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가 공동으로 생산한
데이터임을 밝히며 데이터 제공에 감사를 드립니다.”(국문)
“The authors gratefully acknowledge the human data support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which produced these data with Catholic University of Medicine.”(영문)
- 비저블 코리언(Visible Korean) 인체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본 인체 데이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이 공동으로 생산한 데이터
임을 밝히며 데이터 제공에 감사를 드립니다.”(국문)
“The authors gratefully acknowledge the human data support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which produced these data with Ajou University of Medicine.”(영문)

본 신청인은 위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며 인체 데이터를 신청합니다.

연구책임자 :
소속 :
신청일자 :

(인)

※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체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 또는 어떤 데이터가 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홈페
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코리언(Digital Korean) 홈페이지 : http://dk.kisti.re.kr/
- 비저블 코리언(Visible Korean) 홈페이지 : http://vkh3.kisti.re.kr/
※ 무상기술이전 담당자 소속 및 연락처 :
※ 2016년 5월 1일자로 인체 데이터 이용신청서 서식을 갱신함

<별첨 1>

정보 활용 실적보고서(연구용)
1. 데이터 사용자 정보
1) 소속 기관 및 주소
2)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2. 데이터 활용 정보
1) 활용 기간
2) 활용 내역
3. 연구 성과물
1) 논문, 특허 등의 출판물
- 국내외 논문게재(원본 파일 첨부 요망),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원본 파일 첨부 요망), 각종 특허(원본
파일 첨부 요망) 등을 리스트로 작성함
※ SCI 논문은 표시 요망
2)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각종 모델 등의 연구결과물
-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나 각종 인체모델 등은 명칭과 주요 기능 등을 설명함
4. 협력연구기관 (해당시)
- 사이트 및 협력내용 소개
5. 상업화 가능성
6. 공유 성과물(논문, 특허 제외)
- 상기 연구 성과물 중에서 관련 연구자에게 제공하기를 희망하거나 공유 또는 공동 활용을 희망하는 성
과물을 아래의 서식에 맞추어 정리함
1) 공유성과물 명칭
2) 저작권자 및 연락처
3) 공유 성과물 내용 설명
4) 사용조건 설명
7. 요청 또는 제안 사항 (해당시)
8. 제출일자

<별첨 2>

정보콘텐츠 파기 증명서(연구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귀중

귀 기관이 제출한 인체 데이터 이용 신청서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아래와 같은 정보콘텐츠를 파기하였음을 증명합니
다.

파기대상 정보콘텐츠
□ 인체 데이터 이용 신청서 상에 명시된 모든 정보콘텐츠
□ 모든 정보콘텐츠의 복제물
년
기관명 :
주

소 :

연구 책임자 :

(인)

데이터 신청자 :

(인)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