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Honor Cod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I – GIST Honor Code
Students at th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strive to maintain
the highest standards of intellectual integrity and scholarship by avoiding any form of
academic dishonesty.
Article II – Definitions
Academic dishonesty shall consist of committing any type of fraud, deception, or
misrepresentation related to one's work or research that is not authorized by the
course or the instructor to include, inter alia:
Cheating: Using, sharing, copying, stealing, or hiding information to gain an
unfair academic advantage
Falsification: Altering, adding, or deleting any information or data
Fabrication: Creating any non-existent information or data
Plagiarism: Using the words, ideas, or works of another without proper
citations and references
Facilitating Academic Dishonesty: Intentionally helping others to commit
any form of academic dishonesty
Any attempt to commit academic dishonesty—even if the attempt is unsuccessful—
may also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GIST Honor Code.
Article III – Preventative Guidance
Students are hereby encouraged to seek the advice and assistance of faculty members
to avoid or prevent any violation of the GIST Honor Code.
Article IV – Punishment
Any violation of the GIST Honor Code shall be punished by the rules and regulations
as set forth by th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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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명예 규약
광주과학기술원
조항 I – 지스트 명예 규약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 및 대학생들은 지적 진실성을 수호하고 최고의
학문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학문적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항 II – 정의

학문적 부정행위는 본인의 연구나 과제 결과물 등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사기,
속임수, 증거나 결과의 조작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결과를 얻는 모든 행위로 타인의 과제 결과물
등을 무단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모든 행위
변조: 기존의 정보 및 실험데이터를 왜곡하여 변형하는 모든 부정행위
위조: 특정 정보 및 실험 데이터를 허위로 만드는 모든 부정행위
표절: 출처에 대한 적절한 언급 없이 타인의 글이나 과제결과물을
부당하게 도용하는 모든 행위
학문적 부정행위의 고의적 방조: 타인이 학문적 부정을 범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도와주며 방조하는 모든 행위

이 밖에도 학문적 부정을 꾀하는 모든 시도는 지스트 명예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항 III – 예방적 권장사항

학생들은 학문적 부정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교수들에게 조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조항 IV – 처벌

지스트 명예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정한 규칙과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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