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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5.9.15, 개정 2018.10.4., 2019.10.29>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국문 또는 영문 양식 중 하나만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 논문명 :

□ 저자(논문 작성자 전체) 성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필요에 따라 추가하여 사용)

위 저자 본인은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에 투고하는 위 논문의 작성을 위해 KEPCO Journal 연구윤

리 운영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이의 준수를 서약하며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구분 체크 항목 확인(✔)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지 않았음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지 않았음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지 않았음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음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음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음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는 이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음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 이를 저자로 포함하였음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지 않았음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하지 않았음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허위로 확인한 경우 게재 불가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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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of	Ethics.	Form	No.1	 	

	

Code	of	Ethics—Self	Assessment	Form	
(Fill	in	and	submit	the	form	either	in	English	or	Korean.)	

	

Title	of	Paper:	 	 	 	 	 	 	 	 	 	 	 	 	

	

Author(s)	

	 Name:		 	 (Signature)	 Name:		 	 (Signature)	 Name:		 	 (Signature)	

	 Name:		 	 (Signature)	 Name:		 	 (Signature)	 Name:		 	 (Signature)	

(※	 Add	more	name	and	signature	when	necessary)	

	

	

The	author(s)	above	do	hereby	commit	ourselves	to	the	code	of	ethics	and	submit	this	form.	

	

Assessment	Item	 Check(✔)	

The	author(s)	does	not	forgery	or	counterfeit	the	false	data	that	do	not	exist.	 	

The	author(s)	does	not	forgery,	counterfeit,	distort,	modify,	or	eliminate	for	purpose	the	data	and	the	
result	within	the	paper.	

	

The	author(s)	include	properly	the	reference	for	all	citation	in	the	paper.	 	

The	author(s)	include	properly	the	reference	even	for	small	modification	of	the	different	publication.	 	

The	author(s)	include	properly	the	reference	for	citation	of	other	person’s	original	idea.	 	

The	author(s)	included	and	stated	every	references	properly	for	citation	in	the	paper.	 	

The	paper	includes	the	author(s)	that	contributed	the	work	in	the	paper	above.	 	

The	paper	does	not	include	any	author(s)	that	does	not	contribute	the	work	in	the	paper	above.	 	

The	professor(s)	does	not	submit	the	paper	above	without	the	student	author(s)	when	the	paper	is	
the	M.S	thesis	or	Ph.D.	dissertation	of	the	student	author(s).	

	

The	author(s)	submit	for	publication	of	the	paper	above	for	the	first	time,	and	the	paper	above	or	the	
practical	same	paper	has	never	been	published	on	any	other	publication	before.	

	

	

NOTE:	When	the	author(s)	submit	this	form	checked	all	the	assessment	items	above	by	the	author(s),	the	review	
process	for	the	paper	above	will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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