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2>

연구윤리규정 준수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윤리규정 준수>
본인은 말소리와 음성과학에 원고를 투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 논문과 동일한 내용이 저자 또는 다른 저자에 의해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음.
2. 제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투고중이거나 동시 투고예정이 아님.
3.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저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기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된 회원 및 투고자 관련 윤리규정을 준수함.

<저작권 이양 동의>
1. 본 논문이 말소리와 음성과학에 게재가 확정될 경우 논문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한국음성학회에 이양함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모든 공동저자를 대표하며, 윤리규정
준수와 이 자료의 배포에 책임을 지고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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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의 출력본에 서명을 포함한 모든 기입내용을 주저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한 후, 아래 발송방식 중 하나를 택해 학
회 편집부로 발송하여야 함.
발송방식:

(1) 스캔 후 메일로 발송(권장방식)

메일주소: ksss@speechsciences.or.kr

(2) 팩스로 발송

팩스번호: (0505) 837-7169

(3) 우편으로 발송, (주소) 151-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3동 307호

<Form-2>

Observance of the Ethical Principles of the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for Research and Agreement of Copyright Transf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bservance of the Ethical Principles for Research>
The undersigned warrants the following facts on manuscript submission and hereby pledges himself or herself to observe the
Ethical Principles of the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for Research.
1. The submitted work is original, and the content has not been published before by the undersigned author or other authors.
2. The submitted work has neither been submitted to other journals nor has been scheduled to do so.
3. All the authors contributed to the research.
4. The undersigned observes other prescribed ethical principles of the society related to members and contributors.

<Agreement of Copyright Transfer>
The undersigned hereby agrees to transfer all the rights, access fees, copyrights, and digital copyrights derived from the
submitted work to the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when the submitted work is accepted for publication in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The main author signs for and accepts responsibility for releasing this material on behalf of any and all co-authors.

Month / Day / Year

Title of the submitted work: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in Author: signature

The undersigned author should submit this document to the society by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1) Email a scanned page to ksss@speechsciences.or.kr
(2) Fax this page to (0505) 837-7169
(3) Send a printout to Room 3-307, Linguistics Dept.,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5,
Republic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