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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귀넷 지역 과학과 엔지니어링 및 혁신 박람회 책임 동의서,  

윤리 성명서, 언론 공개 및 참가 허락 양식 

 

 

저와 제 부모님 및 제 후원자는 2023 년 대학 입학 전 과학 연구(Pre-college Science Research)에 관한 

GSEF/REGENERON ISEF 규칙에 명시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저희는 귀넷 지역 과학과 

엔지니어링 및 혁신 박람회(Gwinnett Reg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 Innovation Fair) 직원이나 심사 위원의 

결정에 대해 어떤 식으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격의 대회에 참가할 때 이러한 결정에 

어느 정도 주관적인 부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심사 위원이 제 연구의 객관적인 특정 측면들을 평가해야 하며 또한 

사실상 질적인, 제 출품작의 해석적인 측면도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저와 부모님 및 제 

후원자는 심사위원의 최종 결정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귀넷 지역 과학과 엔지니어링 및 혁신 박람회의 

직원, 심사 위원 또는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를 어떤 식으로든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적 부정행위 및 위법 행위는 모든 수준의 연구 또는 경쟁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표절, 다른 연구자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 또는 발표하는 행위, 데이터를 위조 또는 조작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조작된 

프로젝트(fraudulent project)는 모든 연계된 박람회, GSEF 및 REGENERON ISEF 에서 경쟁 자격을 상실합니다. 

 

본인은 2023 년도 대학 입학 전 과학 연구에 관한 GSEF/REGENERON ISEF 규정을 읽었으며 (GSEF/REGENERON 

ISEF Rules for Pre-college Science Research 2023),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됨을 이해합니다.  

 

학생 이름(정자 표기) (Student - Printed Name)  학교(School) 

학생 서명(Student Signature)  날짜(Date) 

학부모 성함(정자 표기) (Parent - Printed Name)   

학부모 서명(Parent Signature)  날짜(Date) 

 
 

방송 매체 공개 및 참가 허락 양식 

귀넷 지역 과학과 엔지니어링 및 혁신 박람회에 대한 뉴스 기사와 관련해 제 자녀가 사진/촬영/인터뷰 하도록 

허락합니다. 저는 제 자녀가 2023 년 2 월 24 일에 열리는 귀넷 지역 과학 및 엔지니어링 박람회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보호자 서명 (Parent/Guardian Signature)  날짜(Date) 

이메일 주소:                       

 

  

  

2023 년 귀넷 지역 과학과 엔지니어링 및 혁신 박람회에서 전시를 희망하는 각 학생은 

늦어도 2023 년 2 월 7 일까지 이 책임 동의서 (Liability Agreement)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귀넷 카운티 교육청 과학 사무실(GCPS Science Office)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