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동영상(VOD) 촬영 및 공개 동의서
본인(기관)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을 통해 아래 학술행사를 촬영하고 VOD 콘텐츠로 구축하
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학문 발전과 우리 사회의 지적·문화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사 동영상(VOD) 촬영”에 동의합니다.

학술행사명 또는 발표제목:
1. 학술행사 또는 발표를 비디오로 촬영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및
가공하여 디지털 VOD 콘텐츠로 구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 구축된 VOD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을 허용하되 서비스의 허용 범위는 아
래와 같습니다.

□ 완전공개(일반인에게도 공개)

□ 제한공개(교내 구성원에게만 공개)

3. 서비스되는 VOD 콘텐츠는 이용자가 복제 또는 재전송할 수 없으며, 학술·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본 학술행사 또는 발표의 내용과 이에 포함되는 자료 등의 진실성 확보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기관)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 동의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원 행사
VOD 콘텐츠 서비스에 관한 내규”를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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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Event VOD Service Agreement

I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cademic Event VOD Service” and its
entire process of recording the academic event, creating and editing VOD contents
of the event, and providing service through the Yonsei University website.

Title of Academic Event(Title of Presentation):
----------------------------------------------------------------------------1. I give the Yonsei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to record the academic event(or
presentation) and digitalize its contents into a VOD format, as long as the original
context is not altered.
2. I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nline VOD Content Service, to the
following extent of availability.

□ Open to All
□ Open to Yonsei University Members(Campus users only)
3. The VOD contents on the website cannot be duplicated or sent to others. It will
be used for the academic purposes.
4. I agree to be fully responsible for the genuineness of the contents being
recorded, and any copyright issues related to it.
5. I agree to follow the “Guidelines for Yonsei Library VOD Service” for any rules
and regulations not stated on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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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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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Libr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