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킌즈 메모리 
구술 면접, 이미지, 개인문서에 대한 

동의 및 저적권 허락 

 

참가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본인이 적어도 18 세 이상임을 증명합니다 (만 18 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동의서에 

서명해야함).  본인은  퀸즈 보로 공공 도서관 (이하 “도서관”) 과 뉴욕 시립대학의 퀸즈 칼리지 

(이하 “칼리지) 와 면접, 이미지 및 개인자료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데 동의합니다. 이것은 뉴욕시 

퀸즈의 생활을 문서화 하기위한 퀸즈 메모리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인터뷰에서 다음 항목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 오디오 및 / 비디오 녹음; 

• 편집된 문장과 요약; 

• 편집된 오디오 /비디오 클립; 

• 본인 사진; 

• 공유하고 싶은 개인 문서나 사진 카피  

본인은 본인의 인터뷰 (및 위에 나열된 다른 항목들) 을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Creative Commons License”) 에 따라 

자유롭게 공유할 것을 동의합니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legalcode,  본인은 

이조항들을 읽고, 검토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입니다.  본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의거하여 본인의 인터뷰 및 위에 나열된 기타 항목 ( "라이센스 자료")을 

인쇄물, 공공 프로그램, 인터넷  및 기타 프로그램과 같은 형식을 포함하여 비상업적 인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legalcode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배포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 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라이센스 

자료를받는 사람은 모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도서관이나 대학 출판물, 도서관이나 대학에서 출판 한 다른 형태의 매체 또는 신문이나 기타 

상업 매체에서 전송 된 파일의 사용에 대한 보수를 조사하거나 요구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또한, 본 인터뷰 조건에 의거하여 인터뷰, 오디오 및 / 또는 비디오 녹음, 도서관 및 대학에 제출 한 

개인 문서의 사진 또는 사본의 출판, 전시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인해, 도서관, 대학, 계열사 및 

해당 수탁자, 이사, 직원, 대리인 또는 양도인이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제 3 자의 청구, 행동, 손실, 

손해 또는 침해 혐의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은 동의합니다. 본인은 내가 공유하는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대신 퀸즈 메모리 (Queens Memory)는 인터뷰 

기록, 본문 및 관련 물품을 위의 주소로 무료 사본 1 카피를 보내주기로 동의합니다. 

본 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 (예: 익명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락된 권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참가자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부모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면접관의 서명                                                                 날짜 
 

질문이 있으십니까? 

Contact Natalie Milbrodt, Queens Memory Director, 718-990-0837, 

Natalie.Milbrodt@queenslibrary.org or Annie Tummino, Queens College Head of Special 

Collections and Archives, Annie.Tummino@qc.cuny.edu, (718) 570-0596. 
 

주의 사항: 서류 2 카피에 서명하십시요. 1 카피는 참가자에, 다른 1 카피는 퀸즈 도서관, 혹은 퀸즈 

칼리지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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