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도서 활용 신청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온라인 수업 기간 한정)

1. 도서명 :
2. 활용하고자 하는 페이지 : (정확하게 기입 바랍니다. 전문/결말 공개 불가.)

3. 활용 방식

4. 공개 방식
-

배포 기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배포 플랫폼 :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 등 기입 바랍니다.)

본인은 하기 온라인 수업 도서 활용 주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에 작성한 도서를 지
정된 활용 페이지, 활용 방식, 배포 기간, 플랫폼에 한하여 활용할 것을 신청합니다.
위에 명기한 활용 案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도서를 활용하거나, 촬영/배포된 수업 자료
가 불법적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도서 활용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소속 기관명 :
신청인 소속 기관 주소 :

신청서 보낼 곳 : chdcontents@mirae-n.com
문의 및 도서 활용 신청은 상기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신청서 확인 후 활용 가능하다는 답변 수신 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

온라인 수업 도서 활용 주의 사항

l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온라인 수업 기간에 한정하여 자료를 공개한 뒤 신청서에
명기한 기간이 종료하면 반드시 모든 자료를 삭제해야 합니다.

l

도서 자료의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판사 명, 그린이, 글쓴이 등)

l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 곳에 자료를 공개합니다.

l

복제 방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뒤 자료를 공개합니다. (읽기 전용 파일
제공, 비밀번호 설정, 우클릭/캡처/ 녹화 방지)

* 신청자는 복제 방지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수업 대상자의 영상 및 글/그림 자료의 다운로드는 금지합니다.
l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수업 자료(문서, 영상 등)에 표시합니다.
예) 해당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온라인 수업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해당 자료를 허가 없이 전재, 복제,
편집하여 전송해서는 안 되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l
l

학생들이 해당 수업 자료를 개인적으로 복제, 전송, 배포하지 않도록 저작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도서의 일부만 공개 가능하며, 신청서에 명기한 페이지 이외의 판면 공개 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줄거리 일부 공개 가능, 결말 공개 불가)

l

출판사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등 원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l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예외적 활용 허가로, 온라인 수업 기간 종료 후 온라인
자료 활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