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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FOR MAJOR PAPERS 

 USE IN PUBLIC 

 

I hereby give permission to the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Library to make  

my Project Papers and CD available for public use in the following methods and conditions. 
  

1) I allow copy and DB building through changes in edition or format on the condition of not changing the contents of the writing.  

2) I allow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of a part or whole of writings by publishing on the information network 

including internet for the purpose of academic study.  

3) The usage period for the writings shall be three years, and the period shall be continuously extended unless otherwise there is no  

expression within two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agreement.  

4) In case an author transfers the copyright to others, this permission will not be effective thereby. If publishing is allowed, it shall be  

immediately notified to the university.  

5) The university shall not be legally responsible against the infringement occurred due to the writings after the permission.  

6) The author allows providing the writing to any contracted institutions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etc.) of  

the university to transfer, copy and printing the writing through information network including intern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Student 본인 서명                                               Date 날짜  

 

Submit this form to the Library with your 1 bound copy of project papers & a CD(PDF file). Retain a copy for 

your records. 

 

  

Year 년도 Semester 학기 Name 이름 Student ID number 학번 

Language 언어 Program 학위과정 Concentration 전공  Year in Program 학년 

Cell Phone Number 휴대폰번호 Home Phone Number 집 전화번호 

E-mail 이메일 

Present Address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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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소논문 저작권 동의서 

 

소논문집 1부와 CD(PDF) 1장을 이 양식과 함께 도서관에 제출하십시오. 

 

 

 

  

 

Year 년도 Semester 학기 Name 이름 Student ID number 학번 

Language 언어 Program 학위과정 Concentration 전공  Year in Program 학년 

Cell Phone Number 휴대폰번호 Home Phone Number 집 전화번호 

E-mail 이메일 

Present Address 현주소 

 

본인이 저작하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 제출한 학위 소논문과 C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1)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 및 DB 구축을 허락함  

2) 학술연구 목적의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의 전송, 배포 및 복제를 허락함  

3) 저작물에 대한 이용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간을 계속 연장함  

4)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이용허락의 효력은 상실하며, 출판을 허락한 경우 즉시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저작물의 이용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6) 저작권자는 대학이 대학의 협정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 복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하는 행위를 허락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Student 본인 서명                                                Date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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