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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 사진 오픈데이터 이용규약

제정 2020년 10월20일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 사진 오픈데이터」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진은 우리 미술관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복제, 재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물이나 웹사이트 게재, 강연회 등에서 스크린 투영, 
TV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판매 상품을 위한 인쇄 등 영리, 비영리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1. 오픈데이터 사진자료 이용에 대하여」 (1)~(6)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용시에는 
본 이용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오픈데이터 사진자료 이용에 대하여
(1) 소장자명의 표기
　  소장자명으로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을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기증작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해 주십시오.
　　   ・스미토모그룹 기증품         
　　   ・아타카 에이이치 씨 기증품 
　　   ・아타카 테루야 씨 기증품　
　　   ・이병창 박사 기증품         　
　　   ・토우하타 켄조 씨 기증품 
(2) 촬영자명의 표기
　  촬영자명을 아래와 같이 표기해 주십시오. 
　　   ・니시카와 시게루 씨 촬영： 「사진：니시카와 시게루( 西川茂 )」
　　   ・무다 토모히로 씨 촬영   ： 「사진：무다 토모히로( 六田知弘 )」

(3) 편집·가공의 표기
      사진을 편집, 가공하여 이용할 때는 위 소장자명 및 촬영자 표기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편집, 가공했음을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편집, 가공한 정보를 마치 우리 관이 작성한 것처럼 공표, 이용하는 것은 삼주십시오.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 사진 오픈데이터」(해당 페이지 URL)을 가공하여 작성
　
(4) 본 이용규약이 적용되지 않는 콘텐츠
      조직이나 특정 사업을 나타내는 심볼마크, 로고,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서는 본 이용규약의 적용 외이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무보증과 면책
      콘텐츠의 정확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관은 어떠한 보증도 서지 않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이용하시면서 생긴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기타
     본 이용규약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표시 4.0 국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　
     by/4.0/legalcode.ja> 에 규정되는 저작권 이용 허락 조건. 이하 「CC BY」라고 합니다.) 와 호환되며, 본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콘텐츠는 CC BY를 따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년   1월27일

오픈데이터 이외의 사진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 사진자료 이용규약」을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관 소장품 사진을 게재한 출판물 등의 성과물 1부를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서및 성과물의 송부 문의처 :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사진복제 담당( 画像貸出担当 )
〒530-0005
大阪市北区中之島 1－1－26
TEL 06-6223-0055 / FAX 06-6223-0057

2. 오픈데이터 이외의 사진자료 이용에 대하여

3. 성과물 제출 부탁

: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스미토모住友그룹 기증/ 아타카安宅 컬렉션) 」
: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아타카 에이이치安宅英一 씨 기증) 」
: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아타카 테루야安宅昭弥 씨 기증) 」
: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이병창 박사 기증) 」
: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토우하타 켄조東畑謙三 씨 기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