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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www.mokpo.go.kr(이하"목포시"라 합니다)는 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의
내용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작권 정책을 운
영하고 있으니, 네티즌 여러분들은 이를 살펴보시고 숙지하시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목포시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
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
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
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목포시 문화지원담당 061-270-8181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목포시 문화예술과 061-270-8566

공공저작물 저작권표시 안내
저작권자를 찾을수 없을 때 :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
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저작권 귀속 및 책임

(http://www.mokpo.go.kr)

게시물의 저작권 귀속 및 책임
시는 회원(비회원포함)이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이용권, 서비스상의 게재권 및 출판권 등을 갖습니다.
시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시의 명시적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작성하여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자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사진, 영상 등(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
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회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보호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타인의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이하 같습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
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
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게시물인 경우 그 인용부분이 회원 개인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인용된 것이 아니라 게시물
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으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이러한 게시
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시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
습니다.
서비스상의 게시물은 회원들간의 지식공유를 위해 회원이 게재한 것이므로 시는 게시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
지 않습니다.
시는 회원들이 게시물 이용에 따른 동의절차를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게시물 중단 요청과 중단
시의 서비스에 자신의 저작물이 게재되어 그 중단을 요청하려고 하는 회원(비회원 포함)은 당해 게시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게시물에 대하여 시는 게재를 중단합니다.
시의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회원(비회원포함)은 그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시의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할 경우 시는 그 게시물을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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