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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유형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심벌마크

제 1유형

제 1유형 :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2유형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3유형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 4유형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출처표시 안내

[예시] 본 저작물은 무안군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

물은 무안군 홈페이지(http://www.muan.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정책 문의

부가정보 > 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정책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

조의2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

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 (아래 이미지 참조)”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

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

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들은 공공누

리(제1유형 내지 제4유형) 표시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

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작권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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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operation_guide
/www/operation_guide/copyright
http://www.kogl.or.kr/info/introduce.do


저작권 정책 문의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체육과 오선희 061-450-4080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체육과 정유나 061-450-4095

COPYRIGHT ⓒ MUAN-GU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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