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사진  및  동영상  저작권  사용  동의서  
 

스위스정부관광청이 귀사에 제공하는 모든 사진 및 동영상과 컨텐츠의 저작권은 
스위스정부관광청에 귀속되어 있으며, 지적 재산권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읽으시고 동의해 주십시오. 
1. 스위스정부관광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 및 동영상 자료는 스위스 관광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광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스위스정부관광청의 사진 및 동영상 사용시, 기사 및 영상 내용에 반드시 해당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 자료가 기사 외의 페이지(표지, 목차 등)에 
사용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진 및 동영상에 해당 지역명이 부가적으로 표기 되어야 합니다. 

 
3. 본 동의서를 통해 제공받은 사진 및 동영상, 컨텐츠는 단 1 회에 한해 사용이 허가된 
것입니다. 자료 요청 외, 중복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자료의 재사용에 관련하여서는 재차 
사용 요청서를 보내 주셔야 하며, 해당 요청에 대한 사전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스위스정부관광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 및 동영상 자료는 임의로 수정 및 편집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원본 이미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자료에 대한 출처를 스위스정부관광청으로 밝히고, 웹사이트 URL 과 사진에 해당하는 
지역명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역명은 첨부하는 파일명과 동일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e.)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 Zermatt  
 

6. 본 동의서를 통해 제공받은 사진 및 동영상, 컨텐츠를 스위스정부관광청의 동의 없이 제 
3자와 공유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7. 본 저작권 허가서에 동의한 내용대로 사진 및 동영상, 컨텐츠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 사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작권 소유자인 
스위스정부관광청이 규정하게 됩니다.  

 
8. 본 저작권 허가 동의에 따른 법적 관할지는 스위스 다보스(Davos)에 있으며, 스위스 관할 
법이 적용됩니다.  

 
9. 출판이나 방송이 되면 아래 주소로 결과물을 2부 발송하도록 합니다.  

 스위스정부관광청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3번지 동부다동빌딩 13층 우) 100-180 

 
스위스정부관광청에 귀속된 자료를 
 귀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위 사항에 모두 동의하며,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김지인  담당:  
회사명: 스위스정부관광청  회사명: 
날짜:  날짜:  

서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