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처링 게시물 사진 및 
네이처링 서비스 이미지(스크린샷) 이용 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방법

네이처링은 대한민국 자연생태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생태계 관점의 개방적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연과 생태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 회원의 소중한 기록이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자료로 가치 있게 활용되어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향과 취지에 따라 네이처링에 등록되는 게시물의 사진과 글에는 게시물 작성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연생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적용되어 표시됩니다.

네이처링 게시물에 적용되는 CCL은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1. 네이처링 게시물 사진 이용 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방법  

① 각 사진의 저작자 및 출처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경우 -> ⓒ저작자 at 네이처링
   (네이처링은 위와 같이 각 사진별 저작자 및 출처 표시를 권장합니다.)

② 여러 장의 사진의 저작자들을 종합적으로 표시할 경우

   -> 생물사진제공 : 저작자인 회원이름 목록 (출처 : 네이처링)

예시) 

    생물사진제공 : 강홍구, 이꽃리, 김영진, 박경섭, 유준모 (출처 : 네이처링)

 (CC BY-NC-ND) 라이선스입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강홍구 at 네이처링

ⓒ강홍구 at 네이처링



2. 네이처링 서비스 이미지(스크린샷) 이용 시 출처 표시 방법

① 각 이미지의 출처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경우 -> 출처 : 네이처링 

② 여러 장의 이미지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표시할 경우

   -> 서비스 이미지(미션 생태지도/개요/통계 화면) 출처 : 네이처링

※ 위에서 안내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방법의 워딩과 띄어쓰기를 변경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 네이처링 서비스 화면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네이처링의 모든 아이콘(메뉴, 

관찰올리기, 미션만들기, 생물분류, 서식지분류, 보기 모드, 지도 위 아이콘 등)의 저작권은 

네이처링에 있으므로, 해당 아이콘들은 ‘출처 : 네이처링’을 표시한 네이처링 서비스 화면 

이미지를 변경 없이 사용할 때 이미지에 포함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불가 예시 : 네이처링의 아이콘 부분만 잘라내어 블로그, 자료집 등 온오프라인 컨텐츠에 

활용하는 것, 네이처링의 아이콘을 컬러 등 디자인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등) 

※ 위의 네이처링 서비스 이미지 외 추가적으로 미션 참여자 화면, 자연관찰 타임라인 화면 등 

다른 화면 이미지를 이용할 경우 ①과 ②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네이처링 서비스 이미지 이용 시 네이처링 로고를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됩니다.

공통 유의사항 

출처 : 네이처링

출처 : 네이처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