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권리 사용 가이드라인
대한축구협회는 축구국가대표팀 및 각급 축구대표팀의 경기와 관련하여 각종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보유한 아래에 명기된 사항(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을 포함
한 상업적 권리의 사용은 대한축구협회와 계약관계에 있는 상업권자(후원사,
공식공급업체)에 한하여 제공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업권자의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그 사용가부 및 사용범위, 내용에 대하여 대한축구
협회의 사전서면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대한축구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상업
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빈발하여 대한축구협회는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향후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 되지 않는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마케팅 규정
(홈페이지 내 게시)에 따릅니다.

1. 명칭 사용권
다음 각 호의 명칭, 별명, 약칭, 및 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 문구의 사용권은 대한축구협회가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1) 축구국가대표팀의 명칭
2) 대한축구협회의 명칭

3) 직•간접적으로 축구국가대표팀 및/또는 대한축구협회의 후원사, 협찬
사, 기타 공식 공급업체임을 연상시키는 명칭

2. 단체초상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표팀 전체 구성원 또는 일부 구성원과
동일시되거나 연상될 수 있는 초상, 사진, 그림, 역할, 물건, 경력, 경기행
위, 실연행위 등에 대한 일체의 단체초상권은 대한축구협회가 보유한다
1) 축구국가대표팀 유니폼, 훈련복을 포함한 대표팀 복장을 착용한 대표
팀
2) 대표팀 경기와 연습 및 협회 주최 공식 행사를 포함하여 대표팀 소
집기간 중의 대표팀

3. 퍼블리시티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표팀원 개개인과 동일시되거나 연상될 수
있는 성명, 선수번호, 이름, 별명, 약칭, 초상, 사진, 그림, 음성, 목소리, 역
할, 물건, 경력, 경기행위, 실연행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대한
축구협회가 보유한다.
1) 축구국가대표팀 유니폼, 훈련복을 포함한 대표팀 복장을 착용한 대표
팀원
2) 대표팀 경기와 연습 및 협회 주최 공식 행사를 포함하여 대표팀 소
집기간 중에 있는 대표팀원

4. 저작권 및 상표권
대한축구협회 엠블렘, 로고, 캐릭터, 축구국가대표팀 유니폼을 포함하여 본
항목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대한축구협회가 보유한다.

5. 대표팀의 경기와 성적
대한축구협회 소속의 각급 대표팀의 경기 및 성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권리(이벤트권 포함)는 대한축구협회가 보유한다.

6. 대표팀의 영상물의 사용
대한축구협회 소속의 각급 대표팀의 경기, 연습장면, 단체초상권, 퍼블리시
티권을 사용하는 영상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일체는 대한축구협회가
보유한다. 영상 촬영자가 상기 영상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복제,
전송, 편집, 배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서
면승인을 필요로 한다.

※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대한축구협회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할 시 민
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