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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미디어 가이드라인 

2022년 제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 

IOC에서는 2022년 제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하 올림픽) 참가 선수 및 기타 참가 승인자가 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친구, 가족 및 팬들과의 경험을 공유하고 올림픽에 

참석했던 기억을 남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선수 및 참가 승인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허용:  
 

 불가:  
 

 비전문가용 장비를 사용한 올림픽 경기의 사진 촬영 

 위에 언급된 사진을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개인 웹 

사이트에 공유하는 행위 

 비전문가용 장비 사용한 올림픽 경기의 오디오/비디오 

녹음/녹화 

 위에 언급된 기록물을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개인 웹 

사이트에 공유하는 행위. 여기에는 관중석 및 선수촌(제한 

구역 제외)에서의 기록물이 포함됩니다.  

 단, 경기장, 선수 대기실 또는 제한 구역에서의 기록물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지역에서의 오디오/비디오 기록물을 공유하는 행위 

o "경기장"은 스포츠 경기 또는 행사에 사용되는 구역(개회식 및 폐회식장, 훈련 및 연습 구역 포함)을 

의미합니다. 

o "대기실"은 일반적으로 올림픽 경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비공개 승인 구역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선수 및 코치 전용 구역이 포함됩니다.  

o "제한 구역"은 종합 진료소, 코로나19 환자 진료소, 도핑 관리실, 피트니스 센터, 식당, 물품 수거 센터 및 

기타 올림픽 팀의 상주 구역을 의미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촬영된 사진 및/또는 오디오/비디오 기록물을 상업적 또는 홍보 목적으로 공유하는 행위(예: 

공식 방송사 및 후원사와 관련하여 IOC의 "참가자를 위한 상업적 기회" 문서에 명시된 내용 제외) 

 올림픽 경기에서 촬영한 사진 및/또는 오디오/비디오 기록물을 개인적인 후원사 또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감사" 메시지로 공유하는 행위 

https://olympics.com/athlete365/app/uploads/2021/04/Beijing-2022-Commercial-Opportunities-for-Athletes-Illustrative-Guidelines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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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 및 안전하고 원활한 올림픽 운영을 위한 방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경기의 사진 및/또는 오디오/비디오 기록물을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타인의 웹 사이트에서 공유하는 

행위 

 모든 언론 단체를 대표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올림픽 참가 도중 기자, 리포터 또는 기타 모든 언론 관련인으로 

활동하는 행위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국가별 올림픽 위원회의 인가 조건 또는 추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는 요청받은 즉시 본인 계정이나 웹 사이트에서 올림픽 

경기 촬영 사진 및/또는 오디오/비디오 기록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IOC 또는 해당 국가 올림픽 위원회(가능한 경우)에서 추가적인 조치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결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