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동의서 (자산 콘텐츠 사용허가서)
자산에 대한 소유주 또는 권한 대표자로서, 본 사용허가서에 서

자산 사진을 이곳에 부착해 주십시오.
예: 폴라로이드, 운전면허증, 인쇄물, 복사물 등

명함으로써 나는 사진사/영상촬영자(촬영회사) 및 수탁인에게 어떤
목적(외설적이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외, 비방 및 음란물
제외, 성형외과와 제3금융권 사용불가)으로도 특히, 제품이나 서비
스에 대한 광고, 홍보, 마케팅 및 패키지를 포함하여 모든 미디어
에 자산을 묘사하는 콘텐츠를 창작 및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
용합니다.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 문자, 그래픽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자르기, 변경 또는 수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합
니다.
나는 콘텐츠 관련 모든 권리는 사진사/영화사 및 수탁인에게 속
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나는 본 사용허가서에서 부여하는 권
리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추가 보수 또는

사진촬영자(촬영회사) 정보
성명(정확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금전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않으며, 어떤 사유로든 사
진/영상 촬영자(촬영회사) 및 수탁인에게 어떠한 보상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본 사용허가서는 해당 사

서명일(년/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항이 있을 경우 법정 상속인, 수탁인 또는 자산에 대한 이해관계
를 청구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본 사용허가서는 취소 불능이고, 전세계적이고, 영구적
이며, 한국의 법규(분쟁법규 제외)를 따른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내 개인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지만 필요할 경우
(보상청구 변호, 권리 보호, 사업 파트너 통지 등) 관련 콘텐츠 라

촬영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촬영국가및지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촬영설명/참조(해당사항이있을경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센스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진사/영상
제작사의 하위 라이센스 피인가자/양도인과 공유하거나, 정보를 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하고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법률이 다
른 국가에 보내는 경우를 포함하여 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
한 기간만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나는 최소 18세

자산정보

가 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보증합니다, 이 사용허가서를 작성

(부동산이든 지적 재산권이든, 주소, 등록 세부정보/기타 설명을 포

하고, 자산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산의 이

함하여 본 사용허가서가 보장하는 자산을 설명하십시오)

해관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갖습니다.

설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용어정의
“수탁인”이란 사진사/영화사가 임의의 사람 또는 회사의 라이센스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우편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인가자 외에도 본 사용허가서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라
이센스를 부여한 사람이나 회사를 의미합니다. “보수”란 본 사용허
가서에서 내가 부여하는 권리에 대한 교환으로서 받은 금액 또는
다른 유형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자산의 소유주와 사진 촬영자(촬
영회사) 및 수탁인의 합의에 따라 보수없이 자유로운 이용허락을
한 경우, 여기서의 보수는 곧 무보수 및 자유로운 이용허락을 의
미합니다.) “콘텐츠”란 촬영의 일부로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이든 자
산을 찍은 모든 사진, 영화 또는 기타 기록물을 의미합니다. “미디

자산 소유권자 정보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개인소유주 □ 법인소유주 □
법인 소유주의 권한 대표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 또는 직원 이름(정확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인 이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란 디지털, 전자, 인쇄, 텔레비전, 영화 및 기타 알려져 있거나
앞으로 발명될 수 있는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매체를 의미합니다.
“사진사/영상촬영자”란 사진사, 일러스트레이터, 영화사 또는 영화
촬영기사나 기타 자산을 촬영하거나 기록하는 임의의 사람이나 주
체를 의미합니다. “자산”은 촬영 피사체인 장소 및/또는 자산(부동

직함/위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일(년/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산 또는 지적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촬영”이란 본 사용허가서에서
명시하는 사진 또는 영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