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 양도 계약서 

 

서명한 개인은 스틸 이미지 및 무빙 이미지, 영화, 사진, 오디오 등을 포함한 매체에 그들 또는 그들의 미성년자가 찍힌 것을 

이해한다.  

 

이와 명시된 조건에 따라 모델로서, 본인은 프로듀서, 프로듀서의 상속인, 법정 대리인 및 양수인, 프로듀서의 권위와 허가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비디오, 사진, 스틸 이미지 및 무빙 이미지들을 모

든 포맷으로 제작할 것을 허가합니다. 이는 그래픽 묘사를 통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 후 모든 형식의 미디어에서 사용되게 

하는 것에 대해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에 모델은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a) 사용, 재사용, 분배, 인물사진의 재분배, 사진, 비디오, 그들의 레코딩, 및 일부 및 부분의 문자 포함 대해서 저작권 및 사

용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며, 합성 및 형상의 변형, 왜곡된 이름, 색깔의 재생성, 이 외에 현재 및 미래에 존재하게 

되는 미디어 그리고 일러스트, 예술, 홍보, 광고, 무역 또는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 제한 없이 권리를 부여합니다.  

 

b) 광고 복사본 또는 인쇄물 등 이의 사용을 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승인 절차, 상품들, 및 완성된 상품에 대해 검사 또는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c) 어떠한 간행물로 인한 블러링, 왜곡, 변경, 시각적 착시, 또는 사진으로부터 전해지는 복합 형태 및 사진의 촬영이나 후속 

처리에서 발생되는 프로세싱, 발매로 인해 생기는 명예훼손에 대한 클레임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략 등의 요구로부터 

본인은 프로듀서, 그/그녀의 상속인, 법정 대리인 및 양수인, Ninu 미디어 주식회사, 등 생산자의 권위와 권한이 있는 역

할을 하는 사람들을 석방하고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 본인은 18세 이상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모델의 법적 보호자 인 것을 승인합니다. 그

들은 계약의 실행 전, 양도와 계약을 읽고, 완전히 그 내용을 이해한다. 이 계약은 그들과 그들의 상속인, 법정 대리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정의: 모델은 촬영 또는 녹화 촬영 된 사람을 의미하고, 그들의 외관, 형상, 및 음성을 포함합니다. 프로듀서는 사진 작가, 일

러스트레이터, 영화 감독 및 촬영 감독,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사진 촬영 및 모델을 촬영/녹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

디어는 디지털, 전자, 인쇄, 텔레비전, 인터넷, 영화, 라디오 및 기타 미디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현재 알려진 모든 미디어 그

리고 미래에 발명하게 되는 모든 미디어를 의미합니다. 컨텐츠는 모든 사진, 필름, 오디오 및 다른 기록들, 스틸 및 무빙 이미

지 등 모델을 포함한 매체들입니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적 대리인 (모델이 18세 이하인 경우)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적 대리인 (모델이 18세 이하인 경우)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프로듀서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프로듀서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