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양도 계약서 

 

소유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사진 작가/ 영화 제작자에게 소유자의 특정한 재산을 어느 미디어를 사

용한 사진 촬영, 필름 촬영 또는 기록을 허가하며, 더 나아가 결과물인 (“작품”)을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

니다. 조건에 명시된 본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진 작가/ 영화 제작자에게 부여 된 모든 권한은 그 또는 그녀의 후계자, 법정 대리인, Ninu, Inc.의 인가

를 받은 사람 및 양수인에게 연장 될 수 있으며, 소유자에 의한 추가적인 청구 없이는 영구적으로 변경 

불가능 하다.  

2. 작품에 대한 어떠한 편집, 수정, 왜곡, 작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사용, 또 다른 이미지, 그래픽, 텍스트 및 

사운드와 함께 사용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떤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게 부여한다. 

3. 이곳에 부여 된 권한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임으로써 작품의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소유자로 인한 추가적

인 검사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작품의 사용의 장소, 수량, 또는 주파수,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매체든지 사용이 국한되지 않으며, 예측 

또는 예측하지 못한 여부와 상관없이 법의 위반을 제외한 모든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작품은 속성의 이름이나 적용된 설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6. 사진 작가/ 영화 제작자는 그 또는 그녀의 후임자, 법정 대리인 및 양수인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작품에 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7. 소유자는 허가 계약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법적 연령 조건을 가지고, 소유자임을 인정함과 함께 이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권리에 결정권을 가진다. 

8. 위의 전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로써 소유자는 무해한 사진 작가/ 영화 제작자 그리고 그/그녀의 후계

자, 법정 대리인, Ninu, Inc.의 인가를 받은 사람 및 법정 대리인에게, 손해 배상,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 보호권 침해 이외 작품의 사용과 관련해서 생긴 모든 청구를 양도한다. 

9. 이의 소유자는 그 또는 그녀의 후임자, 법정 대리인 및 양수인들에게 문서에 포함된 규정에 관해 구속력

을 줄 수 있음에 동의한다.  

10. 본 계약은 워싱턴주의 법률에 따라 판정, 해석, 규율 되고, 본 계약의 조항은 올바른 법원에 의해서 무효

로 판단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나머지 조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날짜:  __________________ 

 

소유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    소유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또는; 

 

소유자에 의해서 서명되지 않을 시, 소유자/ 회사를 대신한 직원 또는 대리인의 서명: 

이로써 본인은 소유자/ 회사를 대신한 직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실행하고 서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

음을 보장합니다.  

날짜:  __________________                 

 

공인된 대리인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 공인된 대리인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