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GRAPHIC RELEASE  

사진 기권 

 

 
I hereby grant the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ermission to use my likeness in a photograph 
in any and all of its publications, including website entries, without payment or any other consideration. 

본인은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게 아무 및 모든 출판물에 (웹 사이트의 항목 포함) 내 형상을 사용 권한을 

지불이나 다른 고려 사항을 하지 않고 부여함니다. 

 
I understand and agree that these materials will become the property of the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will not be returned.  I hereby irrevocably authorize the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o edit, alter, copy, exhibit, publish or distribute this photo for purposes of publicizing the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s programs or for any other lawful purpose. In addition, I waive the 
right to inspect or approve the finished product, including written or electronic copy, wherein my 
likeness appears. Additionally, I waive any right to royalties or other compensation arising or related to 
the use of the photograph. 

나는 이 자료들이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자산이 되며 반환하지 않게됨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사진을 편집, 복사, 전시, 배포, 공게, 신학교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목적, 또는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게 되돌릴수 없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내 형상이 나타난 완성된 (서면 또는 전자 사본) 제품을 

검사 할 수있는 권리를 포기 합니다.  또한, 나의 사진의 사용과 관련된 사용료, 또는 다른 발생하는 배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 

합니다. 

 
I hereby hold harmless and release and forever discharge the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rom 
all claims, demands, and causes of action which I, my heirs, representatives, executors, administrators, or 
any other persons acting on my behalf or on behalf of my estate have or may have by reason of this 
authorization. 

나는 이 승인의 원인에 의해 나와, 나의 상속자, 대표자, 집행 인, 관리자, 나와 또는 나의 재산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타인이 

이있을 수 있는 모든 청구, 요구, 행동의 원인를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게 무해한 보유하며 해제와 영원히 

배출 합니다. 

 
I am at least 21 years of age and am competent to contract in my own name. I have read this release 
before signing below and I fully understand the contents, meaning, and impact of this release. 

나는 최소 21세 이상의 성인이고 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 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아래에 서명하기 전에 이 기권를 

읽고, 여기 있는 내용, 의미, 그리고 영향을 완전히 이해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서명)                      (Printed Name 성함)      (Date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