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D - RELEASE AND ASSIGNMENT

To: GEORGIA CENTRAL UNIVERSITY
Georgia Central University (herein called GCU) and/or its authorized employees, representatives or
agents may perform audio/video recordings and take photographs of me from my registration and
enrollment until my graduation or the termination of my student status at GCU. With respect to all
such images and recordings, and reproductions of same in any medium, including the World Wide
Web for valuable consideration, I hereby irrevocably:
(a) Consent to and authorize their use by GCU, or anyone authorized by GCU, for reproduction,
distribution, sales and exhibition and in any mediu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sale publication,
display and exhibition thereof for educational purposes, promotion, advertising, and trade without any
compensation or notice to me.
(b) Consent to the use of my name, and
(c) Grant and assign to GCU the right to secure copyright reproductions of same in any medium
(d) Release, discharge and acquit GCU from any claims, demands or causes of actions that I
hereinafter have against GCU by reason of anything contained in such images, recordings and
reproductions thereof or in the advertising or publicizing thereof.
This release shall apply to GCU, as well as GCU's subsidiaries, affiliates, successors and
representatives.

Date:
Name in Full:
Signature:

FORM D 초상권 양도서 (Korean Translation)

조지아 센추럴 대학교 관계자 귀하
조지아 센추럴 대학교 (GCU)및/또는 대학으로부터 인허 받은 직원 및 관계자들은 본인이 GCU 의 학생으로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졸업일 또는 대학 학생신분의 말소 시까지 본인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이나 음성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상기 명명된 저작물에 대해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 이를
재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가) 조지아 센추럴 대학교와 대학 직원 및 관계자들이 상기 저작물을 교육이나 광고의 목적으로 어떤
형태도른 복제, 배포, 판매, 전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 이름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다) 조지아 센추럴 대학교에 본인 사진의 저작권을 양도합니다.
라) 본인의 사진, 동영상, 음성녹음의 복제에 대한 청구, 요구, 소송의 모든 권리를 이양, 포기합니다.

이 양도는 조지아 센추럴 대학교와 조지아 센추럴 대학의 관련기관, 관계기관 및 후진들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Date:
Name in Full:
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