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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Marketing Release for Individuals  

 
I, the undersigned, provide this Marketing Release 

(“Release”) to Facebook, Inc., its agents, affiliated companies, 
and licensees (“Facebook”). Fo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receipt and sufficiency of which I hereby 
acknowledge, I agree as follows: 
 

1. Permissions. Facebook may film, record, and 
photograph me (the results of which are the “Recordings”). 
Facebook may also incorporate into any production(s) any 
separate content (e.g., quotes, testimonials, biographical 
information, profiles, photos, videos, sound recordings, 
artwork, etc.) I provide to Facebook or approve in writing 
(“Materials”). I grant to Facebook an irrevocable, perpetual, 
worldwide, royalty-free license to, in its sole discretion, (i) edit, 
translate, and modify the Recordings and the Materials, (ii) 
attribute the Recordings and Materials to me by my name, 
age, and city and state of residence, (iii) incorporate the 
Recordings and the Materials into content to promote 
Facebook, its programs, or products (“Content”), and 
(iv) publicly use, distribute, reproduce, create derivative works 
from, and perform/display the Content, and any excerpts 
thereof, in any language.  
 

2. No Compensation. I grant this permission without 
any financial or other obligation of any nature. 
 

3. Acknowledgements; Waiver; Reps and Warranties; 
Indemnification. I acknowledge that Facebook is not obligated 
to use the Recordings or Materials, and that it owns all 
copyright in the Recordings. I waive any right to approve any 
production(s), or to enjoin or impair Facebook’s use of the 
Recordings or Materials. I represent and warrant that (i) I have 
all necessary rights to grant these permissions, (ii) my 
Materials will not infringe any copyright, trade secret, 
trademark, or right of publicity/privacy, and (iii) any 
testimonials I provide reflect my honest opinions or 
experiences. I will indemnify and hold Facebook harmless from 
and against all third-party claims arising out of my breach of 
thes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Facebook 개인 마케팅 사용 허가 

 

본인(서명인)은 Facebook, Inc.와 그 대행사, 자회사 및 

피인가자(이하 “Facebook”)에게 본 마케팅 사용 허가(이하 

“사용 허가”)를 제공합니다. 그 수령과 충분성을 인정하는 

호의적이고 가치 있는 약인으로, 본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허가. Facebook은 본인을 촬영, 녹음, 사진 촬영할 

수 있습니다(그 결과물은 “기록물”). Facebook은 또한 

본인이 Facebook에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승인하는 별도의 

콘텐츠(예: 인용, 추천사, 인물 정보, 프로필, 사진, 동영상, 

음성 녹음, 도판 등)를 일체의 제작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자료”). 본인은 Facebook에게 그 재량으로 (1) 

기록물과 자료를 편집, 번역, 수정하고, (2) 본인의 이름, 

연령, 거주 주 및 도시에 의해 기록물과 자료가 본인의 

것임을 밝히며, (3) Facebook과 그 프로그램 또는 

제품(“콘텐츠”)을 홍보할 목적으로 기록물과 자료를 

콘텐츠에 포함시키고, (4) 콘텐츠와 그 발췌물을 어떤 

언어로든 공개적으로 사용, 유포, 복제하고, 2차 저작물을 

생산하며, 공연/전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전 세계적인 저작권료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2. 무보상. 본인은 성격을 불문한 어떠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의무 없이 본 허가를 부여합니다. 

 

3. 승인, 권리의 포기, 진술 및 보증, 면책. 본인은 

Facebook 이 기록물 또는 자료를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기록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이 Facebook 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제작을 승인하거나 Facebook 의 기록물 

또는 자료 사용을 금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본인은 (1) 이러한 허가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가 본인에게 있으며, (2) 본인의 자료가 

어떠한 저작권, 영업 비밀, 상표 또는 

퍼블리시티권/프라이버시권도 침해하지 않으며, 

(3) 제공하는 일체의 추천사는 본인의 정직한 의견 또는 

경험의 반영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이러한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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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mitation of Liability. EXCEPT FOR AN 
INDEMNIFICATION CLAIM, NEITHER PARTY WILL BE LIABLE 
FOR ANY CONSEQUENTIAL, INCIDENTAL, INDIRECT, SPECIAL, 
OR PUNITIVE DAMAGES, ARISING OUT OF OR RELATED TO THIS 
RELEASE, EVEN IF THE PARTY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AND NOTWITHSTANDING 
THE FAILURE OF ESSENTIAL PURPOSE OF ANY LIMITED 
REMEDY STATED HEREIN. 
 

5. Miscellaneous. This Release (i) is not subject to any 
guild or othe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i) will be 
binding upon and will inur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successors, and (iii) wi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California 
(excluding its conflict of laws rules).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arties consen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tate 
courts located in San Mateo County, California or federal 
courts located in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This 
Release constitutes the parties’ complete agreement on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ll prior 
understandings, agreements, and discussions. It may only be 
modified in writing signed by both parties. If any provision(s) 
of this Release is held unenforceable, this Release wi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without that provision and the parties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amend this Release to reflect the 
original intent of the parties. 

 

청구에 대해 Facebook 의 손해를 배상하고 Facebook 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4. 책임의 제한. 배상 청구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본 사용 허가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체의 결과적, 

부수적, 간접적, 특별 또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 배상의 

가능성을 통보받았고 여기 기술된 제한적 구제 수단의 

본질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 기타. 본 사용 허가는 (1) 조합 또는 기타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2) 당사자들과 그 

승계인들에게 구속력을 갖고 효력이 있으며, (3) 

캘리포니아 주 법률이 적용됩니다(캘리포니아 주의 법률 

충돌 규정 제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캘리포니아 주 샌 마테오 카운티(San Mateo County)에 

소재한 주 법원 또는 캘리포니아 북부(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소재한 연방 법원이 전속 관할 법원이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사용 허가는 본 주제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전의 모든 양해, 합의, 

논의를 대체합니다. 본 사용 허가는 쌍방이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용 허가의 조항 중 

집행이 불가능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사용 허가는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계속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원래 의도를 반영하여 본 사용 허가 

수정을 선의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Print Name:  Email or Phone: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Date: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plete the following if the above individual is under 
eighteen years of age, or otherwise not the age of majority:  
I represent that I am the parent or legal guardian* of the above 
minor individual, and I consent to him/her entering into this 
Release and agree to have him/her bound by its terms.  
*Caretakers, nannies, and similar persons are NOT legal 
guardians 
 

상기 개인이 만 18 세 미만이거나 기타 성년이 아닌 경우 

다음을 작성하십시오.  

본인은 상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며,* 

상기인의 본 사용 허가 체결에 합의하고 그 조건에 

상기인이 기속됨에 동의함을 진술합니다.  

*간호인, 유모 및 유사한 자는 법정 후견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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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 or Legal Guardian Signature:  Date: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ent or Legal Guardian Name:  Email: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