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O 저작권 중개 요청서 
 

<에이전시 원> 전화: 0502-300-8484  팩스: 0502-300-8485  e-mail: han@agency-one.co.kr  

 

저 

작 

물 

도서명 및 저자명   

원서 발행사 (원서 초판 발행년도:                ) 

계약 

조건  

선불금(선인세)  인세율  

계약 기간   출간기한: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출간 

한국

어판

상황 

초판부수  예상소매가격  

출판예정일 200   년      월 

일러스트 사용 표지 사용 유무 
1.사용  (  ) 

2.사용안함 (  ) 
본문 일러스트 및 도판 1.사용(  ) 2.사용안함(  ) 

출 

판 

사 

출판사명  영문  

주소 (영문)  

담당 연락처 전화/팩스 번호  e-mail  

중개

조건 

* 단행본: 27만5천원 (부가세 포함) 

* 계약연장, 개정판 계약, co-edition 재쇄 등 : 11만원 (부가세 포함) 

* 시리즈 진행료:  2~4권 33만원, 5권 이상 55만원 (부가세 포함) 

* CD-Rom, 필름값 송금에 대한 은행수수료는 한국 출판사 별도 부담 

* 국민은행: 854-21-0223-206 (예금주: 한승원)  

 

             200     년    월    일 

 

l 상기의 저작권 중개 요청서에 관하여 한국의 출판사인 “갑”과 본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의 한국 대리인인 “을”은 다

음과 같이 합의한다.  

l  

제 1조 :  을은 저작 재산권사를 대신하여 상기 저작물의 한국 내의 이용을 허락하고, 갑은 을에게 저작권 중개 계약을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위임한다. 

제 2조 :  을은 계약 중개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징수하며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자와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1항 갑은 중개 요청과 동시에 해당 중개 수수료를 을에게 지불한다.  갑이 일방적으로 오퍼를 취소할 경우 기 지불된 중

개 수수료의 1/2을 반환 받는다.  

2항 갑은 약정된 선인세를 계약서 서명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갑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저

작권자와의 협의 하에 정해진 위약금(penalty)을 지불해야 한다.  

3항 저작권 이용 계약이 체결된 후 갑의 고의 및 과실로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중개 수수료 및 저작권자에게 송금된 

선인세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3조 :  저작권자 혹은 그의 대리인인 을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서면 혹은 구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계약서의 도

착 여부 및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 4조 :  저작권 사용료에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 5조 :  갑은 사용하는 저작물의 판매 현황에 대해서 계약 기간 동안 매년 1회에 걸쳐 을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불성

실하게 이행하여 초래되는 모든 불이익은 이용자인 갑이 감수한다.  

제 6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이나 소송은 저작권법에 의해 설치된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에 부의하거나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일심 장소로 한다.   

제 7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국제 조약, 또는 일반적인 관행에 의거한다.   

 

(갑) 저작물 이용자       (을) 저작권 위탁 관리업자  

상호 :                                               상호 : 에이전시 원  

주소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21가길 12 진성빌딩 502호 

대표 :   (인)       대표 : 한  승  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