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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ZIP 저작권

Info-ZIP 저작권

본 문서의 정보는 Info-ZIP 저작권 및 라이센스의 2002년 2월 16일자 정보입니다. 본 문서의 최종 확정판은 
ftp://ftp.info-zip.org/pub/infozip/license.html 에 있습니다. 

Copyright (c) 1990-2002 Info-ZIP. All rights reserved. 

라이센스와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용된 Info-zip은 특정 법인(회사)이나 상표가 아닌 아래에 나열된 각 개인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Mark Adler, John Bush, Karl Davis, Harald Denker, Jean-Michel Dubois, Jean-loup Gailly, Hunter Goatley, 
Ian Gorman, Chris Herborth, Dirk Haase, Greg Hartwig, Robert Heath, Jonathan Hudson, Paul Kienitz, 
David Kirschbaum, Johnny Lee, Onno van der Linden, Igor Mandrichenko, Steve P. Miller, Sergio Monesi, 
Keith Owens, George Petrov, Greg Roelofs, Kai Uwe Rommel, Steve Salisbury, Dave Smith, Christian Spieler, 
Antoine Verheijen, Paul von Behren, Rich Wales, Mike White 

본 소프트웨어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Info-ZIP 또는 관
련 기고자들은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직접, 간접, 특별, 부수적 또는 파생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다음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 가능
하고,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재배포할 경우, 위의 저작권 공지, 정의, 부인 고지 사항 및 본 제한 조건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이너리 형식(컴파일된 실행 파일)으로 재배포할 경우, 위의 저작권 공지, 정의, 부인 고지 사항 및 배포 시 제
공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자료의 제한 조건도 함께 배포해야 합니다. 자체 추출 보관 파일의 일부로 표준 
UnZipSFX 바이너리 파일을 재배포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바이너리 파일에서 일반 
UnZipSFX 배너를 제거하거나 해제하지만 않으면 본 저작권 공지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운영 체제용으로 변환하거나, 기존 버전에 대해 새로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거나, 동적, 공유, 정적 
라이브러리 버전으로 변환할 경우(또는 이에 제한되지 않음) 해당 내용이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며 원본 소스인 
것처럼 오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Info-ZIP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수정된 버전에 "Info-ZIP"(또는 여러 가지
로 변형된 대/소문자 표기를 포함하여 이에 제한되지 않음), "Pocket UnZip," "WiZ" 또는 "MacZip"이라는 이름
을 부착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수정된 버전이 Info-ZIP 릴리즈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
된 버전에 Zip-Bug 또는 Info-ZIP의 e-메일 주소나 Info-ZIP URL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스 및 바이너리 릴리즈에 대한 "Info-ZIP," "Zip," "UnZip," "UnZipSFX," "WiZ," "Pocket UnZip," "Pocket Zip" 
및 "MacZip" 이름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Info-Zip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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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t 저작권

Expat 저작권
Copyright (c) 1998, 1999, 2000 Thai Open Source Software Center Ltd

본 Expat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설명서 파일("소프트웨어")을 구입하는 모든 사용자는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
으며,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사, 수정, 통합, 게시, 배포, 후속 사용 권한 지정 또는 판매 권한이 제한되지 않으
며, 본 소프트웨어를 제공 받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관련 및 비침해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
떤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원저작자나 저작권 소유자는 적법 또는 불법 여부를 막론하
고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기타 취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소송, 손해 또는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EMC는 CX 시리즈 FLARE 버전 02.05.x.xx.x.xxx 이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의 라이센스에 따라 EMC 수정 Expat 소스를 이 Expat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pat 소스
는 http://www.korea.emc.com/ClariionOpenSource/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RSA Data Security에서 라이센스를 부여한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Apache 저작권 및 라이센스

Apache Software License, 버전 1.1

Copyright © 1999-2000 The Apache Software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소스 및 바이너리 파일을 재배포 및 사용할 수 있으나(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소스 코드를 재배포할 경우, 위의 저작권 공지, 본 제한 목록 및 아래 부인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바이너리 파일로 재배포할 경우, 배포 시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및/또는 기타 자료에 위의 저작권 공지, 본 제
한 조건 및 아래 부인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재배포 시 제공되는 일반 사용자 설명서(제공되는 경우)에 다음의 인정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제품에는 Apache Software Foundation (http://www.apache.org/)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또는 이러한 인정 조항을 소프트웨어 자체에 표시하거나 해당 타사 인정 조항을 일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4.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의 홍보 목적으로 "Xerces" 및 "Apache Software 
Foundation"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면 허가에 대해서는 apache@apache.org에 문의하십시오.

5.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의 이름을 "Apache"
라고 하거나 이름에 "Apache"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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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t 저작권

본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관련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APACHE SOFTWARE FOUNDATION 또는 관련 기고자들은 적법 또
는 불법(의무 소홀 포함) 여부를 막론하고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직접, 간접, 특별, 
전형적, 파생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 사용 불가능, 데이터 또는 수익 손실 또는 업무 
중단 포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본사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software copyright (c) 1999,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Inc.(http://www.ibm.com)의 
원본 소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Apache Software Foundation을 대신하는 여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제
공한 voVirtual Disktary로 구성됩니다. Apache Software Founda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apache.org/>를 참조하십시오.

Cryptix 저작권 및 라이센스

Copyright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The Cryptix Foundation 

제한적으로 지원 -  All rights reserved.

소스 및 바이너리 파일을 재배포 및 사용할 수 있으나(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소스 코드를 재배포할 경우 저작권 공지, 본 제한 조건 및 아래 부인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바이너리 파일로 재배포할 경우, 배포 시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및/또는 기타 자료에 위의 저작권 공지, 본 제
한 조건 및 아래 부인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CRYPTIX FOUNDATION LIMITED 또는 관련 기고자들에 의해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
합성 관련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CRYPTIX FOUNDATION LIMITED 또는 관련 기고자들은 적법 또는 불법(의무 소홀 포함) 여부를 막론하고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직접, 간접, 특별, 전형적, 파생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대체 상
품 또는 서비스 조달, 사용 불가능, 데이터 또는 수익 손실 또는 업무 중단 포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본사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OpenSSL 저작권 및 라이센스

OpenSSL 툴킷에는 이중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즉, OpenSSL 라이센스의 계약 조건과 원래 SSLeay 계약 조건
이 툴킷에 모두 적용됨을 뜻합니다. 실제 라이센스 조항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두 라이센스는 모두 BSD 스타
일 Open Source 라이센스입니다. 해당 라이센스가 OpenSSL과 관련하여 발급된 경우 
openssl-cora@openssl.org 로 문의하십시오.

Copyright (c) 1998-2001 The OpenSSL Project. All rights reserved. 소스 및 바이너리 파일을 재배포 및 사용할 
수 있으나(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소스 코드를 재배포할 경우, 위의 저작권 공지, 본 제한 목록 및 아래 부인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바이너리 파일로 재배포할 경우, 배포 시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및/또는 기타 자료에 위의 저작권 공지, 본 제
한 조건 및 아래 부인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3.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사용에 대해 언급된 모든 광고 자료에는 다음 인정 조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OpenSSL 툴킷에 사용하도록 OpenSSL Project(http://www.openssl.org/)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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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t 저작권

4.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의 홍보 목적으로 "OpenSSL Toolkit" 및 "OpenSSL 
Project"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면 허가에 대해서는 openssl-core@openssl.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5. OpenSSL Project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의 이름을 "OpenSSL"이라고 하거
나 이름에 "OpenSSL"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모든 형태의 재배치에는 다음 인정 조항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OpenSSL 툴킷에 사용하도록 
OpenSSL Project(http://www.openssl.org/)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OpenSSL PROJECT에 의해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관련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
거나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OpenSSL PROJECT 또는 관련 기고자들은 
적법 또는 불법(의무 소홀 포함) 여부를 막론하고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직접, 간
접, 특별, 전형적, 파생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 사용 불가능, 데이터 또는 수익 손실 
또는 업무 중단 포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본사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
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제품에는 Eric Young(eay@cryptsoft.com)이 작성한 암호화 소프트웨어와 Tim Hudson(tjh@cryptsoft.com)
이 작성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Original SSLeay 라이센스

Copyright © 1995-1998 Eric Young (eay@cryptsoft.com)

All rights reserved.

이 패키지는 Eric Young(eay@cryptsoft.com)이 작성한 SSL 구현 프로그램이며 Netscape의 SSL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조건이 준수되는 한, 이 라이브러리를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은 SSL 코드와 RC4, RSA, lhash, DES 코드 등 이번 배포에 포함된 모든 코드에 적용됩니다. 이번 배포
와 함께 제공되는 SSL 설명서는 소유자가 Tim Hudson(tjh@cryptsoft.com)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저작권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Eric Young이 저작권을 보유하며 코드의 모든 저작권 공지도 제거하면 안됩니다. 이 패키지가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Eric Young이 사용된 라이브러리 일부의 저자로서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패키지와 함께 제
공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나 설명서에 문자 메시지 형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소스 및 바이너리 파일을 재배포 및 사용할 수 있으나(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소스 코드를 재배포할 경우 저작권 공지, 본 제한 조건 및 아래 부인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바이너리 파일로 재배포할 경우, 배포 시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및/또는 기타 자료에 위의 저작권 공지, 본 제
한 조건 및 아래 부인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3.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사용에 대해 언급된 모든 광고 자료에는 다음 인정 조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제품에는 Eric Young(eay@cryptsoft.com)이 작성한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일
상적으로 사용되는 작업이 암호화와 관계없는 경우 '암호화'라는 단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애플리케이션 모드)에서 파생된 Windows 특정 코드(또는 관련 파생 코드)를 포함시
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인정 조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Tim Hudson(tjh@cryptsoft.com)이 작성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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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t 저작권

본 소프트웨어는 ERIC YOUNG에 의해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관련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원저작자 또는 관련 기고자들은 적법 또는 불법
(의무 소홀 포함) 여부를 막론하고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직접, 간접, 특별, 전형적, 파
생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 사용 불가능, 데이터 또는 수익 손실 또는 업무 중단 포함)
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본사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 코드의 시판용 버전이나 파생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와 배포 조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코드는 복사
할 수 없으며 GNU Public License를 포함한 다른 어떤 배포 라이센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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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sphere Express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Navisphere Express는 다음과 같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 Bgd.dll: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은 copyright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by 
Boutell.Com, Inc.에 기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d-license.txt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Libjpeg 라이브러리: 

JPEG와 관련된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은 copyright 2000, 2001, 2002, Doug Becker 및 
copyright (C)1991-2002, Thomas G. Lane에 기반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Independent JPEG 
Group의 작업에 부분적으로 기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ADME-JPEG.TXT 및 
libjpeg-license.txt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Libpng 라이브러리:

PNG와 관련된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은 copyright 1999, 2000, 2001, 2002 Greg Roelofs에 기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bpng-license.txt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Zlib 라이브러리:

zlib와 관련된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은 copyright (C) 1995-2003 Jean-loup Gailly & Mark 
Adler에 기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zlib-license.txt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Freetype 2 글꼴 엔진: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은 copyright © 1996-2002 The FreeType Project(www.freetype.org)에 
기반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FreeType 2 글꼴 엔진은 FreeType 라이센스에 따라 제공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libfreetype-license.txt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오픈 소스 라이센스 파일의 복사본입니다.

gd-license.txt -- Bgd.dll:

일부가 copyright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by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에 기반합니다.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Grant P41-RR02188로 제공됩니다.

일부가 copyright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by Boutell.Com, Inc.에 기반합니다.

GD2 형식과 관련된 일부가 copyright 1999, 2000, 2001, 2002 Philip Warner에 기반합니다.

PNG와 관련된 일부가 copyright 1999, 2000, 2001, 2002 Greg Roelofs에 기반합니다.

gdttf.c와 관련된 일부가 copyright 1999, 2000, 2001, 2002 John Ellson <ellson@graphviz.org>에 기반합니다.

gdft.c와 관련된 일부가 copyright 2001, 2002 John Ellson <ellson@graphviz.org>에 기반합니다.

JPEG 및 색 양자화와 관련된 일부가 copyright 2000, 2001, 2002, Doug Becker 및 copyright (C)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Thomas G. Lane에 기반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Independent JPEG Group
의 작업에 부분적으로 기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bjpeg-license.txt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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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freetype-license.txt, libpng-license.txt, zlib-license.txt 및 libjpeg-license.txt도 참조하십시오. 이 모두는 상업
적 및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라이센스이며 경우에 따라 최소한의 문서화 요구 사항이 존재
합니다.

WBMP와 관련된 일부가 copyright 2000, 2001, 2002, 2003 Maurice Szmurlo & Johan Van den Brande에 기반합
니다.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지원 설명서에 이 공지 사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업적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gd를 복사, 배포 및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것은 파생 작업 자체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저작권의 목적은 gd의 생산적인 사용을 방
해하지 않으면서 gd 제작자에게 적절한 명예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파생 작업"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제작진 정보가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문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저작권 보유자는 본 코드 및 함께 제공되는 문서와 관련하여 상품
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을 비롯한(이에 제한되지 않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이 버전의 gd에 해당 코드가 나타나진 않지만 제작자는 David Koblas, David Rowley 및 Hutchison Avenue 
Software Corporation의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libjpeg-license.txt -- Libjpeg 라이브러리:

법적 문제

일반 글꼴:

◆ 제작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작동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버그를 발견한 경우 알려 주십시오!)

◆ 본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본 소프트웨어를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
우 문서 안 어느 부분에든 IJG 코드를 사용했다는 공지를 해야 합니다.

법률 문체:

제작자는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그 품질, 정밀도,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보증이나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귀하와 귀하의 프로
그램 사용자가 품질과 정밀도에 대한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copyright (C) 1991-1998, Thomas G. Lane에 기반합니다.

아래 지정된 내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보유합니다(All Rights Reserved).

다음 조건을 전제로 사용료 없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본 소프트웨어(또는 그 일부)를 사용, 복사,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일부를 배포할 경우 본 저작권 및 보증 부인 공지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이 추
가 정보 파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에 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은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실행 가능한 코드만 배포하는 경우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서 "본 소프트웨어는 Independent JPEG Group의 
작업에 부분적으로 기반합니다."라는 문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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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은 사용자가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제작자는 모든 종류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조건은 수정되지 않은 라이브러리뿐 아니라 IJG 코드에서 파생되거나 해당 코드에 기반한 모든 소프트웨어
에 적용됩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제작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IJG 제작자의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본 소프트웨어나 파생된 제품과 관련된 광고나 선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
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Independent JPEG Group의 소프트웨어"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보증과 책임이 제품 공급업체에 부과됨을 전제로, 상업적 제품에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특별히 
허용되고 권장됩니다. 본 배포본에는 CA, Menlo Park의 Aladdin Enterprises에 근무하며 유일한 저작권 보유
자이기도 한 L. Peter Deutsch의 허가로 ansi2knr.c가 포함되었습니다. ansi2knr.c에는 위 저작권과 조건이 적용
되지 않는 대신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일반적인 배포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배포 규정은 기본적으로 재
배포할 경우 소스 코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nsi2knr.c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하지만 
IJG 코드에서 생성한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도 ansi2knr.c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전술한 조항 이상의 제한은 적
용되지 않습니다.

Unix 구성 스크립트 "configure"는 GNU Autoconf로 제작되었습니다. GNU Autoconf는 Free Software 
Foundation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무료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스크립트(config.guess, config.sub, 
ltconfig, ltmain.sh)에도 동일한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또 다른 지원 스크립트인 install-sh는 M.I.T.에게 저작권
이 있지만 역시 무료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JPEG 사양의 산술적 코딩 옵션은 IBM, AT&T 및 Mitsubishi가 소유하는 특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나 이상
의 라이센스를 얻지 않고는 법적으로 산술 코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료 JPEG 소프트웨
어에서는 산술 코딩에 대한 지원이 제거되었습니다.

(산술 코딩은 특허가 없는 Huffman 모드보다 매우 약간의 이점만 제공하므로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구현이 많
지 않습니다.)

이제껏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머지 코드에는 어떠한 특허 제한도 없습니다.

이전의 IJG 배포본에는 GIF 파일을 읽고 쓰는 코드가 포함되었습니다.

Unisys LZW 특허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GIF 읽기 지원이 제거되었으며 GIF 작성기는 "비압축 GIF"를 생성
하도록 단순화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LZW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결과로 생성된 GIF 파일이 일반적인 
파일보다 크지만 모든 표준 GIF 디코더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Graphics Interchange Format(c)은 CompuServe Incorporated.에 저작권이 있는 자산이며 GIF(sm)는 
CompuServe Incorporated의 서비스 상표 자산입니다."

libpng-license.txt -- Libpng 라이브러리:

본 libpng 공지 사항 사본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본 사본과 libpng 배포본에 포함된 png.h 파일의 
공지 사항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저작권 공지 사항, 부인 고지 사항 및 라이센스:

libpng를 수정한 경우 이 문장 바로 다음에 추가 고지 사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버전 1.0.7부터 2002년 10월 3일 버전 1.2.5까지 libpng는 Copyright (c) 2000-2002 Glenn 
Randers-Pehrson에 기반하며 기여 제작자 목록에 다음 개인을 추가하여 libpng-1.0.6과 동일한 부인 고지 사항 
및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됩니다.

Simon-Pierre Cadi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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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S. Raymond

Gilles Vollant

또한 부인 고지 사항에 다음 조항이 추가됩니다.

라이브러리 사용 방해 또는 침해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제작자의 노력 또는 라이브러리가 사용자의 특정 목
적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본 라이브러리는 모든 결함, 그리고 만족스러운 품
질, 성능, 정밀도 및 노력과 관련한 모든 위험을 사용자가 감수해야 함을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1998년 1월의 버전 0.97부터 2000년 3월 20일 버전 1.0.6까지 libpng는 Copyright (c) 1998, 1999 Glenn 
Randers-Pehrson에 기반하며 기여 제작자 목록에 다음 개인을 추가하여 libpng-0.96과 동일한 부인 고지 사항 
및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됩니다.

Tom Lane

Glenn Randers-Pehrson

Willem van Schaik

1996년 6월의 libpng 버전 0.89부터 1997년 5월의 버전 0.96은 Copyright (c) 1996, 1997 Andreas Dilger에 기반
합니다.

기여 제작자 목록에 다음 개인을 추가하여 libpng-0.88과 동일한 부인 고지 사항 및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됩니다.

John Bowler

Kevin Bracey

Sam Bushell

Magnus Holmgren

Greg Roelofs

Tom Tanner

1995년 5월의 libpng 버전 0.5부터 1996년 1월의 버전 0.88은 Copyright (c) 1995, 1996 Guy Eric Schalnat, Group 
42, Inc.에 기반합니다.

라이센스와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용된 "기여 제작자"는 아래에 나열된 각 개인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Andreas Dilger

Dave Martindale

Guy Eric Schalnat

Paul Schmidt

Tim Wegner

PNG 참조 라이브러리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기여 제작자와 Group 42, Inc.는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비롯한(이에 제한되지 않음) 모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을 부인합니다. 기여 제작자와 Group 
42, Inc.는 PNG 참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직접, 간접, 부수적, 특별, 전형적 또는 파생적 손해에 대
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조건을 전제로 사용료 없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본 소스 코드(또는 그 일부)를 사용, 복사,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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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스 코드의 원본이 오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 수정된 버전에는 해당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원본 소스로 오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 소스나 변경된 소스 배포본에서 본 저작권 고지 사항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여 제작자 및 Group 42, Inc.는 PNG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구성 요소로 상업용 제품에 본 소스 코드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허가하며 사용을 권장합니다. 제품에 본 소스 코드를 사용할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 상자 등에서 "png_get_copyright" 함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intf("%s",png_get_copyright(NULL));

또한 "pngbar.png", "pngbar.jpg"(88x31) 및 "pngnow.png"(98x31) 파일로 PNG 로고(PNG 형식)가 제공됩니다.

Libpng는 OSI Certified Open Source 소프트웨어입니다. OSI Certified Open Source는 Open Source Initiative
의 인증 표시입니다.

Glenn Randers-Pehrson <randeg@alum.rpi.edu> 2002년 10월 3일

zlib-license.txt -- Zlib 라이브러리:

저작권 고지 사항: (C) 1995-2003 Jean-loup Gailly and Mark Adler

본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작자
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다음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 가능
하고,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 본 소프트웨어의 원본이 오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소프트웨어를 작성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에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문서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면 좋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 수정된 소스 버전에는 해당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원본 소프트웨어로 오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 소스 배포본에서 이 공지 사항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Jean-loup Gailly <jloup@gzip.org>

Mark Adler <madler@alumni.caltech.edu>

제품에서 zlib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서명이 필요한 장문의 법률 문서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소스는 무
료로 제공되지만 어떤 종류의 보증도 없습니다. 본 라이브러리는 전적으로 Jean-loup Gailly 및 Mark Adler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타사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정된 소스를 재배포할 경우 변경 내용을 문서화하는 ChangeLog 이력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된 소스 버전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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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freetype-license.txt -- Freetype 2 글꼴 엔진

FreeType 2 글꼴 엔진에는 저작권이 부과되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없으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더 많은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 상호 배타적인 오픈 소스 라이센스
에 따라 배포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아래에 설명된 두 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프로젝트나 제품에서 FreeType 2를 
사용할 때 해당 라이센스의 모든 조항과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아래에 첨부된 FreeType 라이센스는, 제품 설명서에 FreeType Project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도록 지시하는 
광고 조항이 *있는* 원본 BSD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센스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이 라이센스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적합합니다.

◆ 이미 GPL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GNU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2 역시 아래에 첨부되어 있
습니다(후속 버전이 사용될 수도 있음). FTL은 광고 조항 때문에 GPL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기여를 받은 PCF 드라이버는 X Window System의 라이센스와 유사한 라이센스로 제공됩니다. 이 라이센스는 
위의 두 가지 라이센스와 호환됩니다(src/pcf/readme 파일 참조).

FreeType Project 라이센스

2002년 4월 11일

Copyright 1996-2002

 David Turner, Robert Wilhelm, Werner Lemberg

소개

FreeType Project는 몇 가지 아카이브 패키지와 함께 배포됩니다. 이 중 일부는 FreeType 글꼴 엔진과 함께 
FreeType Project를 사용하거나 FreeType Project와 관련된 다양한 툴과 기여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라이센스는 그와 같은 패키지에서 발견되는 모든 파일에 적용되며 해당 파일이 포함한 고유의 명시적 라이
센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FreeType 글꼴 엔진, 테스트 프로그램, 설명서 및 makefile에는 최소한 본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본 라이센스는 상업적 제품과 프리웨어 제품의 무료 포함 및 사용을 동일하게 권장하는 BSD, Artistic 및 
IJG(Independent JPEG Group)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라이센스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작동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버그 보고에는 관심이 있
습니다. (`있는 그대로' 배포)

◆ 본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그 일부 또는 전체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없음')

◆ 본 소프트웨어를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문서 안 어느 부분에든 FreeType 코드를 사용했다는 공지를 해야 합니다. (`크레딧')

상업적 제품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포함하는 것을 특별히 허용하고 권장합니다.

FreeType Project와 관련된 모든 보증을 부인하며 FreeType Project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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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라이센스를 준수하여 사용한다는 크레딧/부인 고지 사항의 선호하는 형태를 궁금해 하시는 분
들을 위해 다음 텍스트를 제공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은 copyright © 1996-2002 The FreeType Project(www.freetype.org)에 기반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법률 용어

1. 정의

본 라이센스 전체에서 `패키지', `FreeType Project' 및 `FreeType 아카이브'는 제작자(David Turner, Robert 
Wilhelm 및 Werner Lemberg)가 알파, 베타 또는 최종 릴리스라는 이름을 지정하여 `FreeType Project'로 배포
한 원본 파일 집합을 나타냅니다.

`사용자'는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정식 사용자 또는 사람을 나타내며 여기서 '사용'이란 프로젝트 소스 코드의 컴
파일과 '프로그램' 또는 '실행 파일' 형태로 링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일반 용어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FreeType 엔진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불립니다.

본 라이센스는 원본 아카이브에 배포된 수정되지 않은 원본 형태의 파일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소스 코드, 바이너리 및 문서를 비롯한 원본 FreeType Project에 배포된 모든 파일에 적용됩니다.

특정 파일이 본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제작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FreeType Project는 copyright (C) 1996-2000 by David Turner, Robert Wilhelm & Werner Lemberg에 기반합니
다. 아래 지정된 내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보유합니다(All Rights Reserved).

2. 보증 거부

FREETYPE PROJECT는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명시적이거
나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원저작자나 저작권 소유자는 FREETYPE 
PROJECT의 사용이나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재배포

본 라이센스는 FreeType Project(소스 코드와 객체 코드 형태 모두 포함)와 파생물에 대한 사용, 실행, 수행, 컴파
일, 표시, 복사, 파생물 만들기, 배포 및 하위 라이센스 부여를 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전제로 여기서 부여하
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용자가 시행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무료이며 
영구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권한과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 소스 코드 재배포에서 본 라이센스 파일(`FTL.TXT')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에 
대한 모든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은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스 파일의 모든 사본에 변경
되지 않은 원본 파일의 저작권 고지 사항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 바이너리 형태의 재배포에는 배포 설명서에 소프트웨어가 FreeType 팀의 작업에 부분적으로 기반한다는 
부인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설명서에 FreeType 웹 페이지로 이동하
는 URL을 삽입해 주시면 좋습니다.

본 조건은 수정되지 않은 파일뿐만 아니라 FreeType Project에서 파생되거나 해당 코드에 기반한 모든 소프트웨
어에 적용됩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제작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작자에게 비
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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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

FreeType 제작자 및 기여자와 사용자 모두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상업적 광고나 홍보 목적
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서나 광고 자료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표시할 경우 다음 구문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해 주실 것을 권고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FreeType Project', `FreeType 엔진', `FreeType 라이브러리', 또는 `FreeType 배포본' 중 
하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본 라이센스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요구 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FreeType Project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므로 본 라이센스 또는 제작자와 계약한 제3자가 본 프로젝트의 사용, 배포 및 수정 권한을 부여합
니다. 따라서 FreeType Project를 사용하거나 배포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본 라이센스의 모든 조항을 이해하고 
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5. 연락처

FreeType과 관련된 메일 목록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freetype@freetype.org

FreeType의 일반적인 사용과 적용 사례, 라이브러리 및 배포본에 향후 추가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십시
오. 문서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목록을 이용하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devel@freetype.org

버그와 엔진 내부, 설계 문제, 특정 라이센스, 포팅 등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 http://www.freetype.org

현재 FreeType 웹 페이지가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웹 페이지에서 최신 개발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온라인 
문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려면 다음 주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David Turner <david.turner@freetype.org>

Robert Wilhelm <robert.wilhelm@freetype.org>

Werner Lemberg <werner.lemberg@freety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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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opyright © 2008 EMC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EMC는 발행일 현재, 본 문서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EMC CORPORATION은 본 문서의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
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으며, 특히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하여 어떠한 묵시적인 보증도 부인
합니다.

본 문서에 설명된 EMC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사 및 배포하려면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제품군에 대한 최신 규정 문서는 EMC Powerlink의 Technical Documentation and Advisories 섹션에서 확인
하십시오.

최신 EMC 제품 이름 목록에 대해서는 korea.emc.com에 나오는 EMC Corporation 상표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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