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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 라이선스 버전 2 

-------------------------------------------- 

제 1조. 이 라이선스 계약서는 Python 소프트웨어 재단(“PSF”)과 이 

소프트웨어(“Python”)를 소스 형식이나 바이너리 형식으로 액세스하거나 사용하고 관련 

문서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라이선스를 받은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제 2조. 본 라이선스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의해 구속되어, PSF는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게 

Python을 단독으로, 또는 어떤 파생 버전의 형태로 복제, 분석, 테스트, 실행, 전시, 파생 저작물 

작성, 배포 및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PSF 의 라이선스 계약서와 PSF 의 저작권 표시, 

즉, “Copyright (c)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Python 소프트웨어 재단; 모든 권리를 

보유함” 이라는 공지가 Python 에 단독으로, 또는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 

버전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 3조.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Python 또는 그 일부를 결합하거나 그에 기반하는 파생 저작물을 

준비하고, 그 파생 저작물이 여기에서 규정된 대로 공중에게 제공되기를 원한다면, 그 

라이선스를 받은 자는 해당 저작물 내에 Python 에 대한 수정사항을 요약적으로 설명하여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다.  

제 4조. PSF는 Python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게 제공한다. PSF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선언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의 예로서,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범위에서, PSF는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Python의 사용이 

제 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언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5조. 사전에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PSF는 라이선스를 받은 자나 

소프트웨어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Python이나 그 파생물의 사용이나 배포, 또는 배포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이거나 특수하거나 결과적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조. 본 라이선스 계약서는 그 규정과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위반할 시에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 7조. 본 라이선스 계약서의 어떤 내용도 PSF와 라이선스를 받은 자 사이에서 대행사나 

파트너관계, 합작회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라이선스 계약서는 

PSF 상표나 상호를 라이선스를 받은 자나 다른 제 3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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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Python을 복제, 설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본 

라이선스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의해 구속되는 데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PYTHON 2.0을 위한 BEOPEN.COM 라이선스 

BEOPEN.COM LICENSE AGREEMENT FOR PYTHON 2.0 

------------------------------------------- 

BEOPEN PYTHON 오픈 소스 라이선스 계약서 버전 1  

BEOPEN PYTHON OPEN SOURCE LICENSE AGREEMENT VERSION 1 

제 1조. 본 라이선스 계약서는 160 Saratoga Avenue, Santa Clara, CA 95051에 위치한 

BeOpen.com ("BeOpen")과, 이 소프트웨어의 소스 형식이나 바이너리 형식 및 관련 

문서(“소프트웨어”)를 액세스하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라이선스를 받은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제 2조. 본 BeOpen Python 라이선스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의해 구속되어, BeOpen 은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게 소프트웨어를 단독으로, 또는 어떤 파생 버전의 형태로 복제, 분석, 

테스트, 실행, 전시, 파생 저작물 작성, 배포 및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BeOpen 

Python 라이선스 계약서가 소프트웨어 내에 단독으로, 또는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 버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 3조. BeOpen 은 소프트웨어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게 제공한다. 

BeOpen 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선언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의 예로서,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범위에서, BeOpen 은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제 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언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4조. 사전에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BeOpen은 라이선스를 받은 자나 

소프트웨어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나 그 파생물의 사용이나 배포, 또는 배포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이거나 특수하거나 결과적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 조. 본 라이선스 계약서는 그 규정과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위반할 시에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 6조. 본 라이선스는 법률 저촉 조항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에 의해 

구속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본 라이선스 계약서의 어떤 내용도 BeOpen과 라이선스를 받은 자 

사이에서 대행사나 파트너관계, 합작회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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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서는 BeOpen 상표나 상호를 라이선스를 받은 자나 다른 제 3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 예외로서, “BeOpen 

Python” 로고는 http://www.pythonlabs.com/logos.html 을 통해, 해당 웹페이지에 부여된 허가 

조항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제 7조.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소프트웨어를 복제, 설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본 

라이선스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의해 구속되는 데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PYTHON 1.6.1을 위한 CNRI 라이선스 계약서 

CNRI LICENSE AGREEMENT FOR PYTHON 1.6.1 

--------------------------------------- 

제 1조. 본 라이선스 계약서는 1895 Preston White Drive, Reston, VA 20191에 위치한 

CNRI(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와, Python 1.6. 1 소프트웨어("Python 

1.6.1")와 관련 문서를 소스 형식이나 바이너리 형식으로 사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라이선스를 

받은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제 2조. 본 라이선스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의해 구속되어, CNRI는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게 

Python 1.6.1을 단독으로, 또는 어떤 파생 버전의 형태로 복제, 분석, 테스트, 실행, 전시, 파생 

저작물 작성, 배포 및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CNRI 라이선스 계약서와 CNRI의 

저작권 표시, 즉, "Copyright (c) 1995-2001 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 모든 

권리를 보유함"이라는 문구가 Python 1.6.1에 단독으로, 또는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 버전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CNRI의 라이선스 계약서 대신에 

라이선스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인용부호 제외할 것): “Python 

1.6.1은 CNRI 라이선스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들에 의해 구속되어 제공된다. 이 계약서는 다음의 

유일하고 지속적인 식별자 (핸들이라고도 함)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에 올릴 수 있다: 

1895.22/1013. 또한 이 계약서는 URL:http://hdl.handle.net/1895.22/1013을 사용하는 

인터넷상의 프록시 서버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제 3조.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Python 1.6.1 또는 그 일부를 결합하거나 그에 기반하는 파생 

저작물을 준비하고, 그 파생 저작물이 여기에서 규정된 대로 공중에게 제공되기를 원한다면, 그 

http://hdl.handle.net/1895.22/1013�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 라이선스 버전 2 

 

라이선스를 받은 자는 해당 저작물 내에 Python 1.6.1에 대한 수정사항을 요약적으로 설명하여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다.  

제 4조. CNRI는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게 Python 1.6.1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한다. 

CNRI는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선언이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의 예로서,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범위에서, CNRI는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Python 

1.6.1의 사용이 제 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언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5조. 사전에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CNRI는 라이선스를 받은 자나 

소프트웨어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Python 1.6.1이나 그 파생물의 사용이나 배포, 또는 배포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이거나 특수하거나 결과적 손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조. 본 라이선스 계약서는 그 규정과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위반할 시에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 7조. 본 라이선스 계약은 연방 저작권법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미국 연방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그리고 그러한 미국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버지니아의 법률 저촉 조항을 

제외하고 버지니아 주의 법률에 의해 구속되어야 한다. 앞에서 다룬 내용과 관계 없이, 이전에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에 따라 배포된 분리 불가능한 자료를 결합하는, Python 1.6.1에 

기반한 파생 저작물과 관련하여, 버지니아 주의 법률은 본 라이선스 계약서의 제 4조와 5조와 

7조와 관련한 문제들에 한해서만 본 라이선스에 대해 지배력을 지닌다. 본 라이선스 계약서의 

어떤 내용도 CNRI와 라이선스를 받은 자 사이에서 대행사나 파트너관계, 합작회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라이선스 계약서는 CNRI 상표나 상호를 라이선스를 

받은 자나 다른 제 3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제 8조.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표시된 부분의 “승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Python 1.6.1을 복제, 

설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본 라이선스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의해 구속되는 

데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ACCEPT 

 

PYTHON 0.9.0에서 1.2까지를 위한 CWI 라이선스 계약서  

CWI LICENSE AGREEMENT FOR PYTHON 0.9.0 THROUGH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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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1991 - 1995, Stichting Mathematisch Centrum Amsterdam, 

네덜란드. 모든 권리를 보유함. 

이 소프트웨어와 그 문서들은 어떤 목적으로든 별도의 요금 없이 사용, 복제, 수정 및 배포될 수 

있다. 단, 이는 위의 저작권 고지가 모든 복제본에 포함되며, 해당 저작권 고지와 본 허가 고지가 

모두 지원 문서에 나타나고,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Stichting Mathematisch 

Centrum 또는 CWI의 이름이 소프트웨어의 배포와 관련된 광고나 홍보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STICHTING MATHEMATISCH CENTRUM은 상품성과 적합성에 대한 모든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하여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보증을 부인하며, STICHTING MATHEMATISCH 

CENTRUM은 어떤 경우에도 이 소프트웨어의 실행이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하거나 

간접적이거나 결과적 손해, 또는 데이터, 효용성 및 이익의 손실로부터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계약이나 과실 및 기타 불법 행위 여부와 관계 없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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