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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 1998 Julian Smart, Robert Roebling [, ...] 

누구나 본 라이선스 문서를 원본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를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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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와 배포 및 수정에 대한 규정과 조건 

이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이다; 당신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 공표된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2나 그 후속 버전의 규정에 따라 이 라이브러리를 재배포 

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라이브러리는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희망에 따라 배포되지만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도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라이선스를 참고하라. 

당신은 이 소프트웨어와 함께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사본을 받았어야 한다. 

이는 보통 COPYING.LIB 라는 이름의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다음 주소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서신을 보내도록 하라: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예외사항에 대한 고지 

1. 특별한 예외사항으로, 이 라이브러리의 저작권자는 wx윈도우즈 라이브러리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 된 이 라이브러리의 릴리즈에 포함된 텍스트의 추가적 사용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며, 이때 라이선스의 버전 3, 또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라이선스 문서의 

버전 3의 저작권자에 의해 공표된 라이선스의 후속 버전을 적용시킬 수 있다. 

2. 예외 사항은 당신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바이너리 오브젝트 코드 버전을 

사용자의 독자적인 규정에 따라 사용, 복제, 링크,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당신이 본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대로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나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배포된 파일들로부터 코드를 이 라이브러리의 복제본 내에 

복제하는 경우,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추가한 코드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정 파일의 상태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혼동하지 않도록, 당신은 

이러한 코드에서는 이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라이선스 규정을 이에 맞게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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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신이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당신의 독자적인 수정코드를 작성하는 경우, 이 예외 

조항을 당신의 수정코드에 어용시키는가 여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코드로부터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라이선스 규정을 이에 맞게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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