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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xWindows Library Licence 

wx윈도우즈 라이브러리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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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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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is licence document,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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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되지 않는다.  

• WXWINDOWS LIBRARY LICENCE 

• WX윈도우즈 라이브러리 라이선스 

•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 복제와 배포 및 수정에 대한 규정과 조건 

This library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c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c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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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library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ce for mor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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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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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ce along with 

this software, usually in a file named COPYING.LIB.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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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PTION NOTICE 

예외사항에 대한 고지 

1. As a special exception, the copyright holders of this library give permission for 
additional uses of the text contained in this release of the library as licenced under the 
wxWindows Library Licence, applying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c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of the Licence as published by the copyright holders of version 3 of the 
Licenc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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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3의 저작권자에 의해 

공표된 라이선스의 후속 버전을 적용시킬 수 있다. 
 

2. The exception is that you may use, copy, link, modify and distribute under the user's 
own terms, binary object code versions of works based on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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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copy code from files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ce or the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ce into a copy of this library, as this 
licence permits, the exception does not apply to the code that you add in this way. To 
avoid misleading anyone as to the status of such modified files, you must delete this 
exception notice from such code and/or adjust the licensing conditions notice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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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rite modifications of your own for this library, it is your choice whether to 

permit this exception to apply to your modifications. if you do not wish that, you must 

delete the exception notice from such code and/or adjust the licensing conditions notice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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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