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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라이선스는 동봉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적용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본 

라이선스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선스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 1조. 정의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복제”, “파생 저작물”, “배포”라는 용어의 의미는 미국 저작권법에 정의된 

의미를 따른다.  

“기여물”이란 원본 소프트웨어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추가사항이나 변경사항을 의미한다.  

“기여자”란 본 라이선스에 의해 자신의 기여물을 배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라이선스된 특허”란 기여자의 기여물에 직접 씌어 있는

제 2조. 권리의 부여 

(A) 저작권 부여- 제 3조의 라이선스 조건과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에 의해 

구속되어, 각 기여자는 당신에게 자신의 기여물을 복제하고, 기여물의 파생 저작물을 생성하고, 

기여물이나 당신이 생성하는 파생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that read directly) 기여자의 특허 

청구항을 의미한다. 

(B) 특허 부여- 제 3조의 라이선스 조건과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에 의해 

구속되어, 각 기여자는 당신에게 자신의 라이선스된 특허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여자의 

기여물이나 그 기여물의 파생저작물을 제조, 주문제조,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및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제 3조. 조건과 제한 사항  

(A) 상호적 부여 – 당신이 배포하는 파일로서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형식으로) 포함하는 파일에 대하여, 당신은 수취인에게 해당 파일에 대한 소스코드와 본 

라이선스의 사본 1부를 제공해야 한다. 이 라이선스가 해당 파일에 적용될 것이다. 당신은 

전적으로 당신의 독자적 저작물이며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파일들을 당신이 

선택한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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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非)상표 라이선스 – 본 라이선스는 당신에게 기여자의 이름이나 로고, 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다. 

(C) 당신이 어떤 기여자를 상대로 소프트웨어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에 대하여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여자에 의해 당신에게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D)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배포하는 경우, 당신은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모든 저작권과 

특허, 상표 및 귀속 고지를 유지해야 한다.  

(E)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소스코드 형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당신은 반드시 본 라이선스에 

따라, 본 라이선스의 완전한 사본을 배포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컴파일된 형식이나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이는 본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라이선스에 의해서만 배포가 허용된다.  

(F)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라이선스 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은 당신이 부담한다. 기여자들은 어떠한 명시적인 보증이나 보장, 조건도 제공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지방법에 의해 추가적인 소비자 권리를 지닐 수 있으며, 이는 본 라이선스에 의해 

바뀔 수 없다. 당신의 지방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기여자들은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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