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WINDOWS EMBEDDED STANDARD 7
본 사용권 계약은 귀하와 YSI Incorporated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권
계약은 이 장치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적용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는 모든
별도의 미디어도 포함됩니다.
이 장치의 소프트웨어에는 Microsoft Corporation 또는 그 계열사에서 사용권을 허여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본 계약은 해당 품목에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

업데이트,

•

추가 구성 요소,

•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및

•

지원 서비스

와 같은 Microsoft 구성 요소에도 적용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이 적용됩니다.
Microsoft 로부터 직접 업데이트 또는 추가 구성 요소를 받은 경우 YSI Incorporated 이(가) 아닌
Microsoft 가 귀하에게 사용권을 허여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위한 특정 컴퓨터
정보의 전송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아래의 조항들에 동의하게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반환 정책에 대해서는 YSI I ncorporated 에 문의하여 구입 시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구매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사용 권한
사용.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취득한 장치에 영구적으로 허여됩니다. 귀하는 이
장치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사용권 요구 사항 및/또는 사용 권한
a. 특정 용도. YSI Incorporated 에서는 특정 용도를 위해 이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기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장치에 대한 제조업체의 특정 용도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 시스템 유틸리티, 리소스 관리, 바이러스 백신 또는 이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 사용자나 회사를 위한 업무 또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장치에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자 메일,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일정
관리 및 개인 재정 관리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이 장치는 터미널 서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버에서 실행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 장치 연결. 이 소프트웨어는 서버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장치에서
동시에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표시, 실행, 공유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터미널 서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 장치를 전자 메일, 워드 프로세싱, 일정 관리 또는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업무 또는 프로세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 대의 다른 장치에서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여 다음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서비스

•

인쇄 서비스

•

인터넷 정보 서비스 및

•

인터넷 연결 공유 및 전화 통신 서비스

10 대의 연결 제한은 "멀티플렉싱" 또는 연결을 풀링하는 기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는 장치에 적용됩니다. TCP/IP 를 통해 언제든지 무제한의
인바운드 연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원격 액세스 기술. 다음과 같이 원격 액세스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액세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데스크톱. 이 장치의 단일 주 사용자는 원격 데스크톱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임의의 장치에서 세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세션"이란 임의의 입출력 및
디스플레이 주변 장치와의 결합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 작용이
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격 장치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임의의 장치에서 세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액세스 기술. 원격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현재의 세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원격 사용. 위의 장치 연결 및 원격 액세스 기술 조항에 명시된 것 이외에도 장치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해 장치의 수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 글꼴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동안 소프트웨어의 글꼴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표시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에 한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f.

•

글꼴의 포함 제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글꼴 포함

•

콘텐츠를 인쇄하기 위해 프린터 또는 기타 출력 장치에 글꼴 임시 다운로드

아이콘, 이미지 및 사운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동안 소프트웨어의 아이콘, 이미지, 사운드 및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3. VHD 부팅. 소프트웨어의 가상 하드 디스크 기능을 사용하여 만든 추가 소프트웨어 사본("VHD
이미지")이 장치의 실제 하드 디스크에 사전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VHD 이미지는 실제
하드 디스크 또는 드라이브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에 다른 소프트웨어 없이 VHD 이미지만 있는 경우 이 소프트웨어를 기본 운영
체제로 사용하고 VHD 이미지의 다른 모든 사본은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에는 Windows Defender 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Windows Defender 를 켜면 Windows Defender 가 이 장치에서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및
기타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검색합니다.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소프트웨어에서 이를 무시할 것인지, 사용 불능으로 만들 것인지(격리할 것인지) 또는
제거할 것인지 묻습니다. "높음" 또는 "심각함" 수준의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검색된
경우, 기본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검사 후에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사용 불능으로 만드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치의 다른 소프트웨어 작동이 중단되거나

•

이 장치의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도
제거하거나 사용 불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5. 사용권의 범위. 본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이 허여되는 것입니다. 본 계약은
귀하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합니다. 기타 모든 권한은 YSI Incorporated 및
Microsoft 가 보유합니다. 이러한 제한과 관계없이 관련 법률에서 귀하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귀하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에 한해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귀하는 특정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술적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YSI
Incorporated 에 문의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

•

본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사본을 만드는 행위

•

다른 사람이 복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게시하는 행위

•

소프트웨어를 임대, 대여 또는 대부하는 행위, 또는

•

상업용 소프트웨어 호스팅 서비스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 장치에 액세스하는 소프트웨어나 장치에 대해 Microsoft 의 특허권 또는 Microsoft 의 기타
지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인터넷 기반 서비스. Microsoft 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icrosoft 는
이러한 서비스를 언제라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a.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대한 동의. 이 장치에는 아래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기능이 하나 이상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인터넷을 통해 Microsoft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컴퓨터에 연결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결될 때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microsoft.com/fwlink/?linkid=104604 를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 정보의 전송에 동의하게 됩니다. Microsoft 는 귀하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귀하에게 연락할 목적으로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정보. 다음 기능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종류, 소프트웨어의 이름과 버전,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장치의 언어
코드 등의 컴퓨터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Microsoft 는 귀하에게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YSI Incorporated 에서는 이 장치에 다음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

플러그 앤 플레이 및 플러그 앤 플레이 확장. 장치에 새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장치에는 추가 하드웨어와 통신하는 데 필요한 드라이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Microsoft에서 올바른 드라이버를 받아 귀하의
장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웹 콘텐츠 기능. 이 소프트웨어에는 Microsoft에서 관련 콘텐츠를 검색하여 귀하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예로 클립 아트, 템플릿, 온라인 교육,
온라인 지원 및 Appshelp 등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해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디지털 인증서. 이 소프트웨어는 X.509 버전 3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디지털 인증서는
정보를 주고받는 사용자의 ID를 확인하며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증서를 검색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인증서 해지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

자동 루트 업데이트. 자동 루트 업데이트 기능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기능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Media 디지털 권한 관리. 콘텐츠 소유자는 WMDRM(Windows Media 디지털 권한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와 제3자
소프트웨어는 WMDRM을 사용하여 WM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재생 및 복사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콘텐츠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콘텐츠 소유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WMDRM을 사용하여 보안 콘텐츠를 재생 및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해제하도록 Microsoft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권한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다른 콘텐츠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는 보안 콘텐츠의 사용권을 다운로드할 때 Microsoft에서 해당 사용권과 함께 해지
목록을 전송할 수 있음에 동의하게 됩니다. 콘텐츠 소유자는 귀하가 콘텐츠에 액세스할 때
WMDRM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WMDRM을 포함하고 있는 Microsoft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귀하의 동의를 구합니다.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경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WMDRM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해제해도 유효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귀하는 여전히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Media Player. Windows Media Player를 사용할 때 Windows Media Player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Microsoft에 확인합니다.
•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

Windows Media Player 의 새 버전

•

콘텐츠 재생을 위한 올바른 코덱(해당 장치에 없는 경우)

이 기능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o.microsoft.com/fwlink/?LinkId=51331 을
참조하십시오.
•

업그레이드 시 악성 소프트웨어 제거/지우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에서
www.support.microsoft.com/?kbid=890830("맬웨어")에 명시된 특정 악성 소프트웨어를
장치에서 확인하고 제거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맬웨어를 찾기 위해 장치를 확인하면
소프트웨어가 맬웨어를 확인하는 동안 발견된 맬웨어 또는 발생한 오류에 대한 보고서가
Microsoft에 전송됩니다.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www.support.microsoft.com/?kbid=890830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맬웨어 보고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Network Awareness. 이 기능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수동적 모니터링이나 능동적인 DNS 또는
HTTP 쿼리에 의해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 여부를 판별합니다. 쿼리는 라우팅을 목적으로
표준 TCP/IP 또는 DNS 정보만 전송합니다. 레지스트리 설정을 통해 활성 쿼리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시간 서비스. 이 서비스는 일주일에 한 번씩 www.time.windows.com과 동기화하여
귀하의 장치에 정확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연결은 표준 NT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

검색 제안 서비스. Internet Explorer에서 인스턴트 검색 상자에 검색 쿼리를 입력하거나 주소
표시줄에 물음표(?)를 넣고 뒤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검색 추천어가
나타납니다(검색 공급자가 지원되는 경우). 인스턴트 검색 상자나 주소 표시줄에 물음표(?)를

넣고 입력한 모든 것은 입력하는 대로 검색 공급자에게 전송됩니다. 또한 Enter 키를 누르거나
검색 단추를 클릭하면 인스턴트 검색 상자나 주소 표시줄의 텍스트가 검색 공급자에게
전송됩니다. Microsoft 검색 공급자를 사용하는 경우 전송된 정보의 사용에는 Microsoft
온라인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내용은
go.microsoft.com/fwlink/?linkid=3149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자 검색 공급자를
사용하는 경우, 전송된 정보의 사용에는 제3자 개인 정보 보호 관례가 적용됩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검색 제안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해제하려면 Internet Explorer에서
도구 단추 아래 추가 기능 관리를 사용합니다. 검색 제안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microsoft.com/fwlink/?linkid=128106을 참조하십시오.
•

적외선 송출기/수신기 업데이트에 대한 동의. 소프트웨어에는 특정 Media Center 기반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적외선 송출/수신 장치의 적절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러한 장치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

Media Center 온라인 프로모션. 소프트웨어의 Media Center 기능을 사용하여 인터넷 기반
콘텐츠 또는 기타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경우, 특정 프로모션 제공 정보를 수신,
동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다음 정보를 소프트웨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 중인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의 종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이름 및 버전과 같은 특정 장치 정보

•

요청한 콘텐츠

•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장치의 언어 코드

•

그러한 서비스에 연결하는 Media Center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

미디어 재생 업데이트. 이 장치의 소프트웨어에는 MSCORP 미디어 재생 업데이트 서버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받는 미디어 재생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활성화한 경우 이러한 업데이트는 별도의 통지 없이 다운로드되어 설치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가 귀하의 장치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제조업체의 책임입니다.

•

Windows Update 에이전트. 이 장치의 소프트웨어에는 Windows Update 에이전트("WU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장치에서 MSCORP Windows Update 서버 또는 필요한 서버
구성 요소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 및 Microsoft Windows Update 서버를 통해 Windows
Update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프트웨어에서 Windows Update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이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경우에 따라 Windows Update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나 다운로드가 필요하며 별도의 통지 없이 다운로드되어 설치됩니다. 본
사용권 계약 또는 Windows Update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사용권 계약의 기타 모든 부인
조항과 별도로 귀하가 귀하의 장치에 설치하거나 설치하려 하는 Windows Update와 관련하여
Microsoft Corporation 또는 그 계열사는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귀하는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b. 정보의 사용. Microsoft 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치 정보, 오류 보고서 및
맬웨어 보고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 제 3 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 3 자는 제품과 Microsoft 소프트웨어가 함께 실행될 때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를 사용합니다.

c.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불법 사용. 귀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비스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여 기타 서비스, 데이터, 계정 또는 네트워크에 어떤 방식으로든 무단 액세스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7. 제품 지원. 지원 옵션에 대해서는 YSI Incorporated 에 문의하십시오.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지원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8. MICROSOFT .NET 벤치마크 테스트. 소프트웨어에는 하나 이상의 .NET Framework 구성 요소(".NET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에 대해 내부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go.microsoft.com/fwlink/?LinkID=66406 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구성 요소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Microsoft 와 체결한 다른 계약과 상관없이
Microsoft 는 go.microsoft.com/fwlink/?LinkID=66406 에 명시된 조건을 동일하게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NET 구성 요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귀하의 제품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9. 백업 사본. 귀하는 소프트웨어 백업 사본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백업 사본은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설명서. 귀하의 장치 또는 내부 네트워크에 유효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내부적인 참고
목적으로 설명서를 복사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사용권 증서("Proof of License" 또는 "POL"). 귀하가 장치, 디스크 또는 다른 미디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 사본에 부착된 정품 인증서 레이블이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용권이 허여된 소프트웨어임을 증명합니다. 이 레이블은 장치에 부착되어 있거나 YSI
Incorporated 의 소프트웨어 포장에 부착되거나 포함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 레이블만 별도로
수령한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는 레이블이 부착된 장치나 패키징을 보관해야만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품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확인하려면
www.howtotell.com 을 참조하십시오.
12. 제 3 자에게 양도. 소프트웨어는 장치, 정품 인증서 레이블 및 본 사용권 계약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제 3 자에게 직접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하기 전에, 먼저 양수인이 소프트웨어의 양도 및
사용에 본 사용권 계약이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귀하는 백업 사본을 포함하여 어떠한
소프트웨어 사본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13. H.264/AVC Visual 표준, VC-1 비디오 표준, MPEG-4 Visual 표준 및 MPEG-2 비디오 표준에 대한
통지. 이 소프트웨어에는 H.264/AVC, VC-1, MPEG-4 Part 2 및 MPEG-2 Visual 압축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이러한 Visual 압축 기술이 포함된 경우 MPEG LA, L.L.C.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제품은 AVC, VC-1, MPEG-4 PART 2 VISUAL 및 MPEG-2 비디오 특허 포트폴리오 사용권과 같은
하나 이상의 비디오 특허 포트폴리오 사용권(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개인적 및
비상업적 사용에 대해 (i) 위에 명시된 표준("비디오 표준")에 따른 비디오 인코딩 및/또는 (ii) 개인적
및 비상업적 활동에 관여하는 소비자가 인코딩한 비디오나, 그러한 특허 포트폴리오 사용권에
의거하여 비디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권이 허여된 비디오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비디오를
디코딩할 수 있는 사용권이 허여됩니다. 사용권은 그러한 제품이 단일 조항으로 이 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타 다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용도로는 사용권이
허여되지 않으며 묵시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는 MPEG LA, L.L.C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WWW.MPEGLA.COM 을 참조하십시오.
14. MP3 오디오 표준에 대한 통지. 이 소프트웨어에는 ISO/IEC 11172-3 및 ISO/IEC 13818-3 에 정의된
MP3 오디오 인코딩 및 디코딩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구현이나
배포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5. 내결함성 없음. 이 소프트웨어에는 내결함성이 없습니다. YSI I ncorporated 에서 장치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장치에서의 작동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6. 사용 제한. Microsoft 소프트웨어는 유사시 대기 성능이 필요 없는 시스템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작동 발생 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의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치 또는
시스템에서는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핵시설 가동, 항공기의 항법
장치나 통신 시스템 및 항공 관제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17.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증 없음. 이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Microsoft 는 어떠한 명시적 보증, 보장 또는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귀하가 받는 모든 보증은 Microsoft 또는 그
계열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규가
허용하는 한, YSI I ncorporated 및 Microsoft 는 상업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성과 관련된
묵시적 보증을 배제합니다.
18. 책임의 제한. 귀하는 직접 손해에 한해 Microsoft 및 그 계열사로부터 최대 미화 250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 손해, 이익 손실, 특별, 간접 또는 부수적 손해를 포함한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한 사항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

제 3 자 인터넷 사이트상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코드 포함) 또는 제 3 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

계약 위반, 보증, 보장 또는 조건의 불이행, 무과실 책임, 과실 또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기타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청구

이 제한 사항은 Microsoft 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어야만 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부수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 수출 제한. 소프트웨어는 미국 수출 법규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모든 국내 및 국제 수출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에는 목적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icrosoft.com/exporting 을 참조하십시오.
20. 전면 합의. 본 계약, 추가 조항(소프트웨어에 동봉되고 이러한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사용권 계약서 인쇄본 포함) 및 귀하가 이용하는 추가 구성 요소, 업데이트,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조항은 소프트웨어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면 합의입니다.
21. 관련 법률
a. 미국.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구입한 경우, 국제사법 원칙에 관계없이 본 계약의 해석은 워싱턴
주법을 따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청구 발생 시에도 워싱턴 주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 보호법,
불공정거래법 및 기타 불법 행위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주법이 적용됩니다.
b. 미국 외 지역. 본 사용권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2. 제 3 자 프로그램. Microsoft 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제 3 자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저작권
표시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표시는 각 저작권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Spider Systems ® Limited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Spider Systems Limited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Copyright 1987 Spider Systems Limited
Copyright 1988 Spider Systems Limited

Copyright 1990 Spider Systems Limited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Seagate Software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ACE*COMM Corp.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ACE*COMM Corp.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Copyright 1995-1997 ACE*COMM Corp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Sam Leffler and Silicon Graphics, Inc.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Sam Leffler and Silicon Graphics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Copyright © 1988-1997 Sam Leffler
Copyright © 1991-1997 Silicon Graphics, Inc.
이 소프트웨어와 해당 설명서를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 복사, 수정, 배포 및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i)
상기 저작권 표시 및 본 허가 표시가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설명서의 모든 사본에 표시되고, (ii) Sam
Leffler 및 Silicon Graphics 의 구체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광고 또는 홍보에
Sam Leffler 및 Silicon Graphics 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본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과 관련된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명시적, 묵시적 또는 기타 어떤 종류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SAM LEFFLER 또는 SILICON GRAPHICS 는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성능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 중단, 데이터 또는 이익의 손실로 인한 모든 종류의 특별, 부수적, 간접
또는 파생적 손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근거한 책임 이론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Portions Copyright © 1998 PictureTel Corporation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Highground Systems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Highground Systems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Copyright © 1996-1999 Highground Systems
Windows 7 에는 Info-ZIP 그룹의 압축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요금이나 비용은 없으며, www.info-zip.org/ 또는 ftp://ftp.info-zip.org/pub/infozip/src/에서 인터넷을 통해 원본
압축 소스를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ortions Copyright © 2000 SRS Labs, Inc
이 제품에는 'zlib' 범용 압축 라이브러리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ScanSoft, Inc.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ScanSoft, Inc.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TextBridge® OCR © by ScanSoft, Inc.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Copyright © 1996 by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모든 권리 보유.
이 소프트웨어와 해당 설명서를 어떤 목적으로든 소스 코드 및 이진 형식으로 사용, 복사,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은 상기 저작권 표시 및 본 허가 표시가 모든 사본에 표시되고, 모든 설명서,
광고물, 그러한 배포 및 사용과 관련된 기타 자료 등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부분적으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 에 의해 개발되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본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구체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 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는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해당
적합성에 대한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과 관련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다른 저작권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그와 같이 명시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James Kanze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James Kanze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저작권 및 허가 표시
모든 권리 보유.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 설명서 파일("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상기 저작권 표시
및 본 허가 표시가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및 지원 설명서에 표시된 경우에 한해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사, 게시, 배포 및/또는 판매할 권한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소프트웨어를 제공 받은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본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수정된 소프트웨어에서 접두사 "GB_"를 다른 문자로
변경하여 파일이 포함된 디렉터리의 이름(이 배포의 경우 "gb")이 변경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상업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제 3 자 권리의 비침해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떤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본 표시에 포함된 저작권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 행위,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
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성능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 중단, 데이터 또는 이익의 손실로 인한 모든 청구 또는 모든 특별, 간접, 파생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표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광고 또는 이
소프트웨어의 판매, 사용 또는 기타 거래를 촉진하는 데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에는 Cisco ISAKMP Services 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RSA Data Security, Inc.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RSA Data Security, Inc.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Copyright © 1990, RSA Data Security, Inc. 모든 권리 보유.
이 소프트웨어 또는 이 기능을 언급하거나 참조하는 모든 자료에 "RSA Data Security, Inc. MD5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으로 식별되는 경우 이 소프트웨어를 복사 및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허여됩니다. 또한 파생물을 언급하거나 참조하는 모든 자료에 "RSA Data Security, Inc.
MD5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에서 파생됨"으로 식별되는 경우 파생물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허여됩니다.
RSA Data Security, Inc.는 이 소프트웨어의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이 설명서 및/또는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에 대한 모든 사본에 이러한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OpenVision Technologies, Inc.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OpenVision Technologies, Inc.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Copyright 1993 by OpenVision Technologies, Inc.
이 소프트웨어와 해당 설명서를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 복사, 수정, 배포 및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상기 저작권 표시가 모든 사본에 표시되고, 저작권 표시 및 본 허가 표시가 지원 설명서에 표시되며,
구체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된 광고 또는 홍보에 OpenVision 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본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OpenVision 은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이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OPENVISION 은 상품성 및 적합성과 관련된 모든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OPENVISION 은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 행위,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 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성능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
중단, 데이터 또는 이익의 손실로 인한 모든 특별, 간접 또는 파생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Copyright © 1995, 1996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모든 권리 보유.
이 소프트웨어와 해당 설명서를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 복사,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은 상기
저작권 표시가 모든 사본에 표시되고, 저작권 표시 및 본 허가 표시가 지원 설명서에 표시되며,

구체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된 광고 또는 홍보에 University of
Michigan 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본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Copyright © 1993, 1994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모든 권리 보유.
본 표시를 유지하고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소재)에 정당한 신뢰를 제공하는 경우 소스
코드 및 이진 형식의 재배포 및 사용이 허가됩니다. 구체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 데 University of Michigan 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Copyright 1989, 1990 by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모든 권리 보유.
이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특정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기
전에 이러한 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수출하려는 개인 또는 조직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전제로, 이 소프트웨어와 해당 설명서를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 복사,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은 상기 저작권 표시가 모든 사본에 표시되고, 저작권 표시 및 본 허가 표시가 지원
설명서에 표시되며, 구체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된 광고 또는 홍보에
M.I.T.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본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M.I.T.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이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미국 법에 의거하여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이 소프트웨어를 미국 외부로 수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 1994 by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모든 권리 보유.
이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특정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기
전에 이러한 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수출하려는 개인 또는 조직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전제로, 이 소프트웨어와 해당 설명서를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 복사,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은 상기 저작권 표시가 모든 사본에 표시되고, 저작권 표시 및 본 허가 표시가 지원
설명서에 표시되며, 구체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된 광고 또는 홍보에
M.I.T.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본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M.I.T.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이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이 제품에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에서 다른 참여자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Northern Telecom 에서 사용권을 허여 받은 "Entrust"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Hewlett-Packard Company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Hewlett-Packard Company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Copyright © 1994 Hewlett-Packard Company
이 소프트웨어와 해당 설명서를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 복사, 수정, 배포 및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상기 저작권 표시가 모든 사본에 표시되고, 저작권 표시 및 본 허가 표시가 지원 설명서에 표시된
경우에 한해 본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Hewlett-Packard Company 와 Microsoft
Corporation 은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이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이 제품에는 'libpng' PNG 참조 라이브러리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Autodesk, Inc.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Autodesk, Inc.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 Copyright 1995 by Autodesk, Inc.
이 제품에는 그래픽 필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부분적으로 Independent JPEG
Group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제품에는 KS Waves Ltd.의 "True Verb"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SGS-Thomson Microelectronics, Inc.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SGS-Thomson Microelectronics, Inc.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Copyright 1996 SGS-Thomson Microelectronics, Inc. 모든 권리 보유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Unicode, Inc.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Unicode, Inc.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저작권 및 허가 표시
Copyright © 1991-2005 Unicode, Inc. 모든 권리 보유. www.unicode.org/copyright.html 의 사용 조건에
따라 배포됨.
유니코드 데이터 파일 및 관련 설명서("데이터 파일") 또는 유니코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설명서("소프트웨어")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a) 상기 저작권 표시 및 본 허가 표시가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에 표시되고, (b) 상기 저작권 표시 및 본 허가 표시가 관련 설명서에
표시되며, 수정된 각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에는 물론 해당 데이터나 소프트웨어가 수정된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설명서에 ©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해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사, 수정, 병합, 게시, 배포 및/또는 판매할 권한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제한 없이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 받은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본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이 데이터 파일 및 소프트웨어는 상업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제 3 자 권리의 비침해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떤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본 표시에 포함된 저작권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 행위,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
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이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성능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 중단, 데이터 또는 이익의 손실로 인한 모든 청구 또는 모든 특별, 간접,
파생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표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광고 또는 이러한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의 판매, 사용 또는 기타 거래를 촉진하는 데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합 PostScript 드라이버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 와 Microsoft Corporation 이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Media Cybernetics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Media Cybernetics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HALO Image File Format Library © 1991-1992 Media Cybernetics, Inc.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Luigi Rizzo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Luigi
Rizzo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 1997-98 Luigi Rizzo(luigi@iet.unipi.it)
Phil Karn(karn@ka9q.ampr.org), Robert Morelos-Zaragoza(robert@spectra.eng.hawaii.edu) 및 Hari
Thirumoorthy(harit@spectra.eng.hawaii.edu)가 개발한 코드에서 일부 파생됨, 1995 년 8 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소스 코드 및 이진 형식의 재배포 및 사용이
허가됩니다.
1. 소스 코드 재배포 시 상기 저작권 표시, 본 조건 목록 및 아래의 부인 조항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이진 형식의 재배포 시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및/또는 기타 자료에 상기 저작권 표시, 본 조건
목록 및 아래의 부인 조항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과 관련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제작자로부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제작자는 어떤 경우에도 근거한 책임 이론, 계약상 행위, 엄정 책임 또는 불법 행위(과실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어떤 방식으로든 발생하는 모든 직접, 간접,
부수적, 결과, 징벌적 또는 파생적 손해(대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사용 중단, 데이터 또는 이익
손실 또는 영업 중단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제작자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W3C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W3C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W3C ® 소프트웨어 표시 및 사용권
www.w3.org/Consortium/Legal/2002/copyright-software-20021231

이 작업물(및 포함된 소프트웨어, 추가 정보와 같은 설명서 또는 기타 관련 항목)은 저작권 소유자가
다음 사용권에 따라 제공합니다. 이 작업물을 취득, 사용 및/또는 복사하면 다음 계약 내용을 읽고
이해하며 준수할 것임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해당 설명서를 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목적으로든 복사,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항을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및 설명서 또는 그 일부(수정본 포함)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1. 재배포물 또는 파생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된 본 표시의 전체 텍스트
2. 지적 재산권에 관한 기존의 모든 부인, 통지 또는 계약 내용. 없는 경우 재배포된 코드 또는 파생
코드의 본문 내에 W3C Software Short Notice 를 포함해야 합니다(하이퍼텍스트가 권장되며,
텍스트도 허용됨).
3. 파일의 모든 변경 내용 또는 수정 사항에 대한 통지(변경된 날짜 포함). 코드가 파생된 위치에
대한 URL 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저작권 소유자는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과 관련된 보증이나, 소프트웨어 또는 설명서의 사용이 어떠한 제 3 자 특허,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표시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이 소프트웨어 또는 설명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접, 간접, 특별 또는
파생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광고 또는 홍보에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및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설명서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언제나 저작권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Sun Microsystems, Inc.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Sun Microsystems, Inc.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Sun RPC 는 Sun Microsystems, Inc.의 제품이며, 모든 테이프 미디어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 범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용도로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무상으로 Sun RPC 를 복사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개발한 제품 또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Sun RPC 를 배포하거나 사용권을 허여할 수
없습니다.
SUN RPC 는 설계, 상업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과 관련된 보증 또는 취급, 사용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떤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Sun RPC 는 어떤 지원도 없이 제공되며, Sun Microsystems, Inc.는 Sun RPC 의 사용, 교정, 수정 또는
개선을 지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SUN MICROSYSTEMS, INC.는 SUN RPC 또는 그 일부의 저작권, 영업 비밀 또는 모든 특허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un Microsystems, Inc.는 어떤 경우에도 수입 또는 이익 손실이나 기타 특별, 간접 및 파생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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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Andrei Alexandrescu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Andrei Alexandrescu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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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01 by Andrei Alexandrescu
이 코드는 다음 서적과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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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01. Addison-Wesley.
이 소프트웨어를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 복사, 수정, 배포 및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상기 저작권
표시가 모든 사본에 표시되고, 저작권 표시 및 본 허가 표시가 지원 설명서에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제작자 또는 Addison-Welsey Longman 은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이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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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tice-Hall 에서 출판되었으며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Hewlett-Packard Company 의 작업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는 이
제품에 Hewlett-Packard Company 소프트웨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음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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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표시:
이 소프트웨어는 mpvtools.sourceforge.net 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MPV 라는 형식을 처리합니다. MPV 는 사진, 비디오, 음악 콘텐츠 및 관련
메타데이터의 컬렉션 및 멀티미디어 재생 목록을 관리하는 오픈 사양으로, Optical Storage
Technology Association 에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MPV 사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osta.org/mp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표시: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 설명서 파일("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다음 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본을 사용, 복사, 수정, 병합, 게시, 배포, 사용권 재허여 및/또는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소프트웨어를 제공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이 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본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상기 저작권 표시, 본 허가 표시 및 상기 정보 표시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상업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떤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제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계약상 행위, 불법 행위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자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기타 취급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해에 대한
책임이나 기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표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광고 또는 이
소프트웨어의 판매, 사용 또는 기타 거래를 촉진하는 데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