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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PGP SIGNED MESSAGE----- 

Hash: SHA1 

 

Copyright (c) 2002 by AUTHOR 

PROFESSIONAL IDENTIFICATION * URL 

"PROMOTIONAL SLOGAN FOR AUTHOR'S PROFESSIONAL PRACTICE" 

 

Copyright (c) 2002 by 저작자 

직업적 신분 증명 * URL  

"저작자의 전문 업무에 대한 홍보문구" 

 

All Rights Reserved 

ATTRIBUTION ASSURANCE LICENSE (adapted from the original BSD license)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conditions below are met. These conditions 

require a modest attribution to <AUTHOR> (the "Author"), who hopes that its 

promotional value may help justify the thousands of dollars in otherwise billable 

time invested in writing this and other freely available, open-source software. 

 

모든 권리를 보유함. 

귀속 보증 라이선스 (BSD 라이선스로부터 개정됨)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수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은 채로 소스 형식이나 

바이너리 형식으로 재배포 및 사용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은 <저작자>(“저작자”)에 대한 적절한 

귀속 안내를 요구한다. 이는 그 홍보적 가치가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기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데 투자한,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는 시간들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Attribution Assurance License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in whole or part and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the "Code"), must prominently display this GPG-signed text in 

verifiable form. 

 
제 1조. 소스 코드의 전체나 부분을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코드”) 재배포 할 경우, 

GPG 사인이 된 이 텍스트를 입증할 수 있는 형태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 Redistributions of the Code in binary form must be accompanied by this GPG-

signed text in any documentation and, each time the resulting executable 

program or a program dependent thereon is launched, a prominent display (e.g., 

splash screen or banner text) of the Author's attribution information, which 

includes: 

 

제 2조. 코드를 바이너리 형식으로 재배포 하는 경우, 어떤 문서에도 GPG 사인이 된 이 

텍스트가 첨부되어야 하며, 결과물인 실행 프로그램이나 그것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저작자의 귀속 사항에 대한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예를 들면 스플래시 SPLASH 

스크린이나 배너 텍스트)가 나타나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Name ("AUTHOR"), 

(b) Professional identification ("PROFESSIONAL IDENTIFICATION"), and 

(c) URL ("URL"). 

 

(a) 이름 ("저작자"), 

(b) 직업적 신분 증명 ("직업적 신분 증명 PROFESSIONAL IDENTIFICATION"),  

(c) URL ("URL"). 

 

3. Neither the name nor any trademark of the Author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제 3조. 사전에 구체적인 서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저작자의 이름이나 상표가 이 

소프트웨어로부터 파생된 제품을 추천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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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ers are entirely responsible, to the exclusion of the Author and any other 

persons, for compliance with (1) regulations set by owners or administrators of 

employed equipment, (2) licensing terms of any other software, and (3) local 

regulations regarding use, including those regarding import, export, and use of 

encryption software. 

 

제 4조. 사용자는 전적으로, 저작자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1) 사용된 장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해 제시된 규정, (2) 다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규정, 그리고 (3)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수입과 수출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규정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THIS FREE SOFTWARE IS PROVIDED BY THE AUTHOR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AUTHOR OR ANY 

CONTRIBUTOR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FFECTS OF UNAUTHORIZED OR MALICIOUS NETWORK ACCESS;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이 자유 소프트웨어는 저작자에 의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되며, 상품성 및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는,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모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은 부인된다. 사전에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저작자나 다른 

기여자는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일반적이거나 결과적 손해에 대해 손해의 원인이나 어떤 책임론, 계약이나 무과실 

책임, 불법 행위(과실을 포함)에 관계 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무허가나 악성 

네트워크 접근으로 인한 영향, 대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효용성이나 데이터, 이익의 손실, 

사업상 방해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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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PGP SIGNATURE----- 

 

PGP SIGNATURE BLOCK, LINE 1 

PGP SIGNATURE BLOCK, LINE 2 

PGP SIGNATURE BLOCK, CHECKSUM (short line) 

-----END PGP SIGNATURE----- 

--End of License 

 

-----PGP 사인의 시작 ----- 

 

PGP 사인 블록, LINE 1 

PGP 사인 블록, LINE 2 

PGP 사인 블록, 검사합계 CHECKSUM (short line) 

----- PGP 사인의 끝 ----- 

-- 라이선스의 끝 

 

Originally written by Edwin A. Suominen for licensing his PRIVARIA secure networking 

software (see www.privaria.org). The author, who is not an attorney, places this license 

template into the public domain along with a complete disclaimer of any warranty or 

responsibility for its content or legal efficacy. You may use or modify the language freely, 

but entirely at your own risk. 

이 문서는 원래 Edwin A. Suominen이 자신의 PRIVARIA 보안 네트워킹 

서비스( www.privaria.org 참고)에 대한 라이선스를 설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변호사가 

아닌 저작자는 이 라이선스 템플릿을 그 내용이나 법적 효력에 대한 어떤 보증이나 책임도 

http://eepatents.com/privaria/#license�
http://eepatents.com/privaria/#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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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 부인한다는 문구와 함께 공개된 도메인에 등록시킨다. 당신은 그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적으로 당신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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