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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s License 

멀틱스 라이선스 

Historical Background 

역사적 배경 

This edition of the Multics software materials and documentation is provided and donated 
to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by Group BULL including BULL HN Information 
Systems Inc. as a contribution to computer science knowledge. This donation is made 
also to give evidence of the common contributions of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Bell Laboratories, General Electric, Honeywell Information Systems Inc., 
Honeywell BULL Inc., Groupe BULL and BULL HN Information Systems Inc. to the 
development of this operating system. Multics development was initiated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oject MAC (1963-1970), renamed the MIT 
Laboratory for 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d 1970s, under the 
leadership of Professor Fernando Jose Corbato. Users consider that Multics provided the 
best software architecture for managing computer hardware properly and for executing 
programs. Many subsequent operating systems incorporated Multics principles. Multics 
was distributed in 1975 to 2000 by Group Bull in Europe, and in the U.S. by Bull HN 
Information Systems Inc., as successor in interest by change in name only to Honeywell 
Bull Inc. and Honeywell Information Systems Inc. . 

----------------------------------------------------------- 

본 에디션의 멀틱스 소프트웨어 자료와 문서는 BULL HN Information Systems Inc.를 포함하는 

BULL 그룹에 의해, 컴퓨터 공학에 대한 기여로서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에 제공 및 증여된다. 이 

증여는 또한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Bell Laboratories, General Electric, Honeywell 

Information Systems Inc., Honeywell BULL Inc., Groupe BULL 및 BULL HN Information 

Systems Inc.가 본 운영 체계의 개발에 기여한 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멀틱스의 

개발은 Fernando Jose Corbato 교수의 지도 하에, 1970년대 중반에 MIT 컴퓨터 공학 

연구실로 개명된,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 프로젝트 MAC(1963-1970)에 의해 시작되었다. 

사용자들은 멀틱스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 최고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제공했다고 여긴다. 많은 후속 운영 체계들이 멀틱스의 원리를 사용했다. 

멀틱스는 1975에서 2000년까지 유럽에서는 그룹 Bull에 의해, 미국에서는 Honeywell Bull 

Inc.와 Honeywell Information Systems Inc.의 후계자로서 이름만 달라진 Bull HN 

Information Systems Inc.에 의해 배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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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to use, copy, modify, and distribute these programs and their documentation 
for any purpose and without fee is hereby granted,provided that the below copyright 
notice and historical background appear in all copies and that both the copyright notice 
and historical background and this permission notice appear in supporting 
documentation, and that the names of MIT, HIS, BULL or BULL HN not be used in 
advertising or publicity pertaining to distribution of the programs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Copyright 1972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Honeywell Information 

Systems Inc. Copyright 2006 by BULL HN Information Systems Inc. 
Copyright 2006 by Bull SAS All Rights Reserved 

 

이 프로그램들과 포함된 문서들은, 아래의 저작권 표시와 역사적 배경이 모든 복제본에 나타나고, 

본 허가 문구가 지원 문서에 표시되며,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MIT, HIS, 

BULL 또는 BULL HN의 이름이 프로그램의 배포와 관련한 광고나 홍보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요금 없이 사용, 복제, 수정 및 배포될 수 있다.  

Copyright 1972 Massachusetts Institute of & Honeywell Information Systems Inc. 

Copyright 2006 BULL HN Information Systems Inc. 

Copyright 2006 Bull SAS 

모든 권리를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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