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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1994-2001 World Wide Web Consortiu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Keio University). 모든 권리를 

보유함. http://www.w3.org/Consortium/Legal/ 

이 W3C 저작물(소프트웨어와 저작물 및 기타 관련된 아이템을 포함하여)은 다음의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권자들에 의해 제공된다. 이 저작물을 획득하거나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당신(라이선스 수취인)이 다음의 규정과 조건을 읽고 이해했으며 준수하는 데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당신이 소프트웨어와 그에 속한 문서, 그리고 각각의 부분, 및 당신이 생성한 수정코드의 모든 

복제본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전제 하에, 이 소프트웨어와 문서는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코드와 함께, 별도의 사용료나 수수료 없이 사용, 복제, 수정 및 배포될 수 있다:  

1. 이 고지의 전문을 재 배포되거나 파생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기존의 지식재산권 부인 조항이나 규정, 조건 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하이퍼텍스트가 선호되며 텍스트도 

허용됨)으로 된 짧은 고지가 재 배포되거나 파생된 모든 코드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Copyright 

© [소프트웨어의 연도를 입력하라] World Wide Web Consortiu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Keio University). 

모든 권리를 보유함. http://www.w3.org/Consortium/Legal/" 

3. W3C 파일에 대하여 만들어진 모든 변경 사항이나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코드가 파생된 출처에 대한 URI를 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소프트웨어와 문서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되며 저작권자들은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 또는 소프트웨어나 문서의 사용이 다른 제 3자의 특허나 저작권, 

상표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선언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저작권자들은 소프트웨어나 문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특수하거나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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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이름과 상표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광고나 

홍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 문서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은 언제나 

저작권자만이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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