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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is hereby granted to use, copy, modify and/or distribute this package, 

provided that: 

이 패키지는 다음의 조건 하에 사용, 복제,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다: 

• copyright notices are retained unchanged 

• 저작권 고지가 원본 그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 any distribution of this package, whether modified or not, includes this file 

• 수정된 상태나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 패키지를 배포할 때마다 이 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Permission is hereby also granted to distribute binary programs which depend on this 

package, provided that: 

이 패키지에 의존하는 바이너리 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 하에 배포할 수 있다: 

• if the binary program depends on a modified version of this package, you must 
publicly release the modified version of this package  
 

• 바이너리 프로그램이 이 패키지의 수정 버전에 의존하는 경우, 당신은 이 패키지의 수정 

버전을 공개적으로 릴리즈 해야 한다.  

 

THIS PACKAGE IS PROVIDED "AS IS" AND WITHOUT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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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BE LIABLE TO ANY PARTY FOR ANY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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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PACKAGE. 

이 패키지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보증 없이 제공된다.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은 부인된다. 저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 패키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일반적이거나 결과적 손해에 대해 어떤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Near the top of each class file (or other item within the package), and in any 

announcements about the package, and in any application "splash screen" or "about 
box", include the following line: 

[각 클래스 파일(또는 패키지에 포함된 다른 아이템), 패키지에 관한 모든 고지, 그리고 

“SPLASH 스크린이나 “정보 박스” 애플리케이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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