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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re no longer recommends use of this license 

Mitre 는 더 이상 본 라이선스의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다.   

 

Collaborative Virtual Workspace License (CVW) 

협력 버추얼 워크 라이선스 

 

라이선스 계약서 

GENERAL 

일반 사항 

1. Redistribution of the CVW software or derived works must reproduce MITRE's 
copyright designation and this License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제 1조. CVW 소프트웨어나 파생 저작물을 재배포 할 때는 배포와 함께 제공되는 문서 및 기타 

자료 내에 MITRE의 저작권 표시와 본 라이선스를 복제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Copyright & copy 1994-1999. The MITRE Corporation  

 (http://www.mitre.org/).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copy 1994-1999. The MITRE Corporation      

(http://www.mitre.org/). 모든 권리를 보유함. 

2. The terms "MITRE" and "The MITRE Corporation" are trademarks of The MITRE 
Corporation and must not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or in redistribution of this software in any form. 

제 2조. "MITRE"와 "MITRE 社"는 MITRE 社의 상표로서 이 소프트웨어로부터 파생된 제품, 

혹은 이 소프트웨어를 어떤 형태로든 재배포 하는 데 있어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http://www.mitre.org/�
http://www.mit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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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terms "CVW" and "Collaborative Virtual Workspace" are trademarks of The 

MITRE Corporation and must not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ITRE. For written 

permission, please contact corpc@mitre.org. 

제 3조. "CVW"와 "Collaborative Virtual Workspace" 는 MITRE 社 의 상표로서 사전에 

MITRE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이 소프트웨어로부터 파생된 제품을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서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contact 

corpc@mitre.org로 이메일을 보내라.  

4. UNITED STATES GOVERNMENT RIGHTS: This software was produced for the U.S. 
Government under Contract No. F19628-99-C-0001, and is subject to the Rights in 
Noncommercial Computer Software and Noncommercial Computer Software 
Documentation Clause (DFARS) 252.227-7014 (JUN 1995). The Licensee agrees that 
the US Government will not be charged any license fee and/or royalties related to 
this software. 

제 4조. 미국 정부 권리: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 정부를 위하여 계약 No. F19628-99-C-0001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비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비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조항 (DFARS) (1995년 6월)의 권리들에 의해 구속된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에 어떠한 라이선스 수수료 및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5. Downloaders of the CVW software may choose to have their access to and use of the 

CVW software governed under either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or 

the Mozilla License (Version 1.0). In either case, if you transmit source code 

improvements or modifications to MITRE, you agree to assign to MITRE copyright to 

such improvements or modifications, which MITRE will then make available from 

MITRE's web site. 

제 5조. CVW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은 CVW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과 접근이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버전 2) 또는 모질라 라이선스(버전 1.0)에 의해 구속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당신이 소스코드 개선사항이나 수정사항을 MITRE에 

양도한다면, 당신은 해당 개선사항이나 수정사항에 대한 저작권을 MITRE에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MITRE는 해당 개선사항이나 수정사항을 MITRE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통용시킬 것이다.  

6. If you choose to use the Mozilla License (Version 1.0), please note that because the 
software in this module was developed using, at least in part, Government fun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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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has certain rights in the module which apply instead of the Government 
rights in Section 10 of the Mozilla License. These Government rights DO NOT affect 
your right to use the module on an Open Source basis as set forth in the Mozilla 
License. The statement of Government rights which replaces Section 10 of the Mozilla 
License is stated in Section 4 above.  

제 6조. 모질라 라이선스(버전 1.0)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 모듈의 소프트웨어가 

부분적으로나마 정부 기금을 사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듈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를 보유하며, 이 권리가 모질라 라이선스 제 10조의 정부 권리 대신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러한 정부 권리들이 모질라 라이선스에 제시된 오픈 소스 기반에 따라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모질라 라이선스 

제 10조를 대체하는 정부 권리에 대한 설명은 위의 제 4조에 진술되어 있다.  

Licenses 

라이선스들 

GNU General Public License 

Mozilla Public License 

 

 

http://www.opensource.org/licenses/mitrepl.php#GPL�
http://www.opensource.org/licenses/mitrepl.php#M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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