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자 일정 조항 
제 3 자 구성 요소 조항 

1. Oracle 구성 요소 

다음 조항은 Oracle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가 포함되는 범위 또는 라이센스가 부여된 제품을 통해(“Oracle 소프트웨어”) Oracle 
Corporation(“Oracle”)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라이센스가 부여된 제품과 함께 사용한 경우에 한해 Oracle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Oracle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Oracle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되는 모든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게시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Oracle은 본 계약의 제3자 수익자입니다. 

2. 오픈 소스 구성 요소 

라이센스가 부여된 제품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가 부여된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고지 
사항에서 식별됩니다. 라이센스 계약 하에서 제공되는 보증 및 지원 서비스는 그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며 원래 라이센스 부여자가 
아닌 PTC에 의해서만 제공됩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원래 라이센스 부여자는 고객에 대한 어떠한 책임 없이 "있는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3. Cognos 구성 요소 

다음의 사용 제한은 라이센스 유형에 따라 Windchill의 Cognos Business Reporting 기능에 적용됩니다. 

(i) “BI Reporting Embedded License” 포함 사항: (a) BI Reporting Embedded License 가 포함되는 라이센스가 부여된 제품에 대해 
등록된 각 사용자를 위한 BI Consumer License 의 등록된 사용자, (b) BI Administrator-Restricted License 에 대해 적격한 사본 수. 

(ii) “BI Consumer License”는 지정된 수의 등록된 사용자에게 (i) 보고서 선택, 보고서 확인 및 개인 기본 설정(언어, 시간대 등) 
구성, (ii) 라이센스가 부여된 Licensor BI Studio 모듈 또는 이러한 사용 제한과 일관된 보고서 생성 방식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실행 및 예약, 프롬프트 상호 작용, PDF 나 CSV 와 같은 다른 형식으로 보고서 출력, 예약된 보고서 구독, 보고서 폴더 및 
이동식 페이지 작성 및 관리, 표준 보고서 사용자 지정, Event Studio 알림 수신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고객은 그러한 사용자에게 다른 Cognos 소프트웨어 기능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Cognos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야 
합니다. 

(iii) “BI Administrator-Restricted License”는 BI 소비자 라이센스와 동일하되, 고객은 지정된 수의 등록된 사용자가 서버, 보안 및 
보고서 일정 관리 및 Framework Manager 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하여 Licensor BI 소프트웨어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iv) “BI Business Author License”는 BI Consumer License 와 동일하되, 고객은 지정된 수의 등록된 사용자에게 Query Studio 모듈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v) “BI Professional Author License”는 BI Consumer License 와 동일하되, 고객은 지정된 수의 등록된 사용자에게 Query Studio 및 
Report Studio 모듈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vi) “Event Studio User Add-on License”는 고객이 지정된 기본 Licensor BI 라이세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된 수의 등록된 
사용자에게 Event Studio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고객은 그러한 사용자에게 다른 Cognos 
소프트웨어 기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Cognos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야 합니다. 

 
4. Microsoft 구성 요소 
 
Microsoft 구성 요소가 포함되거나 라이센스가 부여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i) 확장 사용 재배포 코드에 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능이 추가된 고객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개체 
코드에 확장 사용 재배포 코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ii) 시장에 출시되는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 Microsoft의 이름, 로고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iii)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 유효한 저작권 고지를 포함시킵니다. (iv)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또는 배포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 소소 또는 변호사 비용으로부터 Microsoft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v)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에게 확장 
사용 재배포 코드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 3 자 번들 제품 조항

라이센스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특정 제 3 자 제품은 별도의 라이센스 하에 해당하는 제 3 자 제품의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제공됩니다(“제 3 자 번들 
제품”). 고객은 라이센스가 부여된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그러한 제 3 자 번들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의하고 확인합니다. (i) 그러한 
제 3 자 번들 제품은 "있는 그대로"의 전달 방식으로 제공되며 PTC에 의해 어떠한 보증, 배상, 지원 또는 기타 의무 사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ii) 
PTC는 제 3 자 번들 제품을 비롯하여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iii) 고객은 해당하는 
제조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한 제 3 자 번들 제품의 새로운 버전을 구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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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음과 같은 제 3 자 번들 제품은 통합 구성 요소 또는 별도의 구매를 통한 선택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라이센스가 부여된 제품과 함께 
PTC 에서 제공됩니다. 추가 제 3 자 번들 제품과 함께 새로운 PTC 라이센스 제품 릴리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고객은 PTCAdobe® Acrobat® Reader 에 포함된 Adobe® Systems 통합 전자식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의 
이용 약관에 따라 PTC 에서 인도된 Adobe® Acrobat® Reader 사본을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Citrix Systems Presentation Manager 및 Lakeside Software SysTrack 은 특정 Arbortext 라이센스 제품과 함께 선택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됩니다. 고객은 PTC 를 통해 구매한 Citrix Systems Presentation Manager 및/또는 Lakeside Software SysTrack 을 해당하는 Citrix Systems 
및 Lakeside Software 라이센스 계약의 이용 약관에 따라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Sun 구성 요소 

다음의 조항은 Java™ Runtime Environment, Java Naming 및 Directory Interface™ 1.2.1, JavaMail™ 1.2, JavaBeans™ Activation Framework 
1.0.1, Java™ Secure Socket Extension 1.0.2, 및 Java™ Software Developers Kit를 포함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라이센스 제품에 속하는 
모든 Sun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Sun Software”)에 이르는 Sun Microsystems, Inc.(“Sun”)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와 문서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Java Platform Interface(“JPI”, “java” 패키지 또는 “java” 패키지의 하위 패키지 내에 포함된 클래스로 식별됨)를 수정하기 위해 JPI 
내에 추가 클래스를 작성하거나 JPI 에 클래스를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추가 클래스 및 관련된 API 를 작성하여 (i) Java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하고 (ii) 추가 API 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목적으로 제 3 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노출한 경우 고객은 모든 개발자가 그러한 API 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양을 
즉각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Sun Software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Sun 의 기밀 정보이며 모든 사본에 대한 소유권은 Sun 및/또는 해당 라이센스 부여자가 
보유합니다. Sun Software 는 어떠한 핵시설의 설계, 건설, 작동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설계, 허가 또는 고안된 것이 아니며 Sun 은 그러한 
사용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SUN SOFTWARE 는 내결함성이 없으며 핵시설, 항법, 항공관제, 직접 생명 유지 기계 또는 무기 시스템 등 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위험환경에서 장비 또는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때 라이센스 제품의 장애로 인해 사망, 상해나 심각한 물리적 또는 환경적 손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Sun 은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비침해와 관련하여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 
표현 및 보증을 부인합니다. 

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Sun 또는 해당 라이센스 부여자는 Sun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모든 매출, 영업이익 
또는 데이터 손해나 직/간접, 특수, 결과적, 우발적 또는 인과응보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Sun 이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가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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