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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 지적재산권 정책

OMG Policy Statement (IPRs)
2006. 8. 1

전문

This Policy Statement is the authoritative statement and source document for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ies of OMG. IPR matters in all other OMG documents and activities
will be governed by this Policy Statement, as it may be revised from time to time by the
OMG Board of Directors.

본 정책은 OMG IPR 정책을 위한 권위 있는 선언서이며 근거문서이다. 모든 OMG 문서와 활동에 있
어서 IPR 쟁점은 본 정책을 따르며, OMG 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다.

1.0 IPR Obligations of All OMG Members
1.1. Cooperative Process - The development of OMG Specifications is a cooperative
process in which representatives of software users, software develop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work together in good faith to create industry specifications that
benefit their own companies and the entire industry. Numerous advantages
naturally accrue to OMG Members who actively influence the content of a new
specification, but any use of IPR to “ambush” users of the Specification or gain any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is unacceptable to OMG and to its members.
1.2. Disclosure - All OMG Members, whether or not they are Submitters of a proposed
Specification, are expected to disclose relevant patents, patent applications and other
IPR that may be necessary to the implementation of an OMG Specification. It is the
firm policy of OMG that patented (or patentable) technologies will be included in
OMG Specifications only after receipt of assurances that their use in implementing
the Specification will be permitted on Royalty-Free (RF) or commercially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terms. Such disclosures should be made as early in
the Specification development process as possible, so that OMG Members will have
as much opportunity as possible to reconsider the use of the disclosed IPR.
1.3. No Inquiry into Patent Rights - Except for the disclosure requirements outlined in
Section 1.2 above, OMG makes no inquiry into or representation concerning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ny patent or other IPR rights relating to a
Specification or any implementation of a Specification. The introductory matter to
every OMG Specification shall include an appropriate statement to this effect.

2.0 IPR Obligations of Technology Submitters and Certain F/RTF Voters
2.1. Submitters - Letter of Intent - Before an OMG Member can submit a response to an
RFP, an officer of the member must sign and submit an appropriately completed
Letter of Intent (“LOI”), in substantially the form attached as Appendix A. The form
of the Letter of Intent may be revised from time to time by the Business Committee,
and any such revised document will be appended to this Policy Statement.
2.2. Submitters - Business Committee Questionnaire - After the relevant Technical
Committee has approved a submission for adoption as an OMG Specification, all
listed Submitters must submit a completed Business Committee Questionnaire
(“BCQ”) in the form then required by the Business Committee, which shall
include IPR-related questions (See http://doc.omg.org/?b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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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든 OMG 회원의 IPR 의무
1.1 협력절차 - OMG 규격의 개발은 S/W 이용자, S/W 개발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대표가 자
사 및 전 산업에 이익이 되는 산업규격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의로 함께 작업하는 협력적 절
차이다. 신규 규격 내용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OMG 회원에게는 많은 이익이 되지만,
규격의 이용자를 속이고 불공정한 경쟁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IPR 이용은 OMG 및
OMG 회원에게 허용될 수 없다.
1.2 공개 - 모든 OMG 회원은 그들이 규격안의 제안자 여부와 관계없이, OMG 규격의 구현에
필수적일 수 있는 관련 특허, 출원중인 특허 및 기타 IPR을 공개한다. 특허 또는 특허 가능
기술은 규격의 구현에 있어서 이들 기술의 이용이 무료(RF) 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RAND)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OMG 규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는 것은 OMG의 확고한 정책이다. 이러한 공개는 가능한한 규격 개발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OMG 회원들은 공개된 IPR의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1.3 특허권에 대한 심사금지 - 위 1.2의 공개 조건을 제외하고, OMG는 규격 또는 규격의 구현
과 관련된 특허 또는 기타 IPR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조사하거나 천명하지 않는다. 모든
OMG 규격의 서문에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표현을 나타내야 한다.

2.0 기술제안자 및 특허 F/RTF 투표권자의 IPR 의무
2.1 제안자 - 동의서(Letter of Intent) - OMG 회원이 RFP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 전에, 적절
하게 완성된 동의서(Letter of Intent) 또는 첨부 A의 양식에 회원사 대표가 사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동의서 양식은 업무위원회가 필요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양식은 본 정
책에 부기될 것이다.
2.2 제안자 - 업무위원회 질의 - 관련 기술위원회가 OMG 규격 채택을 위한 제안을 숭인한 후
에, 모든 제안자는 IPR 관련 질의를 포함하여 업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업무
위원회 질의서 (BCQ)를 제출하여야 한다. (http://doc.omg.org/?bcq 참조)

OMG (Object Management Group) |

185

2.3 F/RTF 투표자 - 권리허여 - 관련 규격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최종 및 후속 개
정 TF (F/RTF) 투표자는 첨부 B의 양식에 따른 권리 허여서를 OMG에 제출하여야 한다.
OMG 직원은 권리 허여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RTF 투표자에게 통지한
다. 권리허여 양식은 업무위원회가 필요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양식은 본 정책 첨부
로 한다.

2.4. F/RTF Voters - Business Committee Questionnaire - When a relevant Task Force
submits its final report to the Business Committee, all listed Voters must submit a
completed Business Committee Questionnaire (“BCQ”) in the form then required
by the Business Committee, which shall include IPR-related questions (See
http://doc.omg.org/?bcq). Voters may satisfy this requirement by confirming a
previously submitted Business Committee response for the same Specification.

2.4 F/RTF 투표자 - 업무위원회 질의 - 관련 TF가 최종 보고서를 업무위원회에 제출하는 경
우, 모든 투표자는 IPR 관련 질의를 포함하여 업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업무
위원회 질의서 (BCQ)를 제출하여야 한다. (http://doc.omg.org/?bcq 참조) 투표자는 동
일 규격에 대하여 미리 제출한 업무위원회 응답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3.0 IPR Obligations of Submitters in Request for Comment (RFC) Process

3.0 RTC 절차 중 제안자의 IPR 의무

All Submitters in a Request for Comment (RFC) Process (See the OMG IPR Policy at
http://doc.omg.org?ipr) are required to submit to the OMG a Grant of Rights in the form
attached as Appendix B.

RFC 절차에서 모든 제안자 (http://doc.omg.org?ipr의 IPR Policy 참조)는 붙임 B의 양식으로 권리허
여를 OMG에 하도록 한다.

4.0 Patent Rights and Other IPR Affecting Implementations

4.1 IPR 라이센싱 정책 - OMG는 규격의 구현으로 침해할 수 있는 특허, 저작권 기타 IPR을 확인
한 경우에는 그러한 규격을 채택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OMG가 IPR 소유자가 규격 이용
자에 대하여 (i) 무료조건(RF) 또는 (ii)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RAND)으로
허여할 것이라 확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2. Review of Proposed Specifications- The OMG Business Committee, a
subcommittee of OMG’s Board of Directors, reviews responses to the BCQ and all
other available information to ensure that legal and business issues, including IPR,
are not likely to impede widespread use of the Specification. The Business
Committee has full discretion to stop the adoption process for any proposed
Specification if any Submitter fails to submit a satisfactory BCQ response or if it
determines that unacceptable obstacles to widespread use of the Specification exist.

4.2 제안된 규격 검토 - OMG 이사회 하부 위원회인 OMG 업무위원회는 IPR을 포함한 법적∙
상업적 쟁점으로 규격의 광범위한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BCQ 및 기타 이용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업무위원회는 제안자가 만족할만한 BCQ 응답을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의
광범위한 이용을 저해하는 수용불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격안의 채택 절차를
정지시킬 재량이 있다.

5.1. Ownership - Copyright in an OMG Specification is held jointly by each Submitter
and OMG (each as to its own contributions).
5.2. Copyright Licenses - With respect to each document submitted to OMG as a
proposed Specification, each entity claiming copyright to any part of the document
will be deemed to have:(i) granted to OMG a nonexclusive, royalty-free, paid up,
worldwide license to copy and distribute the document and to modify the document
and distribute copies of the modified version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OMG Specifications; and (ii) agreed that no person shall be
deemed to have infringed their copyright interest in the document by using OMG
Specifications or conforming any computer software to OMG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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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허권 기타 IPR 관련 구현

4.1. Policy on IPR Licensing - OMG will not adopt a Specification if OMG is aware of
any patent, copyrigh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at might be infringed by
implementation of such Specification, unless OMG believes that the owner of such
IPR will grant a license to all persons that wish to make use of the Specification on
either: (i) Royalty-Free (RF) terms, or (ii) commercially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terms.

5.0 Copyright in OMG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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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RTF Voters - Grant of Rights- All Voters in Finalization and certain follow-on
Revision Task Forces (F/RTF) who have not previously submitted a Letter of Intent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Specification will be required to submit to the OMG a
Grant of Rights in the form attached as Appendix B. OMG Staff will notify Revision
Task Force Voters in the unusual cases where they need to file a Grant of Rights. The
Grant of Rights template may be revised from time to time by the Business
Committee, and any such revised template will be appended to this Policy Statement.

5.0 OMG 규격의 저작권
5.1 소유 - OMG 규격의 저작권은 각 기고자와 OMG이 공동으로 보유한다. (각자 기여한 부분
에 대하여 각각 소유한다).
5.2 저작권 라이선스 - 규격안으로 OMG에 제출된 각 문서에 대하여, 문서 각 부분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법인은 (i) OMG 규격의 개발∙배포와 관련하여 해당 문서를 복사∙배포∙수정하
고 수정된 내용을 배포할 수 있도록 OMG에 비배타적이고 무료∙지불완료 및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ii) 누구도 OMG 규격을 사용하거나 OMG 규격에 대한 S/W를 활용
함에 있어서 문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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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라이선스 확인 - OMG 규격의 초안작성∙최종 채택 및 개정에 참여한 자들은 본 정책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위 5.2의 라이선스를 허여할 것이 요구된다.

5.4. Other Contributors- All other OMG Members and all non-Members who
contribute any material to a proposed OMG Specification will be deemed to have
granted to OMG and its sub-licensees copyright licenses with respect to such
material as set out in Section 4.2 below.

5.4 기타 기고자 - OMG 규격에 기고한 모든 OMG 회원과 비회원은 위 4.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 기고문에 대하여 서브 저작권 라이선스를 OMG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6.0 Disclaimer of Warranty
All proposed Specifications submitted to OMG and all OMG Specifications are provided
“as is”, and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Neither OMG nor any OMG Member shall be
liable for errors in a proposed or adopted Specification or for damages of any kind incurred
by any person using such Specification.

OMG에 제출된 모든 규격안과 모든 OMG 규격은“현재 상태로”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증 없이 제
공된다. OMG나 OMG 회원 누구도 규격안 또는 채택된 규격에서의 오류 또는 해당 규격 사용자에
의한 모든 종류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0 제한된 권리
모든 OMG 규격은 미국 정부 규정에 따라 "제한된 권리(Restricted Rights)" 자료에 해당한다.

All OMG Specifications constitute “Restricted Rights” material under U.S. government
regulations.

8.0 OMG 규격에 IPR 정책 선언

8.0 Statements of IPR Policies in OMG Specifications

모든 OMG 규격 서문에는 본 정책의 해당 조항에 적합한 공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지
사항의 양식은 본 정책에 의거하여 OMG에서 결정하며,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

The introductory section to every OMG Specification shall include appropriate statements of
all relevant provisions of this Policy Statement. The form of such statements shall, subject to
this Policy Statement, be as determined by OMG and may be changed from time to time.

9.0 보안정보

All information disclosed at any OMG meeting, and all submissions to OMG, will be
deemed to be public information that has been disclosed without any restrictions on use by
anyone. No valid copyright or patent right will be deemed by OMG to have been waived by
such disclosure. If an OMG Member wants to keep certain information confidential, they
should not disclose it at an OMG meeting. Any time members wish to discuss confidential
information, they must set up a separate meeting completely outside the OMG process and
have participants sign nondisclosur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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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보증 포기

7.0 Restricted Rights

9.0 Confident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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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Confirmation of Licenses- Formal participants in the drafting, finalization and
revision of OMG Specifications will be required to confirm the grant of the licenses
in Section 5.2 above, as provided elsewhere in this Policy Statement.

OMG 회의에서 비공개로 제출한 문서와 OMG에 대한 모든 제안은 특별한 사용 제한 없이 공개된 공
개 정보로 간주한다.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이러한 공개로 포기되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OMG
회원이 특정 정보의 비밀을 원하는 경우에는 OMG 회의에서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보안정보를 토론
하기 원하는 회원은 OMG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참석자들은 비밀누설 금지
협약에 사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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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OMG - Letter of Intent Template

첨부 A

OMG - 동의서 양식
O MG

[ Date ]

[ Date ]

제출처 :
Object Management Group
140 Kendrick Street
Building A, Suite 300
Needham, MA 02494 USA
Fax: +1-781-444-0320

Submissions Desk
Object Management Group
140 Kendrick Street
Building A, Suite 300
Needham, MA 02494 USA
Fax: +1-781-444-0320
This letter confirms the intent of [
] (the “Organization”) to submit a response
to the OMG RFP for [ Process Name ].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make a submission.

본 문서는 [ 절차 명칭 ]을 위한 OMG RFP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하는 [
동의임을 확인합니다. 이 문서는 제출 이행각서는 아닙니다.

] (조직명)의

If we do make a submission it will be governed by the OMG Policy Stat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Policy”), available at http://doc.omg.org/?ipr, and we
hereby: (i) grant OMG a nonexclusive, royalty-free, paid up, worldwide license to copy and
distribute the submission and to modify the submission and distribute copies of the modified
version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OMG Specifications; and
(ii) agree that no person shall be deemed to have infringed our copyright interest in the
submission by using OMG Specifications or conforming any computer software to OMG
Specifications.

우리가 제출하는 경우, OMG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문서(“ IPR 정책”)에 따라 관리되고
http://doc.omg.org/?ip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i) OMG 규격의 개발∙배포와 관련하여 해당 문서
를 복사∙배포∙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을 배포할 수 있도록 OMG에 비배타적이고 무료∙지불완료
및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ii) 누구도 OMG 규격을 사용하거나 OMG 규격에 대한 S/W를
활용함에 있어서 문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We understand that, under the OMG IPR Policy, all OMG Members are expected to act in
good faith in disclosing patents, patent application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might impede implementation of an OMG Specification or create unfair competitive
advantages. If our submission is approved by the relevant OMG Technical Committee, we
will submit a completed Business Committee Questionnaire in the form available at
http://doc.omg.org/?bcq, disclosing any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우리는 OMG IPR 정책하에, 모든 OMG 회원은 OMG 규격의 구현에 장애가 되거나 불공정한 경쟁
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 특허출원 기타 IPR을 성실히 공개할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제출하
는 문서가 관련 OMG 기술위원회에서 승인된 경우, 우리는 http://doc.omg.org/?bcq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완성된 업무위원회 질의서(BCQ)를 제출하고, 관련 IPR을 공개할 것이다.
는 본 제출에 대하여 OMG에서 본 사를 대표한다.

will represent the Organization at the OMG regarding this

아래의 서명은 본 사의 대표이며, 본 사를 대신하여 본 이행에 대한 승인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submission.
The signatory below is an officer of the Organization and has the approval and authority to
make this commitment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 Name of Organization ]

[ 조직 명칭 ]
제출자 :
이 름:

By: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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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OMG - Grant of Rights Template

Submissions Desk
Object Management Group
140 Kendrick Street
Building A, Suite 300
Needham, MA 02494 USA
Fax: +1-781-444-0320

This letter confirms that [___________] (the “Organization”) has participated as a voting
member of the OMG Finalization or Revision Task Force for [ Process Name ] (the
“Specification”) and that we have contributed to the Task Force Report and the finalized or
revised Specification.
We hereby confirm that, in accordance with the OMG Policy Stat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Policy”), available at http://doc.omg.org/?ipr, we have: (i) granted to
OMG a nonexclusive, royalty-free, paid up, worldwide license to copy and distribute our
contribution to the Specification and to modify the Specification and distribute copies of the
modified version; and (ii) agreed that no person shall be deemed to have infringed our
copyright interest in the Specification by using OMG Specifications or conforming any
computer software to OMG Specifications.

OMG - 권리 허여 양식
O MG

[ Date ]

첨부 B

[ Date ]
Submissions Desk
Object Management Group
140 Kendrick Street
Building A, Suite 300
Needham, MA 02494 USA
Fax: +1-781-444-0320

본 문서는 [_____________] (조직명)이 [ 절차 명칭 ]을 위하여 OMG 최종의결 또는 개정 TF의 투
표회원으로서 참여하였으며, TF 보고서와 최종 또는 개정된 규격에 기여하였음 확인합니다.
우 리 가 여 기 에 서 OMG의 지 적 재 산 권 에 대 한 정 책 문 서 “
( IPR 정 책 ”)에 따 르 며 , 이 는
http://doc.omg.org/?ipr에서 이용할 수 있고, (i) OMG 규격의 개발∙배포와 관련하여 해당 문서를
복사∙배포∙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을 배포할 수 있도록 OMG에 비배타적이고 무료∙지불완료 및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ii) 누구도 OMG 규격을 사용하거나 OMG 규격에 대한 S/W를 활
용함에 있어서 문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We understand that, under the IPR Policy, all OMG Members are expected to act in good
faith in disclosing patents, patent application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might impede implementation of an OMG Specification or create unfair competitive
advantages. Before the Task Force report is considered for approval by the OMG Board of
Directors, we will submit a completed Business Committee Questionnaire in the form
available at http://doc.omg.org/?bcq, disclosing any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우리는 OMG IPR 정책하에, 모든 OMG 회원은 OMG 규격의 구현에 장애가 되거나 불공정한 경쟁
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 특허출원 기타 IPR을 성실히 공개할 것으로 이해한다. TF 보고서를
OMG 이사회가 승인을 위해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http://doc.omg.org/?bcq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완성된 업무위원회 질의서(BCQ)를 제출하고, 관련 IPR을 공개할 것이다.

The signatory below is an officer of the Organization and has the approval and authority to
make this commitment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아래의 서명은 본 사의 대표이며, 본 사를 대신하여 본 이행에 대한 승인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조직 명칭 ]

[ Name of Organization ]
By: ____________________
Title: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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