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실무] Example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 전자제
품 판매계약 관련 일반거래조건 샘플 참고자료

6. RIGHTS IN SOFTWARE, DOCUMENT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소프트웨
어, 자료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forth herein, the sale by Seller of any goods implies the nonexclusive and non-transferable limited license to Buyer under any of Seller’ and/or its
affilia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ller’ IPR”) used in the goods to use and resell the
goods as sold by Seller to Buyer. To the extent that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is
embedded in or delivered with any goods sold by Seller to Buyer, the sale of such goods
shall not constitute the transfer of ownership rights or title in such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to Buyer,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forth herein, shall only imply a

non-exclusive and non-transferable license to Buyer under Seller IPR used in the software
to use such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in conjunction with and as embedded in or
delivered with the goods as supplied by Seller to Buyer. [본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판
매자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구매자는 그 판매지역 내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한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 하기 위하여, “판매자” 혹은 그 관련회사의 지적재산권에
의거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허가권을 취득한다.소프트웨어 혹은/및 자료가
상품에 수반하여 함께 양도된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및/혹은 자
료에 대한 소유권리 및 권한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대방은 본
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에 수반하여 함께 인도된
소프트웨어 및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에 의거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허가를 취득한다.]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shall not be
construed as conferring any right, license or immunity, either directly or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to Buyer or any third party under any Seller IPR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y other than explicitly granted under these Terms and
Conditions.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일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은 판매자의 지적재산권 또
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 면책권 등의 어떠한 권리를 구매자 또는 제3자에

게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uyer shall not: (a) modify, adapt, alter, translate, or create derivative works from any
software residing in or provided by Seller in conjunction with any goods; (b) assign,
sublicense, lease, rent, loan, transfer, disclose, or otherwise make available such software;
(c) merge or incorporate such software with or into any other software; or (d) reverse
assemble, decompile, disassemble, or otherwise attempt to derive the source code for such
software without written authorization from Seller except as explicitly allowed under
applicable law. Buyer shall reproduce, without any amendments or changes thereto, any
proprietary rights legends of Seller and/or its affiliates or its third party suppliers in any
software or documentation provided by Seller. If and to the extent copyright in the software
is owned by third parties, the license terms of these third parties shall apply instead of the
present Terms and Conditions to such third party software. [구매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a) 상품에 수반하여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업결과물을 수정, 변경, 교체,
이전 혹은 창작하는 행위 (b) 이러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양도, 이전, 재사용허가, 임대,
공개, 교환하는 등의 행위 (c)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시키거나 병합
하는 행위 (d) 관련 법령의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음에도, 판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source code; 원천부호)를 역설계(reverse assemble), 역전환

(decompile), 해체(disassemble)하거나 추출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
공한 소프트웨어나 자료에 기재된 판매자 및/혹은 그 관련회사나 제3 공급업체의 지적재
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정도를 넘어, 재활용하지 못한다. 제3자의
사용허가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제3자의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이 부가된 경
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본 거래조건 대신 제3자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한
다.]

7. LIMITED WARRANTY AND DISCLAIMER (보증제한)

(a) Seller warrants that under normal us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user manual
the Products, (excluding any software that is not embedded in or delivered with any goods
by Seller or software which is subject to copyright owned by a third party) shall, at the
time of delivery to Buyer and for a period of twelve (12) months from the date of delivery
(or such other period as may be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parties, or as communicated
in writing at sale by Seller),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or workmanship and shall
substantially conform to Seller’ specifications for such Product, or such other specifications
as Seller has agreed to in writing, as applicable. Labor costs, (de)mounting and/or
(de)installation are excluded from this warranty. Seller’ sole and exclusive obligation, and

Buyer’s sole and exclusive right, with respect to claims under this warranty shall be limited,
at Seller’ option, to (1) repair or (2) provide a replacement of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Product or (3) to an appropriate credit for the purchase price thereof. Seller
will have a reasonable time to repair, replace or credit. Seller is entitled at its option to
replace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Product(s) with a product that has minor
deviations in design and/or specifications not affecting the functionality of the agreed
Product(s). The non-conforming or defective Products shall become Seller' property as
soon as they have been replaced or credited. [판매자는 사용 설명서에 따른 제품(상품과
함께 제공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제3자 소유의 소프트웨어는 제외)의 정상적인 사용 하
에서, 구매자에게 배송된 때로부터 12개월의 기간(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합의한 기간
또는 판매자의 판매를 서면으로 합의한 때) 동안, 제품의 소재나 제조기술의 결함에 대하
여 무료로 보증하며, 제품의 사양 및 허용 가능한 범위 하에서 판매자가 서면으로 동의
한 다른 사양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노무비, 설치 (제거)에 대한 보증은 제외된다.
(1)수리 또는 (2)하자 또는 부적합 제품의 교체 (3) 구매가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조건
에서 본 보증에 관한 클레임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유일한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판매자는 제품의 수리, 교체 또는 보상에 있어 합리적인 처리시간을 가질 것이다. 하자
있는 제품, 부적합 제품의 교체와 관련하여 판매자는, 합의된 제품과 기능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디자인 또는/및 사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적합 또는 하자 있는 제품은 교체, 보상된 즉시 판매자의 자산이 된다.]

(b) Buyer may ship Products returned under warranty to Seller’ designated facility only in
conformance with Seller’ then-current 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policy. Where a
warranty claim is justified, Seller will pay for freight expenses. Buyer shall pay for returned
Products that are not found to be defective or non-conforming together with the freight,
testing and handling costs associated therewith. [구매자는 본 보증에 따른 제품의 반환이
있는 경우, 판매자의 반환 승인 정책에 준수하여 판매자가 지정한 시설로 반환하여야 한
다. 보증에 대한 클레임이 정당한 경우, 판매자는 화물 비용을 지불한다. 구매자는 결함
이나 부적합한 제품이 없음에도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화물 비용, 검사료, 취급 수수료를
더불어 지불하여야 한다.]

(c)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Seller shall have no obligations under warranty if the
alleged defect or non-conformance is found to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environmental
or stress testing, misuse, use other than as set forth in the applicable user manual, neglect,
improper installation or accident, or as a result of improper repair, alteration, modification,
storage, transportation or improper handling. [상기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또는 스트레

스, 부적절한 사용,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용, 부적절한 설치 또는 사고, 부
적절한 수리, 개조, 변경, 저장, 운송 또는 부적절한 취급의 결과로 인한 제품의 결함이나
부적격 제품을 발견한 경우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d) Subject to the applicable mandatory law, the express warranty granted above shall
extend directly to Buyer only and not to Buyer’s customers, agents or representatives and
is in lieu of all other warranties, whe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implied warranties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merchantability, or non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l other warranties are hereby specifically
disclaimed by Seller. [련 법령에 따라, 상기 명시한 보증은 구매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구매자의 고객,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무제한의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는 명시적, 암시적인 다른 모든
보증, 상업적 보증이든 지적재산권의 불침해인지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보증을 대체한다.
이외의 다른 모든 보증에 대하여 판매자는 이를 부정한다.]

(e) Subject to the exclusions and limitations set forth in Section 9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foregoing states the entire liability of Seller and its affiliates in connection

with defective or non-conforming Products supplied hereunder. [본 조항은 제9조의 “책임
의 제한”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과 관련한 하자, 부적합 제품과
관련한 판매자와 그 계열사의 책임을 모두 명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