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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EMNITY (지재권 면책조항)

(a) Seller, at its sole expense, shall: (i) defend any legal proceeding brought by a third
party against Buyer to the extent that the proceeding includes a claim that any Product as
furnished by Seller under an Agreement directly infringes the claimant’s patent, copyright,
trademark, or trade secret; and (ii) hold Buyer harmless against damages and costs awarded
by final judgment in such proceeding to the extent directly and solely attributable to such
infringement. [매자는 그 자신의 비용으로 (i) 계약에 의하여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이 다
른 제3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영업기밀을 직접 침해한다는 주장을 포함한 분
쟁해결 절차 등과 같이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방어행위를 하여

야 하며 (ii) 이러한 침해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분쟁 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 및 비용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Seller shall have no obligation or liability to Buyer under Section (a)(1) if Seller is not:
(i) promptly notified in writing of any such claim; (ii) given the sole right to control and
direct the investigation, preparation, defense and settlement of such claim, including the
selection of counsel; and (iii) given full reasonable assistance and cooperation by Buyer in
such investigation, preparation, settlement and defense; (2) if the claim is made after a
period of three (3) years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the Product. (3) to the extent that
any such claim arises from: (i) modification of the Product if the claim of infringement
would have been avoided by use of the unmodified Product; or (ii) design, specifications
or instructions furnished by Buyer; (4) to the extent the claim is based directly or indirectly
upon the quantity or valu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means of the Product or upon
the frequency of use or the amount of use of the Product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claim alleges that the Product as such, or its use, infringes or contributes to the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laimant; (5) for unauthorized use or
distribution of the Product or use beyond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6) to the
extent any such claim arises from Buyer's manufacture, use, sale, offer for sale, importation

or other disposition or promotion of the Product after Seller’ notice to Buyer that Buyer
should cease any such activity, provided such notice shall only be given if the Product is,
or in Seller’ opinion is likely to become, the subject of such a claim of infringement; (7) for
any costs or expenses incurred by Buyer without Seller’ prior written consent; (8) to the
extent the claim is based on any prototypes, or Open Source Software, or software provided
by Buyer or any of its designees to Seller and/or its affiliates; (9) to the extent any such
claim arises from any infringement or alleged infringement of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ing a standard set by a standard setting body and/or agreed between
at least two companies, (10) for infringement of any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ing the manufacture, testing or application of any assembly, circuit, combination,
method or process in which the Product may have been used, or (11) for infringement of
any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respect to which Seller or any of its
affiliates has informed Buyer, or has published (in a datasheet or other specifications
concerning the Product or elsewhere) a statement, that a separate license has to be
obtained. [판매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을 갖지 아니한다. (1)어
떠한 클레임에 대하여 (i)서면으로 즉시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 (ii) 변호사의 선택을 포함,
클레임에 대한 조사, 준비, 방어, 합의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iii) 조사, 준비, 합의, 방어 등에 있어 구매자의 합리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구매자에게 배송된 날로부터 3년이후에 제기된 클
레임의 경우, (3) 이러한 클레임이 (i)제품을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
을 경우(ii) 구매자에 의해 주어진 지시, 사양에 의한 경우, (4)클레임이 제품 자체 또는 그
사용이 클레임 제기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를 유발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의 사용 횟수 또는 사용빈도에 근거를 두거나, 제품의 질이나
가치에 근거를 둔 클레임인 경우, (5)제품의 무단 사용, 무단 배포, 제품의 사양에 벗어난
사용에 의한 경우, (6)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청약, 수입
또는 기타의 처분이나 판촉을 하지 않을 것을 고지한 이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클레
임이 제기된 경우, (단 제품이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매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7)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매자에 의하여 발생한 지출이나 경비에 관한 경우, (8)판매자 및/또는 그 계열사 또는
구매자에 의하여 제공된 시험 제작물, 개방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클레임인
경우, (9)표준설정단체에 의하여 지정된 또는 최소2개이상의 회사가 동의한 표준을 포함
하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10) 제품이 사용된 제조, 조립, 시험, 조합, 방
법 또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제조, 시험, 조합, 통합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11) 판매자 및 그 계열사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을 구매자에게 통보, 고지한 제 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For such claims of infringements referred to in this Section 8(b), Buyer shall indemnify
Seller and its affiliates against and hold them harmless from any damages or costs arising
from or connected with such claims and shall reimburse all costs incurred by Seller and its
affiliates in defending any claim, demand, suit or proceeding for such infringement,
provided Seller gives Buyer prompt notice in writing of any such suit or proceeding for
infringement. [상기에서 언급한 침해에 대한 클레임에 대하여, 판매자가 이러한 클레임
기타 절차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즉각적인 서면통지가 있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와 그
계열사를 면책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c) If any Product is, or in Seller’ opinion is likely to become, the subject of a claim of
infringement as referred to under Section 8 (a) above or if Seller receives from a third party
claiming infringement of third party IPR in relation to any of the Products, Seller shall have
the right, without obligation or liability and at its sole option, to: (i) procure for Buyer the
right to continue to use or sell the Product; (ii) provide replacement Product with a noninfringing product, or (iii) modify the Product in such a way as to make the modified
Product non-infringing; or (iv) repurchase such Product from the Buyer for the initial price

paid by Buyer less reasonable depreciation; or (v) suspend or discontinue supplies to Buyer
of the Products or parts to which such notice relates or (vi) terminate any Agreement to
the extent related to such Product. [만일 어떠한 상품이 전술한 제8(a)항에서 규정된 권리
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거나, 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판매자는 그 선택에 좇아 (i) 상대방이 상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
도록 상품을 조달할 권리 (ii) 대체 상품을 공급할 권리 (iii) 상품이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상품을 개조할 권리 (iv) 덜 합리적인 감가상각에 의해 구매자의 초기 지불가격에
서 해당 제품을 환매할 권리 (v)구매자에 대한 제품 또는 부품의 공급을 중단 또는 중지
할 권리 (vi) 해당 상품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나, 이러한 의
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d) Subject to the exclusions and limitations set forth in Section 9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foregoing states Seller’ entire liability and obligation to Buyer and Buyer’s
sole remedy with respect to any actual or alleged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any other proprietary rights of any kind. [일반조건 제9조에서 규정된 예외 및 책
임배제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술한 규정들은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모든 의무 및 책임,
그리고 지적재산권 혹은 이와 유사한 다른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였거
나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상대방의 고유한 구제방안을 명시하

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