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실무] Example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 제품판
매 거래 관련 일반적 계약조건 샘플 참고자료

13. ANTI BRIBERY (뇌물금지)

Buyer agrees that it now and in future shall comply with national law on prevention of
bribery, as well as any other law transforming from ratification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cluding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 general, the law makes it illegal to
bribe or make a corrupt payment to an Official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 retaining
business, directing business to any person, or securing any improper advantage. [구매자는
뇌물 방지 에 관한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 거래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등)
외국 공무원의 뇌물금지 OECD 협약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동

의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은 사업상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부적절한 권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
하고 있다.]

Buyer’s failure to comply with any provision of this section is grounds for immediate
termination of any Agreement by Seller (or its respective affiliates), without Seller’ incurring
any liability towards Buyer. In the event of such termination, (i) Seller shall be under no
obligation to supply any Product to Buyer, (ii) Buyer shall be responsible for and indemnify
Seller for any damages, claims, penalties or other losses (including attorneys’ fees) that
may be asserted against or incurred by Seller as a result of Buyer’s breach of this section;
and (iii) Seller shall be entitled to any other remedies available at law or in equit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section shall survive any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구매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자 (또는 해당 계열사)는 구매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 경우, (i) 판매
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품 공급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고 (ⅱ) 구매자는 구매
자의 본 조항 위반에 따라 판매자에게 발생되는 책임 및 손해, 클레임, 벌금 또는 기타
손실 (변호사 비용 포함 )을 배상하여야 하며, (iii) 판매자는 관련 법령 또는 이와 동등한
범위 내에서 가질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하다.]

Seller will only do business with those companies that respect the law and adhere to ethical
standards and principles. Should Seller receive any information to the contrary, Seller will
inform and Buyer agrees to cooperate and provide whatever information is necessary to
allow Seller to decide whether there is any basis to any allegation received and whether
the Agreement should continue. Such informa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books,
records, documents, or other files. [판매자는 법을 존중하고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준수
하는 기업과 거래할 것이다. 판매자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정보를 받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이에 대하여 통보할 것이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
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러한 정보는 장부, 기록, 문서 또는 기타 파일 등 형식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15. BREACH AND TERMINATION (채무불이행 및 계약종료)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s or remedies Seller may have under the Agreement or at
law, Seller may, by written notice to Buyer, terminate with immediate effect the Agreement
or any part thereof without any liability whatsoever, if: (a) Buyer violates or breaches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b) any proceedings in insolvency, bankruptcy
(including reorganization) liquidation or winding up are instituted against Buyer, whether
filed or instituted by Buyer, voluntary or involuntary, a trustee or receiver is appointed over
Buyer, or any assignment is made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of Buyer; or (c) the control
or ownership of Buyer changes. [판매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
지 않으며, 본 계약 혹은 법률에 의하여 판매자가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및 구제권
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상대방이 계약상의 조건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
는 경우 (b)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혹은 자발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한 파산절차, 청산절차,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거나, 상대방의 재산관리인, 청산인, 파
산관재인 등이 지명되거나, 상대방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지정이 행해진 경우
(c)경영권 또는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Upon occurrence of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above, all payments to be made by Buyer
under the Agreement shall become immediately due and payable.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an Agreement, the terms and conditions destined
to survive such cancellation, termination or expiration shall so survive. [전단에 규정한 사
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계약상 대금지급 의무는 즉시 변제기에 도래하며, 지급 가능한

상황이 된다. 계약이 취소, 해지 혹은 종료된 경우, 이러한 취소, 해지 혹은 종료를 예정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