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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해외 선진국계약서의 사례분석과 수출계약 시 위험사항

의 도출 및 표준수출계약서와 안내서 개발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세계6위의 원자력발전능력과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원

자력 비발전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분야와 격차가

크고 세계시장 경쟁력이 매우 미미한 상태임.

○ 비발전분야는 그 범위가 다양하고 수출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위한 법률지원 또는 수출지원이 부족하여 수출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사업과 연계된 수많은 부품사업이 해외기업에 의해 이루어짐

에 따라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으며, 이를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중심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소 수출산업과

병행하여 해외진출을 모색하여야 함.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선진국 수출기업의 계약사례의 리스크, 계약절차 분석, 및 원

자력기술수출통제 법률과 절차를 제시하였음.

Ⅳ. 주요 연구결과 및 건의

○ 원자력 비발전분야 수출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확립과 지원을 위한 토

대 마련에 일조하였음.

○ 해외 선진국의 계약서 내용분석과 영문계약의 법률적 위험을 분석하고

기업실무자의 영문계약서상의 주의사항을 잘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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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비발전 분야의 게약관련 법률자료를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내기업

의 비발전 분야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계속적으로 원자력비발전분야의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전략회의 또는 지

원단을 추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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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nalysis of Developed Country's Export Contract and

Contract Risk and Development of Sample Contract and

Guide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 When we compare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with non-nuclear

power plant industry, the latter's maturity does not balanced with the

first.

○ One reason of the lack of maturity may be caused by insufficient

support of government include legal service and infra.

○ This paper aimed at developing legal support for the non nuclear

power plant industry's export.

Ⅲ. CONTENTS AND THE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showed risks related with export contract and explained

export control acts and procedures.

Ⅳ. MAJOR RESULTS AND RECOMMENDATIONS

○ This study aids establishing government policy and promoting export

of non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 This paper treated analysis of contractual risk and caution before

entering into contract.

○ To promote continuing export result, governmental and legal aids and

guide will be require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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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효자품목인 조선, 중공업, 건설과 수출증대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수출 분야로서 그동안의 축적된 독자적인 원자력기술에 대한 수출활로

에 대한 관심은 그 무엇보다도 높아졌다. 원자력기술원자력기술수출은 거대한 장치분

야인 원자력발전설비의 수출과 기술집약적인 비 발전분야의 수출로 분류할 수 있다.

원자력기술의 민감성으로 인해 발전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최초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의 원천기술 분쟁으로 성과를 위한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

지만 비 발전분야의 경우에는 원자력기술의 활용이 증가되면서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원천기술에 대한 법적 분쟁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원전수출의 추진분야보

다는 더욱 가시적인 성과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전 수출분야의 경우에는 수출가능업체의 규모가 세계적인 규모를 이미

확보하고, 인력 및 사업관리, 장비에 있어서 자체 해결이 가능함에도, 비 발전분야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자원이 매우 미력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수출가능한 기술의 확

보가 우선 담보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원자력 비발전 분야 기술수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기반구축을 위한 홍보, 수출 전략/정보, 해외마게팅, 교

육 및 수출자문의 추진에 있어서 원자력 제반 분야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수

출계약서와 안내서의 개발이 역시 절실하며, 관련 회사의 요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비 발전분야의 수출향상을 위해 관련 산업계에서 실용할

수 있는 표준수출계약서와 안내서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원자력기술 수출의

특수성이 반영된 계약의 제반 이론과 실무상의 노하우, 원자력 수출입통제관련 절차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활용의 파급효과로 비발전 분야의 다양한 주요 수출형태인 물품

수출, 라이센스 계약, 대리점계약, 용역서비스 등의 추진에 있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델계약서와 더불어서 활용을 위한 안내서를 추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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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의 실제적인 해외무역계약을 위한 계약일반적

인 분석, 일반영문계약의 양식 및 주의사항, 원자력품목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원자력

수출입통제절차와 더불어 원자력기술수출의 품목, 즉 물품수출, 비파괴검사와 같은 서

비스 수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라이센스 계약, 판매대리점 계약에 대한 표준수출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를 첨부하였다.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과제참여원의 전문분야별 업무를 분담하여, 해외수출업체의

자료의 수집과 관련전문가와의 자료검토를 한 후 해외계약과련 표본자료를 추출하고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법률적 위험사항을 도출하여 표준수출계약서를 제작하고, 그에

기한 상세한 안내를 하고자 하였다.

표 1). 추진전략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1) 사전정보 조사

- 인터넷, 관련문헌, 전문가와의 전화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

- 과제 진도회의 및 세미나를 통한 중간결과 검토 및 연구방향 조성

(2) 비발전 분야 해외수출을 위한 환경 분석 및 여건 분석

- 전문가 면담 및 자문을 통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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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자문회의 개최

(3) 효과적인 전략적 접근 방안 도출

- 사전조사와 여건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의견 도출 등 세

부목표별 추진 방법을 설정하였다.

또한 정책 수요처인 교육과학부 원자력국 원자력 기술수출지원단과 정책협의 및

과제 진도 설명회, 정책자료 제공 등을 통해 과제 수행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

으로 반영하였다. 과제와 관련하여 원자력국제협력재단 주관의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정례회의 및 분과회의를 참가하여 지속적인 관련기업의 필요사항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그림 1>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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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무역계약의 법률적 분석

제1절 국제계약성립의 필수이론

1. 국제계약의 성립

가. 계약의 성립

  사랑하는 남녀가 어떤 시점부터 서로에게 권리의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부로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혼인이라는 것도 구청에 신고한 후부터, 서양처럼 교회

에서 혼인서약을 한 후, 또는 혼인서약과 신고없이 사실상의 혼인한 부부의 관계를 갖

고 있는 사실혼에 기인한 권리의무의 요구 등등 참으로 권리의무의 시기를 정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서로간의 이 시점에 대한 불일치는 ‘간통’ 또는 상업광고의 ‘사랑은 움직

이는 거야’의 대립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국제계약 역시 “계약”이라는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므로, 국제수출계약이든

국내구매계약이든 공통적인 계약의 성립을 위한 요소들을 보고자 한다.

나. 계약의 필수요소

     (1). 목적 또는 약속 (Promise)

약속은 공개된 형태로 미래에 무언가를 하겠다 또는 말겠다는 상대방이 분명히 알

수 있는 표현을 의미한다. 일반 사람들 (Reasonable Person Standard)이 보았을 때 무

언가의 가치가 담긴 약속 또는 의무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약속을 통해 과거의 지난

행위가 아닌 미래의 일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약속 당사자 (Promisor‐Promisee)

약속을 하는 당사자를 Promisor, 타 당사자를 Promisee라고 하며, 보통의 경우에

는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Promisor, Promsiee가 중첩되게 된다.

     (3). 수익자 (Beneficiary)

약속 당사자의 약속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받는 당사자가 두 당사자인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다른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을 받는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한다.

     (4). 급부 (Consideration)

서로의 약속이 오고 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급부 (Consideration)라는 것

인데, 이는 약속을 하는 의무부담자 (Promisor)가 그 약속에 의해 받는 어떤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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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를 말한다. 만약 이 급부(Consideration)가 상호 교차되지 교환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강제성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국제계약에 있어서도 이 급부의 상호

부담유무가 계약의 강제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며, 무언가를 부담하는 급부

가 없다면 그 계약은 증여(Donation)로 규정될 수 있으므로 의무부담자는 의사의 철회

를 통해 간단하게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   계약적 책임이론  (Contractual Liability)

     (1). 명시적 계약 (Express Contract)‐ 명시적 계약은 구두나 문서화 된 청

약 (offer),승낙(acceptance), 그리고 교환되는 급부(bargained‐for consideration)가 요

망된다.

        a.급부없는 계약:‐어떤 계약들은 교환되는 급부가 없음에도 강제성있는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가)신뢰원칙 (Promissory Estoppel)‐ 만약 계약당사자가 상대의 호의

나 증여에 믿음을 갖고 이에 기한 예측되는 신뢰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신뢰행위

가 충분히 상대의 호의나 증여의 급부에 준하는 가치가 있는 경우 증여 또는 호의 당

사자는 상대방의 급부가 없다는 것을 항변사유로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나).기피가능한 이전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사전에 급부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는것이 기대되는 당사자가 법률적으로 시효의 만료나, 강박에 의한 계약

등의 항변사유가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그 기대되는 의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에는 추가적인 급부가 없음에도 강제성있는 계약으로 추인되는 경우가 있다.

       (다)사전에 부여된 이익에 대한 지불약속‐ 상식적인 논리이겠지만, 사전에

이미 이익 또는 급부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경우 그 급부의 수급자가 추후에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 그 약속은 강제성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2). 묵시적 계약‐묵시적계약은 명시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

립된 계약이라기 보다는 거래의 정황속에서 일방당사자의 서비스나 급부를 제공시에

특별한 계약 없이 상대방이 수급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실적 묵시계약

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묵시적 계약으로는 법률에 의한 묵시계약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일방 당사자가 갖는 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심히 정당성이나

공평성을 어길 때 법률에 의한 묵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부당이익자로부터 대

가를 지급하게 하는 계약을 의미함. 국제계약에서는 이런 묵시적 계약이론을 적용보다

는 명시적 계약에 의한 의무이행강제성을 요구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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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제성(Enforce)의 의미

   (1). 도입

강제성 있는 계약이 체결이 된 후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하였을 때 다른 일방

당사자는 몇 가지 손실 및 손해배상을 위한 수단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손해배상, 강

제의무이행(Specific Performance),반환(recession), 원상회복(restitution) 등의 방법이

있다.

  (2).강제성의 기본원칙

 계약의 강제성의 의미는 계약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지우

는 것으로 강제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강제성을 위한 계약법상의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로는 계약법은 계약위반에 응당한 보상을 보전시켜주는 것이지 계약파기

당사자를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파기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며 둘째는 보상은 계약피해당사자를 계약이 지속되었으면 달성할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셋째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상은 금전교환가치의 형태

로 이루어지고, 파기당사자에게 계약의 강제수행의 경우에는 아주 극히 이례적인 상황

에서만 법원이 보장해 주고자 한다.

 (3). 손실계산

    (가). 거래원칙상의 이익

 일반적으로, 계약파기의 피해당사자에게는 계약이 수행 및 완료되었을 때 피해당

사자가 취득할 이득(expectation damage)을 보전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Benefit of Bargain"원칙이라고 하며 이 원칙의 적용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측정의

불합리성, 불가능성이 상존할 때에는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나).회복이익(Restitution Damage)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계약피해자가 파기당사자에게 실제 제공된 이익 또는 급부

를 돌려주는 원칙이다.

  (다).신뢰, 믿음이익(Reliance Damage)

계약파기당사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계약피해자의 계약수행을 위해 사용된 비용

이나 손실에 대해 계약파기자가 배상해 주는 원칙이다.  

 (라). 강제이행 (Specific Performance)

 다른 손실계산방법으로는 계약의 피해자에게 불충분하고 계산의 방법이 매우 심

할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공평이론 (equity)에 따라서 계약불이행자에게 계약의무의

강제수행을 명령하는 손실보전방법이다. 예를 들어, 요즘과 같은 고유가 행진이 계속

되는 정유사간의 석유공급계약의 경우 공급자가 유가가 갑자기 오르게 되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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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파기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서도 새로운 공급계약을 맺는 것이 이득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피해당사자의 다른 공급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석유공급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파기자에게 강제의

무이행 (Specific Performance)을 부과시켜 계약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임.

 

2. 계약행위의 과정

가. 동의의 의미 (The Nature of Assent)

(1). 도입

계약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양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래행위로서 제안과 수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계약의 객관적 이론

상호동의의 성립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당사자가 통상의 상황

에서 이해되는 의미에 의해 계약의 성립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국제계약의 결

정요소는 문서화된 명시적인 “meeting of mind"의 존재가 필요로 하게 된다.

나.계약의 청약 (OFFER)

(1).계약의 성립

국제계약의 청약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거래에 이르고자 하는 제안

을 청약이라고 하며 유효한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의도(Intent), 계약내용의 명확성 및

문서화, 청약 및 피청약자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있어야 한다.  계약의 청약은

사전적인 협상의 단계가 아닌 청약을 의미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I bid'는 청약을 의미하고 ‘Are you interested?'는 사전적인 협상을 의

미하며 또한 청약의 상황에 있어서, 청약의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나 많은 상대에게 이

루어 졌다면 그 계약은 광고의 성격이거나 “Invitation to make an offer" 로서의 의미

이다.

(2). 가격 제안 (Price Quotations)이나 광고

단순한 가격의 제안은 통상 구매자에게 구매청약을 위한 초대로서 의미한다. 광고

의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 수량과 계약의 세부조건의 불명확함과 판매자의 경우 특정

된 구매자가 정해지지 않고, 광고는 불특정다수에게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의 수락을

위한 사전적인 청약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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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의 승낙 (Acceptance)

계약이 성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계약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승낙의 방식은 청

약의 방식과 같거나 청약이 요구한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1). 유효한 승낙을 위한 요구조건

일반적으로 청약이 이루어진 대상 당사자에게만 승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승낙은 무조건적인 전체의 수락이어야 하며, 만약 일부라도 다른 조건이나 미흡한 부

분이 있는 승낙을 한다면 그 결핍된 승낙으로 인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승낙의사의 명확한 전달

계약의 청약이 이루어 진후 청약자는 승낙의사의 접수를 기대하게 된다. 이 과정

에서 청약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낙자의 승낙의사를 접수해야 청약자는 청약과 승

낙의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수행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승낙의 의사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되며 명시적이지 않은 의사표시로서 일반

적인 이성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Standard)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명한 승낙

의사의 전달로 볼 수 없다면 그 계약은 승낙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약의 승낙조건에 있어서 “Your silence will be an acceptance of my

offer” 와 같은 명시적이지 않은 수동적인 방법으로의 승낙의 요구는 주로 계약의 성

립의 방해요건이 된다.

(3). 승낙할 수 있는 권리의 사멸되는 경우

승낙을 위한 청약은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법률이나 양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승낙을 위한 당사자의 승낙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의미는 승낙 역시 청약이

이루어졌을 때 시간적으로, 방법적으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청약자에게

이런 권리를 주는 이유는 청약자의 위험을 감소시켜 거래지위(Bargain Power)의 균형

을 이루기 위함에 있다. 대표적으로는 i) 승낙자의 승낙이전에 청약자가 청약의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승낙자의 승낙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철회

의 방법으로는 보편 타당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청약의 철회로 충분히 이해

되는 방법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며, 그 의사의 상대방의 접수

시에 청약의 철회가 이루어 졌다고 본다. 만약 청약자의 청약이 일반공공(Offer to the

Public)에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ii) 법률에

의해 청약의 사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약 당시에 지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와, 특

별한 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시간의 경과 후에도 승낙의 의사가 없

으면 승낙의 권리가 사멸된다. iii) 또한, 청약 거래 목적물의 소멸이나 사멸, 또는 거래

당사자의 유고 시에는 그 청약 및 승낙의 권한은 사멸될 것으로 본다.

(4). 미국의 Mailbox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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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미국과의 거래 시에 미국법률이 준거법이 되어 적용될 경우 참고해야

할 목적으로 소개하자면, 양 당사자가 구두상으로 협상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언제

의사소통을 통한 계약의 성립, 즉 승낙의 완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양

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순간으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의 승낙

은 청약자에게 승낙자가 승낙의사를 발송하는 순간 승낙은 이루어졌고 청약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는 오직 청약과 승낙의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적용되는 것

이고,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그 의사의 효과가 있는 도달주의를 적용

하고 있다. 이러한 Mailbox Rule의 이유는 승낙의 의사를 발송하는 그 순간 승낙자의

그 계약의 승낙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이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계약의 강제성이 발생시점으로 보는 법 논리에 기인함.

라. 청약의 제안과 다른 조건으로의 승낙의사표시의 의미

(1). 계약문서 전쟁(Battle of Forms)

현대의 무역계약은 대부분이 문서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구매자가 판매자

에게 구매요구서(Purchase Order)를 제출하면서 거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구매요구서는 가격, 수량, 물품의 정보가 자세히 담겨있다. 그 구매요구서를 판매자가

수령한 후, 판매자는 문서화된 승낙확인서를 보내는데, 이 경우 판매자의 승낙서의 내

용은 때로는 구매자의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의도된 내용의 변

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우는 새로운 청약의 제안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서로의 의사가 문서화된 의도적으로 변형된 청약과 승낙의 반복과정을 계약문서의 전

쟁(Battle of Form)이라고 함.

(2). 승낙과 더불어 추가된 제안

만약 승낙을 위한 당사자가 기대되는 승낙의 의사표시와 더불어 추가된 부분은 또

하나의 청약 또는 제안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된 청약의 내용이

본 계약의 중대한 사안과 달라서는 안되며, 최초의 청약의 방식과 차이가 많아서는 안

된다.

통상의 경우, 청약과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승낙이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제

안이 첨가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계약의 핵심내용이라기 보다는 지급방법이나 지협적

인 사항에 대한 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제안이 첨가된 승낙도 유효한 승낙으로 볼 수

있다.

3. 계약파기에 대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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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

자유무역의 근간인 “계약의 자유”가 국제무역의 기본이듯이 계약파기의 자유 역시

계약당사자에게 부여된 권리중의 하나이다. 다만, 계약법에서는 계약파기로 인한 피해

당사자를 위한 손실계산을 보장해 주고자 함에 그 법리의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벌칙

적인 징벌적인 조치들이 국제계약법이나 일반계약법에서 기피하게 된다. 그리하여 징

벌적 벌금 (Punitive Damage)나 강제의무수행 (Specific Performance)의 조치들은 계

약파기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유로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에서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

다.

(1)심각한 계약파기 vs. 지협적인 계약파기

계약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계약이 파기되었을 시에는 피해당사자의 계약상의 의

무이행 역시 유예될 수 있다. 또한 계약파기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전체계약의 파

기에 기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협적인 계약상의 파기인 경우에는 전

체계약의 파기에 기반한 손해배상보다는 그 파기된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계약파기 피해자로서 판매자의 소송이전 가능조치

판매자는 구매자의 i) 악의에 의한 물품수령거절, ii)계약성립 이후의 승낙의 철회,

iii) 지급기한내의 지급의 실패, iv) 계약파기가 명확한 예정될 경우 판매자는 물품이전

의 거부 또는 현금지급의 요구를 할 수 있다.

(3)구매자의 소송이전 가능조치

구매자는 판매자의 계약 파기시에 성립된 계약의 승낙의 철회, 계약상 정해진 물

품의 배송실패인 경우 다른 회사에서 계약상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4)판매자의 소송을 통한 조치

만약 판매자가 물품을 구매자에게 이전했고, 구매자가 대금의 지급이 실패할 경우

판매자는 판매전체가액에 대한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물건을 여전

히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자의 계약 파기시에는 판매자는 그 물품의 다른 판매처에

재 판매할 시의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5)구매자의 소송을 통한 조치

계약 후 판매자가 물건배송 및 구매자로 전달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다른 판매처

에게 동일한 물품을 구매한 후 그 구매로 인한 차익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물품

구매 후에 있어서도 판매자의 계약에서 지정한 하자책임 (Warranty)에 대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의 가액산정에 있어서는 구매물품의 사용에 따

라 수반 및 야기된 손해까지 청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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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대이익의 계산

(1).손해배상액의 산정

계약상의 손해배상의 목적은 계약파기에 의한 손실당사자에게 그 계약이 파기되

지 않았다면 얻을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 큰 원칙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계약상의

실현되지 않은 추상적인 이익을 계산하여 금액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

법과 의문이 있다. 예를 들자면, 계약상의 피해자가 본인의 계약수행을 들인 비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은 계약피해자에게 미친 잃어버린 기회의 손실 측정

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가).기대이익을 위한 손해배상의 계산법 두가지

1).손실계산= 계약파기로 인한 상품가치의 손실 – 회피비용 +

다른 기타손실

이 손해배상계산의 경우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피해자 역시 본인의 계약수행을

위한 비용 지출의 필요가 소멸됨에 따른 이익은 공제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2).신뢰비용=계약이행상의 발생비용 + 계약성공시의 예상이익+ 다른 손실

이 손해배상계산은 피해당사자가 본인의 계약의무 수행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더

불어 계약이 완수되었을 시에 얻을 예상이익을 손해배상에 반영된다.

(나). 기대이익계산이외의 방법

계약파기자가 계약의 이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피

해자는 만약 계약이 기대이익보다 계약적 의무이행을 위해 더 많은 금전적 손실이 있

는 상황에서는 계약의무이행을 위해 사용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손해당사자의 제약

(1). 손해감손 노력 및 제약 (Duty to Mitigate)

계약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계약파기로 인한 피해를 막

을 수 있는 손실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상식적으로 상대방의 계약파기를 인

지하거나,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응당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을 법률은 요청하고 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정도

는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기준은 없지만, 대략 “reasonable conduct”을 요구하고 있다.

이 합리적 행위기준은 일반적인 거래행위에 있어서 통상 취할 수 있는 피해감손 노력

이라고 볼 수 있다.

(2). 예견가능성 (Forese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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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특수성, 즉 계약파기자가 본인의 계약파기가 계약파기의 피해자에게

기대이익보다 훨씬 더 피해가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계약파기자에게 그 계

약파기의 피해자의 특수한 손실(Consequential Damage)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이다. 이 경우 계약파기의 피해자가 반드시 그 특수한 상황을 계약파기자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a clear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circumstances’)을 입증해

야 할 것이다.

(3). 손해액이 계산 가능해야 한다. (Certainty)

계약파기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한

다. 만약 그 손해가 너무 불확실하고, 추상적이면 법원은 그 손해를 계약파기자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각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의 자유

와 더불어 파기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 있고 다만, 그 계약파기에 대해 계약파기의 피

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법원이 원하는 점이다.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계

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확정은 오히려 위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어긋나는, 징벌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4). 합리성이 결여된 벌칙조항과 청산손해계산

계약에 따라 계약서의 조항으로서 계약파기시의 손해액을 미리 특정할 수도 있다.

법원은 그러한 조항의 무조건적인 강제적용이라기 보다는 그 조항의 합리성과 타당성

을 검토 후에 해당조항의 강제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특성상, 계약체결

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타당성이 결여된 조항이 계약체결의 우월적 지위자

의 강제로 계약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는 손해배상액 조항

은 양 당사자가 계약체결의 당시에 명확한 신뢰와 확신 (good faith)아래 실제적인 손

해액의 계산을 통해 체결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러한 청산손해조항을 인정할 것이다.

4.. 계약수행의 불가항력과 목적의 불능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Frustration of Purpose)

계약의 의미이행이나 수행 이외에 계약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계약당사

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의무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이 경우 법원은 계약의 의무이행을 면제시킬 수 있다.

가. 양당사자의 착오 (Mutual Mistake)

계약체결의 양당사자가 계약본질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상호 착오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그 착오로 인한 손실을 입을 당사자가 계약의 중지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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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나. 이행의 불가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

계약이 체결된 이후, 당사자의 과실 없이 객관적으로 일방당사자의 계약의무 이

행이 불가능해 졌을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을 그 조건의 해결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의무의 이행이 중요한 계약수행의 사안이라면, 계약에 따른 모든 양 당사자

의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다.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그 당사자가 되

었을 시에는 이행이 불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지, 계약수행자로서의 개인적인 불

가능성으로 인한 요구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계약 당시에 충분히 예측된

위험의 (Foreseeable Risk) 실현으로 인한 불가능의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가 이

행의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의무 면제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계약으로 인한

기대수익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악화로 인한 의무면제의 주장 역시 타당한 주장이 되

기 어려울 것이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에는 “due to causes beyond its control and not

occasioned by its fault or negligence”의 형태로 이행불가능에 대한 의무면제가 보장

되어 있지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장당사자의 과실(fault)이나 주의의무의 해태

(negligence)가 없어야 하며, 그 발생원인이 주장당사자의 통제성(beyond control)을 벗

어나야만 한다.

다. 계약목표의 불능 (Frustration of Purpose)

계약서의 단골로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법률개념중의 하나가 바로 이 Frustration

이다. 이는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계약의 목적 또는 가치 전체

가 완전히 무용화 되는 경우를 계약목표의 무효화라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

적으로 계약수행과정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행위나 사건이 계약의 성

립 당시에는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며, 그러한 갑작스런 일로 상호 의도하는 계약의 목

적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 법률개념에 입각한 계약의 의무를 상호면

제가 가능하다.

제 2절 영문수출계약서 실무

1. 영문계약서 실무이해를 위한 key note

국제계약이 영문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법률영어는 다분히 영미법적인 개념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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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로 정의되고, 규약화 될 수 밖에 없다. 계약을 영어로 ‘Ke‐yak’이 아니라

‘Contract’이라고 하는 순간, 한국적인 계약개념을 적절히 영미법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무역의 실무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상호간의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 계약법률영어도 기초영문법만 알면 중간은 간다.

계약법률영어도 용어의 의미가 통상의 일반영어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나, 생

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막상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읽어보면 중간중간의 막히는 부분이

소설처럼 건너뛰어도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약영어라는 특수

한 영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초영문법만 알면 적어도 중요한 계약의 사안을 파악

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간과하기 쉬운 계약법률영어의 기초영문법적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주

의를 할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누가(Who) 무엇을 (What)?

계약법률영어에서는 당연히 양 당사자간의 계약의무의 이행과 수행이라는 상호교

환적 조건으로 여러 조항의 연속으로 이루어 져 있다. 계약적 의무의 이행을 양자가

함에 있어서 여러 조건들이 부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문계약서를 읽으실

때는 색깔팬으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시를 당자자 별로 하시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각 당사자 별로 구분해 놓으면 계약의

절반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의외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다. 예

를 들자면,

여기 두 문장을 보자면,

B may stop supply of the products upon consultation with A

A and B may stop supply of the products upon mutual consultation.

두 문장의 차이를 느껴본다면?

한국어로 보면, B사는 A사의 협의하여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라는 문장

과 두번째 영문문장은 A사와 B사는 상호 협의하여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라

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B사의 상품공급의 중단할 수 있는 권

리에 있어서는 매우 차이가 큰 문장들이다. 첫째 문장은 ‘B사는 A사와 협의하여 상품

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의미지만, A사와의 동의자체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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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다. 따라서 B사의 상품공급중단권은 B사에 매우 유리하게 보장되어 있고, A

사의 동의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둘째 문장은 ‘A사와 B사는 협의하여 상

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로 해석된다. 따라서 B 사는 A사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주어의 당사자 포함범위가 이렇게 다른 계약권리를 표

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사항은 색깔팬으로 주의 깊게 보는 인내

가 필요할 것이다.

(2). 문맥 속의 단어, 구, 절의 쓰임

계약법률영어에서는 당자자가 무엇을 하는가? 라는 부분과 더불어 각 조항의 문장

에서의 단어, 구, 절의 상호호응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초영문법

실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보면,

계약 당시에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자동연장을 하려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면,

This contract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another two year period,

unless either party gives written consent to the other of non‐renewal 15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그리하여, 최초의 계약이 만료된 후 2년의 자동연장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는 계약

물품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2년의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계약의 자동연장조

항은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을까?

언뜻 보면 계약서에 의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

각이 될 지도 모fms다. 그러나 최초의 자동갱신2년이 지나고 나면 이 갱신연장조항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함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another two year period는 한 번의 연장

특약을 위한 것이고, 계속적인 연장특약을 위해서는 “successive periods of two years

each” 로 표현되어야만 계속적인 계약관계의 자동연장이 가능할 것이다.

(3). 문장의 표현 및 조건이 명료한 조문

국제계약에 있어서의 영문계약은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큰 것만을 보고 작을 것을

경시하는 국내풍토적인 접근을 한다면, 처음에는 신뢰성을 쌓는 듯이 좋을 수 있지만,

국제계약의 여러 위험성 속에서는 분쟁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고객을 잃어버리는 경

우가 종종 있다. 따질 때는 조금 고리타분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위해서는

계약 작성만큼은 꼼꼼하게 서로 간에 명료할수록 사업적 신뢰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은 계약서의 다음 조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A may terminate this contract in case of the following:

(a) A gives 15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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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pays $5000.00 to B for compensation.

이 (a)와 (b)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될 때 A 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

면, 두 조건중의 하나만 만족하면 될까요?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국제사례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지만, 계약 당시의 보충자료 또는

문서가 이 조문 해석의 더 강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명료성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이다.

2. 영문계약서의 일반형식

한국의 계약서를 보면 통상 “갑”, “을”간의 계약사항이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계약내용이 각기 다르면서도 큰 조문의 형식은 비슷비슷한 경우

가 많다. 영문계약서 역시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필수 뼈대는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뼈대를 알고 접근한다면 영문계약서에 대해 매우 친근

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통상 수출판매계약의 일반양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EXPORT SALES CONTRACT (수출판매계약서)

계약서의 이름만으로도 대략의 내용이 연상될 수 있습니다. Sales Agreement,

Employment Agreement, Loan Agreement, Franchising Agreement와 License

Agreement 등을 보면 계약의 목적이 드러나고, 이에 따른 다룰 내용들도 상상이 가능

할 것이다.

THIS AGREEMENT entered into this 1 st day of May 2008 by X Corporation, a

compan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hereinafter called the

“Buyer”) and Y Co., a compan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Korea,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Seoul (hereinafter called the “Seller”);

이 부분은 서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상 계약당사자와 날짜, 장소 등을 확실하게 하

기 위함이다. 위의 사안들은 따로 준거법원을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

의 하자나 수행과정상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 시에는 회사의 본사 법인등록지가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에도 그런 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WITNESS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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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AS, the Buyer requires a supply of semiconductors hereinafter more

particularly specified ; and

WHEREAS, the Seller is desirous of selling such semiconductors to the

Buyers;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and the obligations

hereunder,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

“아래의 내용을 증명한다” 라는 의미로 시작되는 전문으로서 계약의 경위, 목적, 내

용 등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계약전체의 개요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각 조

문의 해석을 위한 지침이 된다.

Article 1. DEFINITIONS

In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terms have the following meanings:

“Dollars” means the lawful curren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ducts” means semiconductors to be produced and suppli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Intellectual Property” means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Mask Works,

Protected information, and other foams of comparable property rights protected by

U.S. Law and foreign counterparts.

이 정의규정에서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한정하고, 각 용어의 의미에

의해 각 계약자의 계약사항이 분명화 된다. 단어의 처음이 대문자로 표기되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계약 하의 특정된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위의 “Products”

나 “Intellectual Property”는 이 계약서에서 정의된 한정적 의미로만 계약의 해석에 적

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계약서의 이 “정의”부분은 권리의무의 한정을 위해 매우 중요

하다.

아래의 제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당사자의 실제적인 권리 의무와 각 계약의 조건

별 결정사항을 규정한 규정부분이다.

Article 2. SALE OF PRODUCTS

The Seller shall sell the Products to the Buyer subject to the terms of

Contract hereunder.

판매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구매인에 대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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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QUANTITY, COMMODITY AND SPECIFICATION:

The Seller shall sell the Products to the Buyer in the following quantity_______

PRODUCT DESCRIPTION PACKING QUANTITY UNITPRICE AMOUNT(USD)

PRODUCT NAME 1 xxxx xxx ea USDx.xx/box USDxx,xx.xx

PRODUCT NAME 2 USDx.xx/box USDxx,xxx.xx

이 조항에서는 실행조항으로서, 구체적인 상품의 종류, 수량, 포장등의 사항을 규정

한 부분이다.

Article 4. Price

The price for the Products to be sold hereunder shall be________

TOTAL T/T OR C&F OR CIF BY SEA XXXXPORT(INCOTERMS 1990)

USD85,576.60

Saying: U.S. Dollars Eighty Five Thousand Five Hundred and Seventy Six and

Sixty Cents Only.

이 조항에서는 가격과 지급방법, 총 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부분이다.

Article 5. QUALITY OF PRODUCTS:

Fresh product (not over __months from the manufacturing date till B/L Date)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 already registered with FDA or YOUR COUNTRY

REGULATIONS. Expiry date shall not be earlier than ___years from manufacturing

date.

The Manufacturer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quality of the above‐mentioned

products till expiry date. These products should be stable in quality and does not

change in appearance in humidity and high temperature. THE TERM OF

QUALITY MUST BE DESCRIBED IN L/C.

이 조항은 상품의 구체적 품질과 각 당사자의 상품에 대한 책임사항이 규정되었다.

4. SHIPMENT: Two shipments as follows:

1st shipment: Not later thanØ 45 days after the signing date of contract.

2nd shipment: Not earlier thanØ 45 days but not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first

B/L date. Within 45 days after receiving original L/C or T/T in advance or

Purchase Order from the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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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ination : xxxx Port, YOUR COUNTRY.

* Shipment : Any port in Korea.

* Payment: Irrevocable L/C At Sight or T/T in Advance

* Partial shipment : Allowed

* Transhipment : Allowed

* Notice of shipment: Within 7 days after the departure date of carrying vessel,

the seller will notify by Fax/Telex to Buyer following shipping particular:‐ Name

of nationality ship, ETD, ETA,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이 조항에서는 운송방법과 절차 및 운송관련 고지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다.

Article 6.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 In all the packages, there is Name

of Manufacturer, Mfg. Date, Exp. Date in English. PACKING MUST BE

DESCRIBED IN THE L/C or P/O.

이 조항에서는 포장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Article 7. SHIPPING MARK: RECEIVER'S ADDRESS IN DETAIL, name of

product, name of manufacturer, Lot. No., manufacture date, expiry date, origin,

weight (net, gross).

Article 8. PAYMENT TERMS:

The Buyer shall pay the Price to the Seller within twenty (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shipment of the Products under delivery date, by way of wire transfer to

the following bank account of the Seller:

In case of Letter of Credit payment

100% of each shipment value(USDXX,XXX.XX) shall be settled through the

Bank in KOREA by Irrevocable L/C at sight in favor of SOONO COMMERCE

COMPANY, Seoul, Korea

Advising Bank: OUR BANK INFORMATION IN HERE. Seoul, Korea.

Swift code: XXXXXXXX

Account No: XXX‐XXXXX‐XXX

본 계약은 조문 7과 8에서는 운송의 표시와 대급지급의 신용장에 의한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rticle 9. DOCUMENTS FOR CLEARING GOODS AND SETTLING TH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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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set (3/3) of Original Clean on Board Bill of lading issued marked freight

prepaid.

‐ Detailed Packing List in triplicate.

‐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 Certificate of insurance in triplicate.

‐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riplicate.

‐ 3 originals of analytical report issued by manufacturer for the lot concerned.

이 규정에서는 운송된 제품의 매수인 수취절차와 지급의 보증은행 등의 사항이 정해

져 있다.

Article 10. INSURANCE:

Covered by the manufacturer for 110% invoice value in case of CIF.

이 규정에서는 운송에 따른 보험은 CIF형식을 취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상품인도 시

까지 보험을 들어 책임지는 방법을 택했다.

Article 11. PENALTY:

In case of delay payment BY THE BUYER / Shipment BY THE SELLER, the

penalty for delay interest will be based on annual rate of __% OF INVOICED

VALUE.

이 규정은 상품구매자의 지급의 지체 또는 운송상의 지체에는 각 매수인, 매도인이 부

담해야 할 벌금조항이다.

Article 12. INSPECTION:

The buyer shall be entitled to have the goods inspected by XXX REGUALTIONS

within one month from the arrival date. If any discrepancy arises over quality or

quantity or packing conditions, the buyer shall inform the manufacturer by fax to

that effect and lodge formal claim with supporting documents. Any such claim

shall be settled by the manufacturer upon receipt of the formal claim from the

buyer.

이 규정은 구매자가 상품의 도착으로부터 1개월안에 상품의 계약상의 품질과 일치 여

부를 검사할 권한이 있으며, 제품의 품질이 불일치시의 해결방법이 결정되어 있다.

Article 13.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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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urse of executing this contract, all disputes not resolved by amicable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Korea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f _____

whose awards shall be final and binding to both parties. The arbitration fee and

other charges shall be borne by the losing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이 규정은 계약상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본 계약

에서는 한국 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며,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Article 14. Warranty

The seller warrants that the Products shall conform to the Specifications. No

other warrant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ny particular purpose, are made by the Seller.

in no event shall the Seller be liable for any in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 to the Buyer’s property resulting from the use,

transportation, sale or storage of the Products.

이 규정은 물품판매 이후의 품질상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의 계약이행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Warranty는 물품판매후의 하자에 대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는 책

임으로서 Expressed warranty와 Implied Warranty가 있습니다. Expressed Warranty

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명시적으로 보증한 제품의 품질을 판매 후에도 보증하는 것

이고, Implied Warranty는 물품의 일반적 특성에 기인하여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품질

에 대한 판매자의 보증책임을 의미한다. 계약서에 충분히 Warranty의 구체적인 한도

와 방법에 대해서 열거를 해 놓는 것이 판매자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Article 15. Patent infringement

The Seller shall indemnify and hold the Buyer harmless from any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patent, trademark, design, copyright or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the Products; provided, however, that the Buyer shall be liable

for any such infringement if the Buyer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e

possibility of such infringement.

이 조항은 특허 침해시의 처리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

품을 판매한 후에 판매된 물품의 제작 및 판매과정에 타인의 특허를 권리 없이 사용

하여 제작된 경우, 지적재산권의 원 권리자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구매자를 면책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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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다. 따라서, 계약의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도 고민해야 할 점이다.

Article 16 Terminatio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notifying the other party in

writing ;

if the other party winds up or goes bankrupt, or

if the other party breaches any provision hereof.

이 조문은 계약의 종료를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는 일방당사자

가 파산 또는 재정능력을 상실하거나, 계약의 한 조항을 어기면 양 당사자는 다른 일

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Article 17. Force Majeure

The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elay, non‐performance or any other

default in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hereunder due to the occurrence of any

event of force majeure, which includes prohibition of exportation, oper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orders, war, riot, strike, fire, explosion, flood, typhoon, act of God,

any other cause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ies.

이 조문은 불가항력인 경우 판매자가 계약상의 주의무를 면제받는 조항이다. 본

조문에서 정한 바는 판매자는 불가항력의 사안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는데, 그 사안으

로는 정부의 수출금지법령, 명령, 전쟁이나 파업, 화재, 천재지변과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이외의 사안에 의해 야기된 것을 모두 의미한다.

Article 18. Taxes

The Buyer shall bear all taxes, import duties and any other charges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hereof.

이 조문은 세금은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사항으로서, 여기서는 구매자가 모든

세금, 수입관세 그리고 기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Article 19. INCOTERM :

Unless otherwise specified herein, incoterm 1990 plus subsequent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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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pply.

INCOTERM은 UN에서 정한 국제무역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국제관례가 대부분 담겨있

다. 그리하여, 본 계약서에서 정의 또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문제발생시에 이에 따

라 처리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Article 20. OTHER CLAUSES:‐MORE TERMS AND CONDITIONS FROM THE

BUYER OR SELLER CAN BE ADDED IN THIS SECTION.

* Third party shipping documents are acceptable.

* This contract is made into 2 copies in English. Each party holds 1 copies.

* This contract comes into force from the date of signing.

* Any change of the contract shall be made in written form and be subject to

both parties' agreement.

* Due to the manufacturing Lot requirements, the minimum order quantity for each

items must be consulted with us.

* Singed Purchase Order or original L/C at Sight or Export Sales Contract

must be provided.

이 조항에서는 계약서의 조문 이외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운송자 이외

의 자에 의한 운송도 필요시 용인될 수 있으며, 영문으로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1

부씩 갖기로 하며, 서명과 동시에 강제성있는 계약이 되며,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

의 서명과 합의에 따라 가능하며, 최소주문수량은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에 이루어

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서명된 구매요구서, 신용장, 또는 수출매매계약서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Article 21. Notice

All notices hereunder shall be written in the English language and be delivered

by hand or sent by airmail to the following addresses:

To the Seller:

To the Buyer:

이 조문에서는 모든 계약관련 상호 연락은 영어로서 이루어지며, 판매자와 구매자

의 공식 접촉당사자를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의한 권한이 부여된 당사자끼

리의 상호연락이 계약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간략하나마 수출판매계약서의 양식에 담긴 의미들을 분석해 보았다. 통상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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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조문이름이 위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의미도 이름에서와 같은

의미로 이루어진다.

3. 영문계약용어 분석

영문계약서를 즐기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영어와 다르게 법률

영어라는 전문용어들이 간혹 사용됨에 따라 평소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내

포함에 따라, 일반상식으로 영문계약서를 접근하면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힘

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징적인 영문계약서와 연관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다..

가.Agreement, Contract, Letter of Intent, and Memorandum

Agreement나 Contract의 용어는 많이 혼용에서 사용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 두

용어의 실무상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계약을 의미하는 두 단어 이외에도 Letter of

Intent 나 Memorandum의 용어들도 영문계약서의 한 양식으로서 LOI로 축약되어 주

로 불리는 Letter of Intent는 예비적인 합의서 또는 의향서로서 사업초기에 양 당사자

중의 한쪽이 관심을 표명하는 양식이면서도, 서명을 함으로써 그 서명된 서류의 조건

이나 의도에 대해 계약적 책임을 필요할 경우 책임지게 된다. Memorandum은 통상

변호사가 법률문제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는 서류의 제목으로 많이 쓰이는 데, 상거

래에서는 ‘각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서류이든지 내용에 그 강제성 여부가

나와 있지만, 서명을 함으로써, 내용에 대해 서명자는 금반언의 원칙, 즉 상대가 신뢰

하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추후 쉽게 번복할 수 없는 의무는 지게 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나. 특별한 단어의 활용 및 쓰임

(a) hereinafter

이 단어는 here, in, after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이후 본 계약서에는” 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활용으로는 the parties hereto는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를

의미하고, the conditions hereunder는 ‘the conditions under this Agreement’를 뜻한

다.

(b) witnesseth

이 단어는 일반 영어사전에는 없지만 법률영어사전에는 있는 단어로서 witness의

고대 영어에서의 3인칭 단수형이다. 그러므로, 이해할때 “아래의 사항을 증명합니다.”

라는 의미로 단락의 제목으로 사용,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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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hereas

관용구로서 서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 “아래의….인 이유로” 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d) shall, may, must, can

계약서에서 주로 당사자의 의무로 이해되기 위한 조동사는 ‘shall’이 많이 사용된

다. ‘…….해야한다’ 라는 의미이며, 다른 조동사는 ‘may’를 의미하는 권리적 성격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한 ‘….. 해서는 안된다’ 라는 의미로 ‘shall not’ 과 ‘may not’이 사용

되기도 한다. 계약서에는 must 나 can은 좀처럼 사용되는 일이 없다.

(e). Subject to 와 thereof

Subject to는 ‘………에 따라서’ 또는 ‘……을 조건으로’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Thereof는 there 과 of의 연결어로서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받아서 “of ~”을 의

미한다.

(f).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cluding but not limit to, 와Only in the case

of

이 구문은 ‘예로 든……을 당연히 포함하며 그 이외도 한계 없이 포괄된다’는 의미

로 사용된다. 가끔 계약서에서 이런 문구를 보면 ‘……… including without limitatio

n………’ 뒤의 ‘……예는 당연히 포함하고 다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라는 의미

로 이해하면 되며, ‘including but not limit to’는 우리말로는 ‘기타 유사한… 상황에서’

의 의미로 보면 된다. 만약, 계약상의 조건을 한정하고 싶다면 ‘only in the case of’를

사용하여 분명한 한정을 할 수 있다.

g) Provided/ Execute

‘Provided’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의 관용어로서 ‘단, ……은 예외로 한다’ 라는 뜻

의 논리전개를 위해 원칙에 대한 다른 특별예외를 열거하기 위한 도입부로서 주로 사

용된다. 또한, 영문계약서의 execute는 ‘서명하다’ 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영문계약서를 읽다가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로는 해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는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된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

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불명확한 단어보다

는 명확하고, 쉬운 표현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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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종류별 주의사항

가. 매매계약 (Sales Agreement, Purchase Agreement)

원자력기술수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 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해외수출의

형태가 있다. 물품판매계약은 수출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으로서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인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매매계약서에서 중요한 필요조문이 있다. 열거하자면,

정의(Definition), 제품의 판매(Sales of Goods, Products), 수량(Quantity), 규격

(Specification),대금(Price), 지급(Payment), 선적방법(Delivery), 소유권 및 위험 부담의

이전(Title And Risk), 선적( Arrangements for Shipment), 해상 보험(Marine

Insurance), 검사( Inspection), 보증(Warranty), 특허권의 침해( Patent Infringement),

이하 일반규정(해제, 불가항력, 세금, 양도, 통지 및 고지, 준거법 및 법원, 중재) 등의

대체로 유사한 규정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전달, 대금지급과 방법에 있어서 수출업자와 수입

업자는 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또한 물품 또는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ownership, Title)과 위험부담 (risk of loss)의 이전시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

다. 매도인은 대금지급이 끝날 때 까지는 가능한 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자 하

며, 매수인은 빨리 소유권을 확보하면서도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도인에게 부담시

키고자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에 들도록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가격이 산정될 경우에 미리 반영하거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

다. 이런 측면에서 운송방법과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가 규정한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에 따른 규정이 있다. F.O.B. (Free on Board)는

수출업자가 운송선박에 계약목적물을 선적함으로써 비용과 책임을 면하고 그 기점부

터 수입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 “F. O. B. Inchon” 이라고

한다면 인천항에서 선적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C.I.F. (Cost, Insurance, Freight)는 상

품가격, 보험, 선박운송료를 수출업자가 다 부담하고, 수출업자는 계약금액 산정시에

이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 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C.I.F. Inchon”이라고 한다면 이는

인천항으로 발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대리점 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원자력기술수출의 또 하나의 형태는 우리가 물품을 생산하여 수입국의 판매망을

활용하는 형태가 있다.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약품의 경우에는 수입국의 체인망을 구축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물품계약을 통해 수출입 업자가

상호간의 일회적인 상품의 판매 이후 수입업자가 독자적인 책임과 리스크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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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 판매계약이라면, 대리점계약은 수출업자는 공급자 (Supplier) 또는 제조자

(Manufacturer)의 역할을 하고, 수입업자는 대리점(Distributor)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

약형태가 있다. 대리점은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구입하여 그것을 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리점계약서에서 판매계약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필

요한 조문은 대상이 되는 상품, 판매권의 내용, 공급자로부터 대리점에 대한 상표 사

용의 허락, 상품 판매 조건, 공급자의 상품에 대한 보증, 대리점의 판매 촉진 의무, 대

리점의 경합 제품의 취급 금지, 공급자의 상기 지역 내에서 동일 제품의 판매 금지 등

의 추가적인 조문이 대리점 계약에서는 필요하다.

다.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

원자력기술의 수출의 형태에 있어서 기술의 수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측 특허권

의 실시권한을 상대에게 허여하여 제조 및 판매를 시키는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라

이센스 계약이다. 라이센스에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라이센서 (licenser)와 사용권리

를 취득하고자 하는 라이센시(licensee)의 양당사자가 존재하며, 일반계약과 다르게 특

징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기술, 라이센스의 내용적 측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지역, 독

점적인가의 여부, 서브라이센스의 유무와 기술정보의 제공 및 기술지도, 라이센서로부

터 라이센시에 대한 상표 사용의 허락, 사용료 결정 및 지급, 라이선서의 라이선시 검

사권한, 기술의 개량, 라이센서의 권리 유효성의 보증, 라이선시의 판매촉진의무, 라이

선시의 경합제품의 취급금지, 라이선서의 동일제품 판매의 금지의 규정이 필요로 한

다.

(1).라이센스 계약의 대상 권리

특허(Patent)는 신규발명에 관한 권리로서 특허기관에 등록된 기술의 “실시”라는

용어로 타 회사와 맺는데, 방식으로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다. 전용실시권은

계약맺는 회사에게 모든 사용권리를 부여하고, 제3자의 어느누구와도 특허권자가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통상실시권은 그러한 독점성없이 약정하는 계약

을 뜻한다.

실용신안권 (Utility model)은 특허권에 비해 간단한 발명에 관한 권리이다. 재미있

는 문구라든가 아이디어 상품의 포장에 ‘실용신안출원번호’가 있다면 그러한 아이디어

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장권 (Design)은 물건의 형태에 관한 권리이다. 독특하고 개성있는 형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대상이 물론 될 수 있다.

상표권 (Trademark)은 상표에 있는 브랜드와 그와 연합된 상징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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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Copyright)은 책, 음악, 문서등의 인간의 사고의 과정에서 나온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컴퓨터 소프드웨어도 저작권의 특수분야로서 보호되고, 이용권리의 매

매계약의 대상이 된다.

노하는( Know-how)는 비밀로서 유지되는 것이 특허로 등록되는 것보다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중요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위 비법, 비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약의 특수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라. 합작계약 (Joint Venture)

원자력 비발전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앞선 기술력에 비해 자본의 부족으로 해외

기업과의 합작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합작계약이란 당사자가 협력하여 일정한 사업

을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통상 별도의 회사,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읗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합작계약시의 주의사항은 우선 합작회사의 설립에 대한 목적, 명칭, 소재

지와 자본금의 사항이 합의되어야 하고, 자금조달의 방법, 주식의 양도의 제한 및 통

제권을 누가 보유할 것인가, 상호간의 경쟁행위 금지의 원칙, 회사의 청산 및 분할조

건 등의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제3장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

제 1절 국내 수출입통제 제도

1. 개요

가. 국내관련 법률

우리나라는 1989년에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

고 1992년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3년에는 국

제 수출통제 품목 이외의 물품, 기술 등에 대한 Catch-al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여 1995년 원자력비확산체제인 NSG 및 ZC에

가입을 필두로 1996년에는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인 호주그룹과 재래식 무기를 다

루는 바세나르체제, 2001년에는 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른 국내법의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를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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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

한 물품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19조). 이를 좀 더 부연하면 전략물자란

대량 살상무기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기술이나 이중용도물품(dual-use

goods)을 모두 일컫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 및 법률은 아래와 같다.

- 대외무역법(지식경제부) :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의 기본법

- 기술개발촉진법(교육과학부) : 전략기술 수출입 통제 기본법

- 원자력법(교육과학부) : 원자력전략물자(국제규제물자) 수출입 관련 법

-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통합고시)

․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세부절차 명시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통일부) : 남북한 교역은 무역이 아니라 민족내

부 거래로 간주하여 반출입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대외무역법을 적용하지 않고

동법을 적용되고 있음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 화학무기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외

교통상부)

-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 방위산업 특별조치법(방위사업청): 무기, 방산물자 수출입 관련 법령

특히, 2007년 4월부터 대외무역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모든 제조자나 무역거래자는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등

신설되거나 변경된 제도가 많으므로 해당 기업체 담당자는 전략물자의 관리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기관 및 기업체 준수사항

가. 수출입 허가기관

수출입 허가기관은 행정기관 소관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상황허가 업무범위

․ 지식경제부 : 아래를 제외한 모든 경우

․ 과학기술부 :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 등을 위한 기술과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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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시 분류

및

국제체제

별표 2

바세나르체제(

WA)

별표 3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별표

4

미사

일기술통제

체제

(MTC

R)

별표

5

호주

그룹

(AG)

별표

6

화학

무기금지

협약

(CW

C)

별표

7

생물

무기금지

협약

(BW

C)

제1

부

제2

부
제1부 제2부

해당

품목

일반

산업용물

자

군

용/주요

방산/일

반방산

물자

원자력

전용품

목

원자

력관련

일반

산업용

품목

미사

일

생화

학

무기

화학

무기

생물

무기

전략

기술

사전

판정

전략기술종합

정보센터

교육과학부

원자력통제팀
전략기술종합정보센터

수출

승인

교육과학부

전략기술통제

팀

교육과학부

원자력통제팀

교육과학부

전략기술통제팀

전략

물자

사전

판정

전략물자무역

정보

센터

교육과학

부

원자력통

제팀

전략물자관리원

수출

승인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

팀

교육과학

부

원자력통

제팀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

구분 1.확인
2.신고/

보고

3.

통보

4.문서

보관

5.수

출허가

6.상

황허가

7.중개

허가

원자 제 ◎ ◎ ◎ ◎

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

※ 기술이 물품 및 소프트웨어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수출을 허가한다.

다. 수출입 업체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다음 표는 통합고시에 명시된 기업체가 준수해야 할 수출통제제도를 요약하여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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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전략

물자

․기술

취급

업체

조자

수

입자
◎ ◎ ◎ ◎

수

출자
◎ ◎ ◎

중

개자
◎ ◎ ◎

상황

허가

대상

품목

취급

업체

제

조자
◎ ◎

수

입자
◎ ◎

수

출자
◎ ◎ ◎

중

개자
◎ ◎

※교육과학부에 신고․보고․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1,2,5,6,7번 항목이며, 기타 항목

(3,4)은 원자력수출입 업체 등이 자체 관리해야 할 상항이다.

2. 전략물자․기술 확인

가. 개요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제조한 품목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과 기술 등이

통합고시 별표에서 정한 수출통제품목과 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

을 전략물자 확인이라 하며, 기업이 취급하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및 기술에 해

당하는 지 여부는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자, 중개자는 각각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확실하게

전략물자 및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 두어야 한다. 전략물자 및 기술

의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사전판정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전략물자 ․기술의 통제대상은 통합고시 별표 2-7에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으며, 각 통제품목은 먼저 대분류(시스템 장비 및 부품)를 제시하고,

자세한 물품의 명칭(원자로 등)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해당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물품의 사양(규격과 성능 등)순으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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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20조, 전략물자․기술통합고시 제7조 내지 제11조

나. 판정의 종류

(1). 자가판정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통합고시의 별표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판정은 기업체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100%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자가판정결과에

따라 통제대상 품목임에도 일반물자로 수출입을 할 경우 모든 책임은 기업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판정 후에는 자가판정과 관련된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통제품목은 기술진보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체는 통제품목의 개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분류화코드(HSK) 조회결과 해당 품목과 관련된 HS 연계번호가

나온다고 해서 100%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HS코드 조회는 전략물

자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전략물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취

급품목(스펙)과 통합고시 별표에서 명시된 통제품목, 이중용도품목, 관련기술과

의 일치 여부에 대한 세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사전판정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 사전판정

사전판정이라 함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가 제조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제품과

기술이 전략 물자 및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판정기관

에 해당여부를 의뢰하여 판정받는 것을 말한다. 관련정부기관은 신청받은 내용

을 사전판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의 결과를 해당업체에 회신하게 되는 데 사

전판정이란 전문가에 의한 판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 판정절차

모든 물품의 제조자나 무역거래자는 제조한 품목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

해서는 그 물품의 규격, 성능 및 기술수준이 통합고시 별표2-7에서 열거하고 있

는 수출통제품목의 규격과 성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판정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즉 품명, HSK번호, 모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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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성능, 용도 및 기술특성 등 통합고시 별표 2-7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략

물자의 규격 및 성능 등과 비교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판정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판정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

고 자체 생산품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구입처로부터 판정결과나 판정을

위한 자료 등을 요구하여 확보한 후, 수입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과 성능 및 기술수준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합고시 별

표2-7의 통제품목의 규격 및 성능등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기타 주의사항으로는 통제품목과 관련 취급품목을 비교․검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무허가 수출을 방지하

기 위하여 가능하면 해당물품과 카탈로그, 취급설명서 등에 “전략물자”라는 표기

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자가판정과 사전판정 절차도를 도해한 표이다.

자가판정 절차도(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제8조)

사전판정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제7조)

라. 판정 대상 및 시기



- 35 -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무역거래(수출, 수입, 중개무역 등)를 하고자 할 때 취급품

목이 통합고시 제7조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으로는 생산 또는 거래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

로 알고 거래 또는 수출을 할 경우 납기지연, 계약취소는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여부 판정이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도 통제품목

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 사전판정 신청

제조자나 무역거래자가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사전 판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행위를 사전판정신청

이라 한다.

(1). 신청서류

- 통합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 2부 또는 4-2호 서

식에 의한 전략기술 사전판정 신청서 2부

-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각 3부.

- 통합고시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 2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

성명세서 1부.

- 그 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판정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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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물품에 대한 규격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서에 다음사항을 유의하

여 상세히 기재한다.

- 별지 제4호 서식의 HS번호란은 신청물품의 HSK 10단위 번호를 기재

- 규격 및 성능란은 수출통제품목의 성능등과 대비할 수 있도록 신청물품의 주요

규격 및 성능을 기재

- 별지 제4-2호 서식의 통제번호 및 기술명은 통합고시 별표2-7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 및 기술의 통제번호를 기재하고 생산 제품명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별지 제5호 및 5-2호 서식의 통제번호란은 통합고시 별표 2-7에 열거된 품목의

통제번호를 기재

예) NSG체제 원자력전용품목중 토륨인 경우 “NM1.1.c"

-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수준은 통제품목과 신청품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규격

과 성능 및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별지제5-2 서식의 기술개요는 신청품목의 기술특성을 알기 쉽도록 용도와 기술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처리기간

-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나 판정을 위한 기술자문 등으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4). 사전판정의 효력

- 사전판정의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전략물자

는 판정일로부터 2년, 전략기술은 판정일로부터 1년이다.

- 다만,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 고시일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사

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사전판정의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3. 전략물자의 신고 및 통보.

전략물자로 확인된 품목의 제조자나 수입자는 당해 전략물자별로 최초 1회에 한

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신고 신청서 및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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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6호 서식에 따라 해당품목의 명칭, 규격, 용도, 제조자 및 주요 판매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조자는 제품 출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자는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수입자가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과학기술부 고시 국제규제물

자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화학․생물무기금

지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조신고 후 제조신고필증을 받았거

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 또

는 유통통제 등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

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나. 전략물자 거래시 통보

-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품목이 전략물자라는 사실과 해당품목의 통제번호, 명칭, 규격 및

용도 등의 내용을 통합고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전략물자를 동일한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와 해

당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전략물자를 다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 시 그 물품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다 관련 서류 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

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관련

통제품목과 취급품목을 비교․검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와 유

사한 자료

- 판정관련

관련기관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통보받

은 자료

- 신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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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해당여부 신고자료, 국내 거래 상대방에게 통보한 자료

-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 신청여부 검토자료

- 수입 관련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기술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4. 수출허가

가. 개요

- 전략물자는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

기술수출통제체제(MTCR) 등의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평화

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 다만, 국제체제에서 정한 통제품목은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WMD)의 제조, 개

발, 사용 및 보관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또는 의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등은 최종사용자와 용도에 따라 수출허가(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나. 수출허가의 종류

- 대외무역법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중개허가와 상황허가로 구분하며, 수출허

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허가로 분류되며, 포괄허가는 일반포괄허가와 특정포

괄수출허가,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로 분류된다.

1. 개별수출허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기술의 개별 수출신청 건에 대하여 풍모고가

수량을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포괄수출허가

- 매번 수출허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수

출을 허가해 주는 형태로, 수출지역이 통합고시 별표9의 “가” 및 “나” 지역이어

야 하며 수출업체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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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략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와 다음의 포괄허가 수출대상에서 제외되는 품

목은 개별수출허가만 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일반포괄수출허가

-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

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통합고시 별표11에서

정한 전략물자를 일정기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특정포괄수출허가

-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특정품목의 수출이 같은 수입자에게 지속적(2년간 3건

이상)으로 이루어질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

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수출자가 외국인과의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반

입된 전략물자를 가공한 후 위탁인이 지정하는 목적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일

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품

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 동 허가는 수출자가 별표2의 제1부(일반산업용 물자), 별표3의 제2부(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 물자)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초 민감품목은 제외)를 별표9의

“가”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체결한 수탁가공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에 따라

수탁 가공하고 이 기업이 주문하는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기

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포괄허가 수출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 바세나르 품목의 일반산업용 물자(별표2의 제1부) 중 초민감품목 및 군용물자

(별표2의 제2부)

○ 원자력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중 원자력전용품목(별표3의 제1부)

○ 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중 Category 1의 품목(품목 1,2)

○ 화학무기 금지협약(별표6)과 생물무기 금지협약 관련된 품목(별표7)

○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별표5)과 AG2 품목(화학무기 제조설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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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중 AG2.1.5, AG2.1.6, AG2.1.7 품목

4. 상황허가

○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

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별표 9의 “나”지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받는 것으로

○ 상황허가는 해당 물품 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

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

았거나 해당 수출이 다음에 기술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

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수입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②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

우

③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④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⑤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⑥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

부하는 경우

⑦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⑧ 해당 물품 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⑨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 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⑩ 해당 물품 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⑪ 해당 물품 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⑫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 단,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별표 9의 “가”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 등의 수입자 또

는 최종 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등의 용도로 그 물품 등

을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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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자 등의 거래적격 여부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받도록 통보한 사항

○ 법령 : 대외무역법제제21조제3항, 통합고시 제39조

5. 중개허가

○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출 허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단, 중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득한 경우와 수출

국 또는 수입국이 “가”지역에 속하는 경우, 국내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지사포함)

이 최종 사용할 목적으로 전략물자를 중개하는 경우는 중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 수출허가 절차

(1). 수출허가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생산, 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수준의 물품과

기술로 통합고시 별표2-7에 열거된 통제품목은 외국으로 수출시에 수출허가기관

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재수출 허가

- 수입한 전략물자를 가공하여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재수출하는 경

우 원 수출자의 동의 및 수출국 정부의 허가를 요한다. 이는 불법 재수출을 통

한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재수출의 허가가 면제되는 사항

-해당 수입전략물자의 가액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가액의 25% 미만(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및 북한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10%미만)인 경우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으로부터 전략물자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되는 경

우 그 물품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전략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는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출허가 절차도]

수출허가/승인(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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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허가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은 통합고시에서 지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 허가기

관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전략물자․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

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

다) 중 1부

②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③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

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④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

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⑥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의 수만큼 제출

⑦ 그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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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략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시 별지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기

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한다.

① 위 가항 제③호부터 제⑦호까지의 서류

② 기술수출계약서안(국․영문) 3부

③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수출승인 신청내용 명세서 각 3부

④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특성명세서 1부

- 별표3에 열거된 전략물자 중 핵연료 또는 원료물질, 중수소 또는 중수소혼합물,

인조 흑연, 니켈분, 베릴늄, 붕소,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또는 산화제, 하프

늄 또는 하프늄화합물, 리튬 또는 리튬화합물, 텅스텐 또는 텅스텐합금, 질코늄

또는 질코늄 합금, 트리튬 또는 트리튬혼합물과 화합물, 헬륨 3을 수출하고자 하

는 자는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출허가 서류 일부 면제

① 별표 8(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

9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류 중 제①호부터 제⑥

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②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품목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류중 제②또는 제③호 서류 제출을 면제한

다. 다만, 수출자는 이 경우 이미 제출한 판정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발급번호를 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허가신청을 한 수출건의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류중 제④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④ 별표3의 제1부에 열거한 전략물자․기술을 핵공급국그룹(NSG)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류중 제④호부터 제⑥호까지의 서류 제출

을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허가신

청서류 중 제④호의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진술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기관이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다만, 별표9

의 “나”지에 해당되는 국가의 정부가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 제외)

2. 외국에서 수리 또는 재생한 후 재반입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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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

되 재반입 조건인 경우

4.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수출하는 경우

5. 그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 5항은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전략기술 수출허가

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제②호 또는 제③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소관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 일반포괄수출허가 또는 특정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 거래자

및 그 대리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신청

자용, 수출허가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포괄수출허가신청 대상품목의 수출실적 및 계획서

② 신청품목의 수입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③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수입자의 최종수하인 진술서

④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서 및 용도설명서

⑤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

가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1항 제①호의 서류

② 수탁가공계약서

③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상품의 성능과 용도를 나타내는 서류

중 하나

④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위탁자의 최종수하인 진술서

⑤ 그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마.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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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의 수출허가를 신청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처리를 하여야 한

다. 단,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수출허가 신청의 면제

수출허기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허가를 면

제한다.

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면제

다음에 기술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③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

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④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⑤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⑥ 별표 2의 제1부에 열거한 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 품목은 제외)로서 수출

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

나.. 전략기술의 수출허가 면제

-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되어 수출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전략기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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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별표 2(바세나르체제 관련품목의 규격과 성능)에 열거한 품목 중 민감, 초민

감, 또는 비확산 체제 관련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기술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② 별표2의 제1부에 열거한 기술(민감, 초민감, 또는 비확산 체제 관련기술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계약기

간 중 받을 기술료의 총액이 미화 1만 불 이하인 경우

다. 재수출허가의 면제

- 수입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이 전략물

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기술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출 허

가를 면제한다.

- 단,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전략기술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수입전략물자의 가액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가액의 25% 미만(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및 북한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10%미만)인 경우

②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으로부터 전략물자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되는 경

우 그 물품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라.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 계약추진 단계에서 수입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기술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지를 먼저 파악한다.

-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수출제한지역 여부를 확인한다.

- 수입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 사업목적, 수입목적, 사용용도와 제

3국으로 수출가능성 등을 인터넷과 면담 등을 통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수입자에게 수출대상 물품이 전략물자이며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계약과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영업 손

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은 전략물자의 수출은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

로 수출허가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 보증

․ 수입국 정부에게 수입물품을 핵무기, 폭발장지 층에 사용하지 않으며, 제3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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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수출시 수출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는 행위로서,

NSG 통제지침은 수출시에 수입국의 정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 외교부(군축비확산과)를 통하여 수입국에게 요구하고 보증서 접수

마. 심사절차

(1). 서류심사

신청서류의 구비여부 및 작성 내용의 일관성, 신청품목의 전략물자 여부 재확

인, 전략물자의 전용가능성 및 민감품목 여부 검토, 수입국 및 해당기업과 최종

사용자 등에 대한 자료 검색, 군사․외교적 민감성 검토 및 필요시 관계 부처간

정보교환, 국제체제별 지침 등을 검토한다.

- 현지조사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거나 서류상 신뢰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지조사를 실

시한다.

- 중점 심사내용

수출제한지역 여부, 민감품목 여부, 전용가능성 여부, 수입업체 및 최종사용자의

신뢰성, 제3국으로 수출가능성, 수입업체 및 최종사용자의 부적격거래자 여부 등

에 대하여 중점 검토한다.

사. 허가 절차

(1). 허가처리기간

개별 수출허가 및 포괄수출허가, 상황허가 및 중개허가의 처리기간은 15이며 별

도의 기술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및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은 연장

된다.

(2). 허가유효기간

-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전략기술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은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단,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일반포괄수출허가는 1년, 특정포괄수출허가는 2년, 수탁가공포괄은 3년 이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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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조건

허가기관의 장은 수추허가시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4). 거부 및 반려

허가를 신청한 내용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 경우 사안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 또

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5). 허가취소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

세청장(세관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전략물자>

①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수출허가서를 발급한 이후 국제정세 변화 또는 안보상 새로운 수출제한 사유

의 발생 등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략기술>

①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

이 있는 경우

②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을 얻은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의 새로운

수출통제사유의 발생 등 과학기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출시 부과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가서의 반환

해당 수출의 포기 등으로 수출허가서를 사용치 않거나 수출허가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서를 허가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마. 수출허가 후 절차

-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수입국

② 수입자,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분야 주요

거래자 및 사용목적

③ 수입자,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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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 증명서 등 관련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④ 운송수단, 환적국, 대금 결제방법

⑤ 전략물자의 해당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⑥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

- 통합고시 별표3의 제1부에 열거된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2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보고에 관한 규정

(과기부고시 제2004-5호)의 제11조(국제이전) 및 제22조(보고)에 따라 수출입전

에 미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등의 수출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후 일정

한 기간내에 모든 최종사용자로부터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수령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통관증명서의 제출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의 최종목적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연간보고와 반기보고를 보고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산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출허가변경요청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관

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전략기술만은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후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

우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최종목적지(국가) 및 최종사용자의 변경

② 해당품목의 사용용도의 변경

③ 해당 품목이외의 전략기술 통제번호가 다른 전략기술의 추가 등

- 수출허가 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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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비발전분야의 수출증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강화를 목표

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국의 계약위험 및 내용분석, 계약서 자체의 위험

및 함의분석, 위의 작업을 통한 표준수출계약서와 안내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과제 수행을 위해 해외 선진국의 계약서 내용 분석과 영문계약의 법률적 위험을 분석

하고 기업실무자의 영문계약서상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과제의 수행

동안 정책자료로서 교육과학부에 수차례 제공되었으며, 네덜란드의 연구용원자로 수출

프로잭트의 추진을 위해 기여한 바가 있다. 계속적으로 중소기업 형태의 기술집약적인

비발전 원자력산업을 위한 정책 및 법률인프라 구축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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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술수출과 관련된 표준 라이센스 Agreement

LICENSE AGREEMENT

WHEREAS, XYZ has been engaged mainly in the design, manufacture and 

sale of electric cables and industrial machineries and equipment, and 

WHEREAS, ABC is willing to grant and render such 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to XYZ ;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aforesaid premises and mutual 

covenants herein contained, and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the 

parties hereto hereby agree as follows :

1.1.1 Model IS50G Nini Hydraulic Excavator for which general specifica

1.1.2 Model IS200G (including IS200GLS) Hydraulic Excavator for which 

general specifications are described on Appendix 1  2 attached hereto 

and making an integral part hereof,

1.1.3 Any and all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and components for the above 

Models and any and all optional ite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ttachments and accessories for use as part of or In conjunction with the 

above Models, and/or

1.2 The term Territory shall mean an area comprised of and delimited by the 

geographical region lawfully occupied by the country of the Republic

1.3 The term ABC's Technical Information shall mean the inventions, industrial 

secrets Industrial secrets, know  how, drawings, and technical and 

engineering 

1.4 The term ABC's Industrial Property Rights shall mean any and all patents  

patents, utility models and applications therefor in any country ABC'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s of December 1, 1989 are as enumerat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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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attached hereto and making an integral part hereof.

1.5 The term Net Selling Price shall mean the gross invoice price billed by 

XYZ for any of the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and sold or items is 

actually paid by XYZ to whom it has to be duly paid and separately stated 

on the invoice or shown by reasonable proof by XYZ to the effect that it 

has been included in said gross invoice price

1.5.1 Sales discount,

1.5.3 Sales commissions,

1.5.4 Indirect taxes on sales,

1.5.5 Packing expenses on sales,

1.5.6 Transport expenses on sales,

1.5.7 Insurance premium on sales,

1.5.8 Advertizement fee, and

1.5.9 CIF price, Import duties of any components and parts purchased from 

ABC and other expenses relevant to Import thereof.

1.6 The term Accounting Period shall mean each six(6) months period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ending on the last day of June or De

1.7 The term Contractual Year shall mean each one(1) year period duct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consisting of the Former Accounting 

1.8 The term Effectuation Date shall mean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full force and effec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1.9 The term Termination Date shallmean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by the expiration of the term or for any cause or by 

agreement of the parties hereto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3.4 

of Article 13 hereof or any of Section 15.2, 15.3, 19 hereof.

Article 2. Grant of Licenses

2.1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during th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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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is Agreement, ABC hereby grants to XYZ an exclusive, non

2.2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ABC hereby grants to XYZ a non  exclusive, 

2.2.1 Where ABC is already engaged in the ordinary sales activity of the 

Licensed Products;

Japan

Singapore

Malaysi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2.2 Where ABC has already granted to a third party an exclusive sales right 

for the Licensed Products ; 

2.3 Nothing herein contained shall be construed as conferring upon XYZ the 

right to grant to anyone else any sublicense to manufacture and/or sell the 

Licensed Products under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to 

Article 3. Technical Assistance

3.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hereof, ABC shall furnish to XYZ, 

not later than ninety(90) days after the Effectuation Date, ABC's Technical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ABC on the Effectuation Date enumerated 

on Appendix 3 attached hereto and making an integral part hereof, 

according to the schedule set forth on such Appendix 3,

3.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hereof and Sections 17.1 and 

17.2 

3.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hereof and Sections 17.1 and 17.2 

training services in order to help such XYZ's personnel become acquainted 

with ABC's manner in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Licensed 

Products within the scope of ABC's Technical information furnished to XYZ 



- 55 -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s 3.1 and 3.2 of this Article. In each 

case of dispatch XYZ shall in advance advise ABC of the purpose of 

dispatch, the number and names of XYZ's personnel dispatched, and the 

scheduled length of their stay and obtain ABC's agreement on receiving 

such XYZ's personnel provided that ABC shall not unreasonably refuse nor 

postpone receiving such XYZ's personnel unless it is certain that receiving 

such XYZ's personnel will impede the normal conduct of the relevant work 

of ABC. All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such XYZ's personnel in 

connection with their visit and stay with ABC hereunder shall be borne by 

XYZ. In no event, however, XYZ shall be entitled to enjoy ABC's training 

services under this Section after the end of the Fourth(4th) Contractual 

Year, j.e., December 31, 1993.

3.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hereof and Sections 17.1 and 

17.2 

3.5 Any additional training services and consulting and advisory services 

exceeding the limits set forth in Sections 3.3 and 3.4 of this Article, 

Article 4. Subcontracting

4.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2 and 10.3 of Article 10 

hereof, 

Article 5. Supply of Components and Parts

5.1 So long as XYZ finds it still difficult to procure in the territory certain 

5.2 The supply of the components and parts for the Licensed Products set 

forth in Section 5.1 of this Article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Article 6. Payments

In consideration for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to XYZ by ABC here 

under and the technical assistance rendered to XYZ by ABC hereunder ex 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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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XYZ shall pay to ABC an initial payment of Ten Million Japanese Yen ( ￥ 

10,000,000) in three(3) installments according to the following 6.1.1 

First(1st) installment : Five Million Japanese Yen( not later than thirty(30) 

days after the Effectuation Date,

6.1.2 Second(2nd) Installment : Three Million Japanese Yen( not later than 

sixty(60) days after the Effectuation Date, and

6.1.3 Third(3rd) Installment : Two Million Japanese Yen( not later than 

ninety(90) days after the Effectuation Date.

6.2 In addition to the initial payment under Section 6.1 of this Article, XYZ 

6.2.1 Three Percent(3%) : applicable until any contractual Year in which 

the total sum of royalties paid and payable by XYZ to ABC accumulated 

from the First(1st) Accounting Period(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umulated Royalty ) has attained to Forty Mil lion Japanese Yen( ￥ 

40,000,000) ,

6.2.3 Two Point Three Percent(2.3% ) : applicable from the Contractual Year 

subsequent to the Contractual Year set forth In Paragraph 6. 2.2 of this 

Section.

6.3 Not later than sixty(60) days after the close of each Accounting Period, 

XYZ shall pay to ABC royalties for all of the Licensed Products 

6.4 XYZ undertakes that if in the Fifth(5th) Contractual Year ending on 

December 31, 1994 the Accumulated Royalty has not attained to Forty ￥ 

40,000,070), XYZ shall, in addition to the pay

For ABC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Bank : THE DAI  lCHl KANGYO BANK, Yokohama Branch Account No. : 

1417935 or any other bank account ABC may designate from tome to time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Upon remittance, XYZ shall advise ABC by 

telefax as to the date of remittance, name and location of XYZ's paying bank 

in Seoul, Korea, exchange rate applied and Japanese Yen amount remitted.

7.3 XYZ shall also furnish ABC with such other reports and evidences as ABC 

may from time to time reasonably require in order to verify the accuracy 

of XYZ's calculation of the 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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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In order to ascertain the accuracy or inaccuracy of XYZ's books of 

account set forth in Section 7.1 of this Article, ABC shall have the right 

through the use of its authorized accountants and/or its own personnel to 

Inspect and/or audit such XYZ's books of account at all reasonable times 

during XYZ's normal business hours at the offices of XYZ and XYZ shall 

permit such ABC's authorized accountants and/or ABC's own personnel to 

take excerpts from and make copies of any entries in or details of such 

XYZ's books of account.

Article 8. Sales Promotion8.1 XYZ shall make all reasonable e(forts to 

manufacture and sell enough quantity of the LICENSEE Products to reasonably 

meet with market demand in the Territory.

8.2 In view of the exclusive right and license granted to XYZ hereunder, XYZ 

shall make utmost efforts to promote the use of the LICENSEE Products 

and enhance the sales growth there of in the Territory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8.3 In addition to the reports to be made by XYZ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 hereof, XYZ agrees to furnish ABC with such other reports as 

ABC may reasonably require from tome to time during the life ofthis 

Agreement in connection with the activities of XYZ under this Agreement.

8.4 Promptly after the Effectuation Date, ABC will furnish XYZ with one (1) 

set of ABC's current catalogs and salesman handbooks covering the 

Licensed Products. ABC will also furnish XYZ, upon request of XYZ, with 

other ABC's then available information ABC may deem necessary for XYZ 

to prepare quotations. It is understood, however, that ABC shall in no way 

be obligated hereunder to furnish XYZ with any cost/price and profit/loss 

information of ABC concerning the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and 

sold by ABC.

Article 9. Non  Competition9.1 XYZ undertakes that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XYZ shall not engage, directly or indirectly, in manufacturing, 

selling or otherwise handling any hydraulic excavators other than the Licensed 

Products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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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Secrecy10.1 XYZ agrees to receive and maintain in confidence 

and not to disclose or divulge to any third party ABC's Technical Information 

or any other information or data furnished or disclosed to XYZ by ABC here 

under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ABC in each case, except any 

information.

10.1.1 that XYZ can prove Is already in the public domain on the 

Effectuation Date,

10.1.2 that XYZ can prove has become in the public domain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through no fault of XYZ,

10.1.3 that XYZ can prove is in its possession prior to the Effectuation Date, 

or 

10.1.4 that XYZ can prove has been received by XYZ in good faith from a 

third party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10.2 XYZ is permitted to disclose part of ABC's Technical Information 

furnished or disclosed to XYZ by ABC hereunder to XYZ's own 

employees who will be engaged in design, manufacture and/or after sales 

service of the Licensed Products and to XYZ's subcontractors under 

Article 4 hereof, respectively, only to the extend necessary for the 

purposes intended or allowed by XYZ.

10.3 XYZ shall obtain the same secrecy undertaking as set forth in Section10.1 

of this Article from each of such XYZ's employees or XYZ's 

subcontractors and cause each of such XYZ's subcontractors to obtain the 

same secrecy undertaking from such XYZ's subcontractor's employees.

10.4 The secrecy undertaking of XYZ under this Article shall apply without 

territorial limitation and survive for five(5) years after the Termination 

Da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6.7 of Article 16 hereof.

Article 11. Modifications and Improvements by 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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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XYZ shall be entitled to change or modify, subject to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ABC and at XYZ's costs and expenses, ABC's Technical 

Information furnished to XYZ by ABC hereunder if, as and to the extent 

that XYZ shall be required to suit the Licensed Products to local 

conditions in the Territory or elsewhere hereunder and/or to improve the 

Licensed Products provided that XYZ shall not be relieved from its 

obligation to pay the royalty specified in Article 6 hereof on account of 

any change, modification, improvement and/or development made by XYZ 

in connec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for any reason or purpose 

whatsoever.

11.2 XYZ shall at its costs and expenses keep ABC Informed of any change, 

modification, improvement, development, invention and/or experience XYZ 

may make or acquire in connec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11.3 XYZ shall be entitled to apply for and obtain any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and under the name of XYZ in any country throughout the 

world covering inventions connectedwith the Licensed Products made or 

acquired by XYZ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11.4 XYZ agrees to grant to ABC a royalty  free, non  exclusive right and 

license under XYZ'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know  how to utilize in 

any country throughout the world such XYZ's changes, modifications, 

improvements, developments, inventions and/or experiences as set forth in 

Sections 11.2 and 11.3 of this Article for the validity period of any such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for the useful life of any such know  how.

Article 12. Product Identification

12.1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during two(2) 

years from the Effectuation Date, XYZ shall be entitled to use the 

trademark ABC    XYZ on the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and sold 

by XYZ hereunder and in XYZ's catalogs, instruction manuals and parts 

catalogs covering such Licensed Products provided that XYZ shall in no 

manner be entitled to use such trademark on such Licensed Products for 

use in any countries or areas outside the Territory.



- 60 -

12.2 XYZ's use of the trademark set forth in Section 12.1 of this Article for 

any other sales promotional purpo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dvertisement and sales promotional gifts shall be subject to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ABC. If and when XYZ desires to use the legend 

manufactured under license from ABC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on 

the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and sold by XYZ hereunder and/or 

for any purpose related thereto, XYZ shall be permitted to do so only if 

XYZ has first obtained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ABC. It is understood 

and agreed by the parties hereto, how ever, that XYZ shall in no manner 

be entitled to use the said trade mark and/or legend on XYZ's invoices or 

letter heads. .

12.3 It is understood and agreed by the parties hereto that except as 

specifically set forth in Section 12.1 of this Article, XYZ shall in no 

manner be entitled to use any of the trademarks or trade names of or 

identifications having any reference to ABC's parent company, ABC 

000000000 HEAVY INDUSTRIES CO., LTD.,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Japan, having its registered head office at 

2  1, Ohtemachi 2  chomp, Chiyoda  ku, Tokyo, Japan(hereinafter referred 

to as 000 ).

12.4 XYZ undertakes that XYZ shall not register in the Territory or else 

where the trademark set forth in Section 12.1 of this Article as a 

registered trademark.

Article 13. Warranties and Liabilities

13.1 ABC warrants that ABC's Technical Information furnished to XYZ by 

ABC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 hereof shall be the same as is 

being used by ABC on the Effectuation Date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the Licensed Products or as will be used or us able for 

ABC's own manufacture of the Licensed Products at the time of ABC's 

furnishing such ABC's Technical Information to XYZ, as the case may be. 

ABC in no way warrants that ABC's Technical Information to be furnished 

to XYZ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free from defects nor that the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by XYZ in accordance with such ABC's 

Technical Information shall satisfactorily function so as to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or use required by a purchaser or user of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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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d Products provided however that ABC shall at its own costs and 

expenses correct or modify such defects or omissions, if any, in such 

ABC's Technical Information.

13.2 XYZ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mmercial practice, take the sole 

responsibility for warranties to its dealers, purchasers or users that the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and sold by XYZ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free from defects.

13.3 XYZ shall Indemnify ABC and its affiliat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00 

for and hold ABC and its affiliat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00 harmless 

from any claims, losses, damages and/or liabil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duct liability which may be incurred by ABC and/or its 

affiliat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00 in connec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manufactured and sold by XYZ here under or due to any 

activities of XYZ under this Agreement.

13.4 ABC represents that to the best of its belief ABC's Technical Information 

to be furnished to XYZ under this Agreement is not infringing up on any 

patents or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ies as of the 

Effectuation Date. ABC in no way makes any further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or implied, that any of ABC's Technical Information to 

be furnished to XYZ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infringe upon any 

patents or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ie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ould XYZ be 

required to pay a royalty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manufacture and 

sell the Licensed Products because of such third party'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ABC acknowledges that wuch license is required by 

XYZ, the parties hereto agree to share the cost of such royalty on a 

50/50 basis. If however, because of such third party'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 license from such third party is unavailable, the parties hereto 

shall seek a solution acceptable to both parties hereto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parties hereto are un  able to find out any such solution, and 

then in the event that XYZ discontinues the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underthis Agreement, either party hereto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a sixty(60) days'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hereto, and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without damages or 

penalty to be paid by either of the parties hereto to the other party 

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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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ABC's warranty pursuant to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sole and exclusive and shall replace any other liability, warranty, 

guarantee or condition imposed upon ABC or implied against ABC by law, 

customarily or otherwise.

Article 14. ABC's Industrial Property Rights

14.1 It shall be at ABC's sole discretion whether or not to apply for, obtain 

and maintain any of ABC's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 the Territory or 

elsewhere In the world provided that it shall be at ABC's own costs and 

expenses to apply for, obtain and maintain any of ABC's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and under the name of ABC.

14.2 XYZ shall in no way prejudice the validity of any of ABC'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shall immediately inform ABC of any infringements 

upon ABC's Industrial Property Rights by any unauthorized third parties 

which may come to XYZ's knowledge.

14.3 ABC guarantees neither the novelty, usefulness nor validity of any of 

ABC'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neither the Invalidation nor 

expiration of any or all of ABC's Industrial Property Rights shall in 

anyway affect the obligations of XYZ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5. Effectuation, Term and Termination

15.1 This Agreement shall, after the signing thereof by both parties hereto, 

come into full force and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shall 

have been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conditions thereon or amendments thereof, if any, imposed or requir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that XYZ shall inform 

ABC in writing without delay of such conditions or amendments and 

further that the parties hereto shall have agreed to such conditions or 

amendments to their mutual satisfaction. 

15.2 In the event that the parties hereto are unable to agree to accept said 

conditions or amendments imposed or requir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arties hereto shall seek a mutually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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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but in no event be obligated to accept whatever conditions or 

amendments, and in the event and only if the parties hereto are unable to 

find any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concerning such conditions or 

amendments, the parties hereto shall agree to terminate this Agreement 

on the date on which a written notice thereof given by either party 

hereto has been received by the other party hereto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is Agreement shall once have been signed by both parties 

hereto.

15.3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to be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an initial 

term of five(5) years from the Effectuation Date. If and when either of 

the parties hereto desires to extend this Agreement, one party hereto 

desiring to do so shall inform in writing the other party hereto of such 

intent and then both of the parties hereto shall be required to agree upon 

the extension not later than three(3)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term of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he 

discontinuance of the term thereof. Unless extend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by the 

expiration of such initial term without any notice of termination from one 

party hereto to the other party hereto.

15.4 In the event either party hereto should commit a material breach of 

and/or gross neglige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if 

such defaulting party has not cured such breach and/or negligence within 

sixty(60) days after having received a notice thereof from the non  

defaulting party, the non  defaul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on the date on which a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given by the non  defaulting party has been received by the 

defaulting party not later than thirty(30) days after the lapse of said 

sixty(60) days.

15.5 In the event either party hereto should become adjudicated bankrupt, go 

into liquidation, receivership, insolvency or trusteeship or be as signed to 

the benefit of creditors of such peaty, the adversely affected party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on the date on which a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given by the adversely affected party has been 

received by the sai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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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ither party hereto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on 

the date on which a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given by such party 

hereto has been received by the other party hereto if and company or 

body which Is or becomes in any way a competitor of the other party 

hereto in respect of the Licensed Products or which has a material 

adverse effect on the ability of the other party hereto to par form Its 

obligations hereunder, e.g., the other party hereto discontinues its 

business activities for the Licensed Products.

15.7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either party hereto pursuant to the 

provisionsof Section 15.4, 15.5 or 15.6 of this Article shall be in addition 

to, and shall not be exclusive of or prejudicial to, any other rights and 

remedies such party may have on account of the default of the other 

party hereto.

15.8 At any time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hereto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hereto.

Article 16. Effects of Termination

16.1 In the event this Agreement terminates by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term thereof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5.3 of Article 

15hereof, XYZ shall, after the Termination Date, be free to continue to 

manufacture and sell the Licensed Products using ABC's Technical 

Information furnished to XYZ by ABC hereunde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0.4 of Article 10 hereof and Section 16.7 of this Article.

16.2 The provisions of Section 16.1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by XYZ hereunder on account of any cause or 

reason attributable to ABC. 

16.3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set forth in Sections 16.1 and 16.2 

hereof,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to XYZ by ABC hereunder shall cease and XYZ shall make no 

further use of ABC's Technical Information and ABC's Industrial Property 

Rights furnished and Licensed to XYZ by ABC here under and shall,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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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ed by ABC, promptly return to ABC at XYZ's costs and expenses 

all such ABC'S Technical Information with all copies thereof.

16.4 In any event the Licensed Products contracted by XYZ not later than the 

Termination Dat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nufactured and sold 

under this Agreement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such Licensed 

Products are manufactured and sold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or 

after the Termination Date and XYZ shall settle the payment of all 

outstanding royalti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hereof and 

this Section not later hen sixty(60) days after the Termination Date.

16.5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by ABC on account of any 

cause or reason attributable to XYZ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5.4, 15.5 or 15.6 of Article 15 hereof at any time during the initial term 

of five(5) years after ninety(90) days from the Effectuation Date provided 

that XYZ shall have received all of ABC's Technical Information under 

Section 3.1 of Article 3 hereof, XYZ hereby expressly undertakes that XYZ 

shall pay to ABC not later than sixty(60) days after the Termination Date 

all outstanding royalti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hereof and 

Section 16.4 of this Article and further that if and when the Accumulated 

Royalty bald by XYZ has not attained to Forty Million Japanese Yen( 

￥40,000,000) XYZ shall pay to ABC as damages an amount of deficiency 

to make up for forty Million Japanese Yen( ￥47,000,000), not later than 

sixty(60) days after the Termination Date. If and when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re fulfilled, ABC shall waive its rights to claim for any and 

all damages against XYZ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elsewhere herein.

16.6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by XYZ on account of any 

cause or reason attributable to ABC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5.4, 15.5 or 15.6 of Article 15 hereof at any time during the initial term 

of five(5) years after ninety(90) days from the Effectuation Date provided 

that ABC shall have furnished to XYZ all of ABC's Technical Information 

under Section 3.1 of Article 3 hereof, XYZ hereby expressly undertakes 

that XYZ shall pay to ABC not later than sixty(60) days after the 

Termination Date all outstanding royalti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hereof and Section 16.4 of this Article. If and when the 

Accumulated Royalty received by ABC exceeds Forty Million Japanese 

Yen( ￥40,000,000) , ABC shall pay to XYZ as damages a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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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to forty percent(40% ) of the portion exceeding Forty Million 

Japanese Yen(￥ 40,000,000) not later than sixty(60) days after the 

Termination Date. If and when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re fulfilled, 

XYZ shall waive its rights to claim for any and all damages against ABC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elsewhere herein.

16.7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elsewhere herein,XYZ 

hereby expressly undertakes that XYZ shall, even after the Termination 

Date, not sell nor assign in whole or in part ABC's Technical Information 

furnished to XYZ by ABC hereunder nor create in favor of any third party 

any right to such ABC's Technical Inform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ranting any license thereunder.

16.8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elsewhere herein,XYZ 

shall, after two(2) years from the Effectuation Date and/or after the 

Termination Date, In no way use the name of 07or ABC or any reference 

to 00 or ABC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under Sections 12.1 and 

12.2 of Article 12 hereof in connection with any business activities of XYZ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agreed upon by ABC and XYZ.

Article 17. Other Model17.1

17.1 Anymodels of Hydraulic Excavators in the same bucket capacity range as 

the Licensed Products of the Models set forth In Paragraphs1.1.1 and 1.1.2 

of Section 1.1 of Article 1 hereof which may have been developed by ABC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irrespective of any model naming or 

identification thereof, so as to supersede such Licensed Products 

theretofore manufactured and sold by ABC in Japan shall be deemed to be 

within the scope of the normal modifications and/or improvements of such 

Licensed Products set forth in Paragraph 1.1.4 of Section 1.1 of Article 1 

hereof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7.2 of this Article.

17.2 Any model of Hydraulic Excavators set forth in Section 17.1 of this 

Article which, however, is of new design concept and/ordeveloped by ABC 

with the expenditure of extraordinary development costs(herein  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rable New Models ) shall be deemed to be 

beyond the scope of the normal modifications and/or improvements of the 

Licensed Products set forth In Paragraph 1.1.4 of Section 1.1 of Arti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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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of.

17.3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XYZ shall have the optional right to acquire from ABC 

the license and ABC's Technical Information as for the Comparable New 

Models if XYZ so desires and requests in writing. In each event of XYZ's 

exercising such optional right, ABC and XYZ shall make and enter into a 

license agreement separate from this Agreement, of which terms and 

conditions shall he subject to mutual agreement of ABC and XYZ. Even if 

XYZ does not exercise touch optional right or if ABC and XYZ fail to 

agree up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icense agreement for the 

Comparable New Models, ABC shall not grant such license to any third 

party for nor sell the Comparable New Models in the Territory in view of 

the fact that XYZ Is ABC's exclusive license In the Territory here under 

as for the Licensed Products comparing to the Comparable New Models,

17.4 In addition to the Licensed Products of the Models set forth in 

Paragraphs 1.1.1 and 1.1.2 of Section 1.1 of Article 1 hereof, ABC has as 

of December 1, 1989 such other Models of Hydraulic Excavators of ABC 

design as enumerated on Appendix 5 attached hereto and making an 

integral part 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ther Existing Models ) 

and Is willing to grant similar sights and licenses and render similar 

technical assistance as set forth herein to XYZ concerning any of such 

Other Existing Models if so desired and requested in writing by XYZ 

during the life the Other Existing Models, ABC and XYZ shall make and 

enter into a license agreement separate from this Agreement,of which 

terms and conditions shall b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initial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set forth herein :

17.5 It is understood and agreed by the parties hereto that ABC's granting to 

XYZ the license for any other new models of hydraulic excavators ABC 

may develop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subject to 

the mutual agreement of ABC and XYZ in each case.

17.6 XYZ's optional rights to acquire from ABC the license for the Comparable 

New Models, the Other Existing Models and the Other New Mod els under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Paragraphsof 

this Section :17.6.1 Whenever ABC has developed any of the Comp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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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odels or the Other New Models, ABC shall Inform XYZ of such fact 

Indue course.

17.6.2 If and when any third party In the Territory requests ABC in writing to 

grant such license, ABC shall promptly inform XYZ of such fact by a 

written notice and XYZ shall have the first refusal right to acquire such 

license provided that XYZ shall notify ABC in writing whether or not XYZ 

elects to acquire such license not later than forth five(45) days after 

receipt of said ABC's notice. If XYZ elects not to acquire such license or 

upon the lapse of such forty  five(45) days'period, ABC shall be free to 

grant such license to said third par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7.3of this Article, and

17.6.3ABC shall reserve the right to sell any of the Other Existing Models and 

the Other New Models in the Territory and elsewhere unless and until 

XYZ elects to acquire the license therefor from ABC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7.6.1 and 17.6.2 of this Section,

17.7 Nothing contained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XYZ from purchasing from 

ABC for resale on a non exclusive basis any of the Comparable New 

Models, the Other Existing Models or the Other New Models manufactured 

by ABC subject to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XYZ and ABC until ABC 

grants an exclusive license to any third party in the Territor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7.6.2of Section 17.6 of this Article.

Article 18. Taxation

18.1 If any withholding taxes are imposed on ABC on account of any 

payments to be made by XYZ to ABC hereunder under the Korean laws in 

compliance with the Tax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XYZ shall deduct such taxes from such payments to ABC only to the 

extent XYZ maybe required and allowed to do so pursuant to such Tax 

Treaty. XYZ shall pay such taxes deducted to the competent Korean 

taxation official certificates or other evidences of XYZ's tax payment 

Issued by such Korean taxation offices enough to support ABC's claim for 

tax credit in respect of such taxes so deducted and paid by 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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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Any other taxes which may be Imposed by any relevant laws of any 

country as a result of the existence and/or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borne and paid by the party hereto which is required to pay such 

taxes by such laws.

Article 19. Force Majeure

19.1 Neither party hereto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hereto for non 

performance or delay in performance of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due to causes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fires, 

floods, strikes, labor troubles or other industrial disturbances, 

governmental acts or regulations, riots and Insurrections ( here in after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Force Majeure). Upon the 

occurrence of any such event the affected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hereto as much in detail as possible and shall keep the 

other party hereto informed of any further development of such event. 

Immediately after such event ceases or is removed, the affected party 

shall perform its obligations pending with due speed.

19.2 Should either party hereto be prevented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 

sunder this Agreement by Force Majeur under Section 19.1 of this Article 

lasting continuously for a period of at least four(4) months, the parties 

hereto shall make their best efforts to seek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If no such solution is found within a period of three(3) months thereafter, 

either party hereto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a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hereto without 

paying any damages to the other party on the date on which such notice 

of termin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other party hereto provided 

however that neither party hereto shall be discharged from its obligations 

towards the other party hereto to pay any sums which may have become 

due and payable to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20. Assignment

20.1 Neither of the parties hereto shall be entitled to assign this Agreement in 

whole or in part nor any rights or obligations hereunder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hereto ex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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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either of the parties hereto assign all of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o its legal successo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5.7 of Article 15 hereof.

Article 21. Annual Consultation

21.1 In order to promote a clos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hereto through timely resolution of questions arising from time to 

time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the parties hereto shall 

hold a periodic consultation meeting every year to discuss market status, 

technical matter, production, sales promotion, competition and reputation of 

the Licensed Products as well as any other matters related to this 

Agreement. Time, place and agenda of such meeting of each year shall be 

mutually agreed upon well in advance by the parties hereto.

21.2 In the eventof any important question, the parties hereto shall faithfully 

seek a most appropriate and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and once the 

parties hereto have agreed to any such solution, then the parties hereto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apply such solution without deals.

Article 22. Settlement of Disputes

22.1 Al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hereto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promptly and amicably by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hereto. If any such dispute has not been 

resolved amicably by the parties hereto within three(3) months after a 

formal notice of the dispute is given by one party hereto to the other 

party hereto, either party hereto may demand an arbitration of the dispute 

pursua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ssociation 

and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and the dispute shall be 

finally settled by such arbitration. The arbitration shall take place in Seoul, 

Korea or Tokyo, Japan pursuant to such Agreement. The award of the 

arbitrat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hereto.

Article 23. Language

23.1 The language to be used by the parties hereto in furnishing AB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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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Information to XYZ by ABC and rendering technical services to 

XYZ by ABC hereunder shall at ABC's option be English or Japanese. 

ABC's Technical Information shall also be written in English or Japanese at 

ABC's option.

23.2 The language to be used by the parties hereto in notices, communications 

or correspondences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at ABC's 

option be English or Japanese.

23.3 The language of the authentic text of this Agreement shall be English.

Article 24. Notices

24.1 All notices, communications or correspondences between the parties 

hereto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if made by 

registered airmail or telefax or telex subsequently confirmed In writing 

addressed to the office of each other party hereto at the following address 

:

Article 25. Obedience to Laws and Regulations

25.1 It is understood and agreed by the parties hereto that the execution and 

enforcement of this Agreement and the exercise and performanc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ereunder by the parties hereto shall be subject to 

the obedience by either or both of the parties hereto to any and all 

pertinent laws and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of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25.2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should at any time after the Effectuation 

Date be in whole or in part invalidated on account of any conflict with or 

as a consequence of said laws or governmental regulations or 

requirements, both parties hereto shall faithfully seek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25.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25.2 of this Article, the whole 

remaining part of this Agreement that will not be so invalidated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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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 valid.

Article 26. Consequential Damage

26.1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elsewhere herein,ABC 

shall in no manner be liable to XYZ for any loss of time, earnings or 

profits or any other consequential or special damages which may be 

suffered by XYZ due to the causes or reasons attributable to defects or 

omissions in ABC's Technical Information furnished to XYZ by ABC under 

this Agreement or negligence or any other faults on the part of ABC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rticle 27. Entire Agreement

27.1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nd onl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hereto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ny 

other commitments, agreements or understandings, written or verbal, that 

the parties hereto may have had.

27.2 No modification, change or amendment of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upon the parties hereto except by mutual express consent in writing of 

subsequent datesigned by duly authorized officer or representative of each 

of the parties hereto.

Article 28. Governing Law

28.1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Japanese law.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Agreement to 

be duly executed in duplicate by their duly authorized officers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here in above written and retain one(1) fully executed copy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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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안내서 

기술제휴계약서

본 계약서는 일본법에 따라 조직되어 존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3174.SHOWA 

MACHI, KANAZAWA KU, YOKOHAMA SHI, KANAGAWA KEN, JAPAN에 본사의 

주소를 둔 ABC Construction Machinery CO.,LTD.(이하 ABC라 함)와 대한민국 법

에 따라 조직되어 존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 REPUBLIC OF KOREA에 주소를 둔 

XYZ CO., LTD.(7l하 XYZ라 함)간에1989년 12월 22일 자로 맺어지고,

증:

ABC는 과거 오랫동안 건설산업에 쓰이는 기계 및 장비를 설계, 제조 및 세계에 

걸쳐 판매해 왔고, 유압 굴삭기 제조와 관련된 발명, 산업비밀,Know  How 및 기술자

료들을 획득, 관리해 왔으며,XYZ는 전선 및 산업기계, 장치류를 설계, 제조, 판매해 왔

고 새로이 유입식 굴삭기 제조, 판매를 시작하고자 함에 있어 ABC가 설계한 유압실 

굴삭기를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ABC로부터 기술지원 및 면허를 허여 받고자 함.

이 ABC는 XYZ에 그러한 기술지원 및 면허를 기꺼이 허여하고자 함. 이제 상기의 

전제와 본 계약서상의 상호합의된 조항을 약인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고자 하는 

의도로 양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함.

제1조 : 용어 정의여기에 사용된 것에 따라, 다음의 용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1 Licensee Products(계약제품)는 ABC가 Design한 다음의 유압식 굴삭기로 

정의된다.

1.1.1 APPENDIX 1.1에서 정의한 소형 유압식 굴삭기 IS50G와 그를 구성하는 모

든 부품400 

1.1.2 APPENDIX 1.2에서 정의한 유압식 굴삭기 IS200G IS200LC포함)와 그를 구성하

는 모든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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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상기 모델들의 Sparepart, 대체용부품 및 부분품과 Attachment,Accessory를 

포함하는 모든 Optional 부품을 포함한다.

1.1.4 3.2과 17.1, 17.2에서 정의되는 것에 한해서 ABC가 계약기간동안 상기 모델들

과 관련하여 ABC가 획득하는 일반수정 및 개량 사항

1.2 Territory(계약지역)는 계약발효일을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의해 점유

되는 지역으로 한다.

1.3 ABC Technical Information은 17.1, 17.2에서 정의한 것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

안 ABC에 의해서 확보되고, 통제되고, 사용되는 계약제품의 제조 및 A/S와 직접 

관련된 Inventions, Industrial Secrets, Know  How, Drawings, Spec 도면등 기

술적인 자료를 의미함.

1.4 ABC의 Industrial Property Right 란 ABC가 사용면허를 허여할 권리를 갖거나 

양도할 권리를 갖는 것에 한하여, 계약종료일까지ABC에 의해 얻어진 계약제품의 

제조에 적용 가능한 발명을 포함하여 세계 어느 나라든지 등록되어 있는 특허, 실

용신안 및 출원중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1989년 12월 1일 까지 ABC가 갖고 있

는 Industrial Property Right는 APPENDIX 2에 상술한다.

1.5 Net Sellinc Price 란 XYZ가 제조판매하거나 처분한 계약제품의 총판매액에서 총

판매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XYZ에의해지불되어 합리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거나 별도의 영수증을 갖출 수 있는 다음의 비용을 공제한 것을 의미

한다.

1.5.1 판매할인 1.5.6 운송비

1.5.2 반품1.5.7 영업보험료

1.5.3 영업수수료(영 업 비 용) 1.5.8 광고비용

1.5.4 영 업 간접세 1.5.9 ABC로부터 구매품의 XYZ가격 및 수입관세, 수입관련 

제비용 

1.5.5 포장비

1.6 Accounting Period(회계기간)란, 계약기간 중에 6월 또는 12월 마지막날로 끝나

는 6개월을 의미하며, 전반 Accounting Period와 후반 Accounting Period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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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Accounting Period는 계약발효일로부터 1990년 6월 마지막 날까지로 하

고 마지막 Accounting Period는 1월 또는 7월 첫째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

1.7 Contractual Year(계약년도)란, 최초의 Contractual Year가 계약발효일로부터 

1990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마지막 Contractual Year가 마지막 1월부터 계

약종료일까지로 전제하에, 전반 Accounting Period로 구성된 1년을 의미한다.

1.8 Effectuation Date(계약발효일)이란, 15.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서가 효

력을 발생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1.9 Termination Date(계약종료일)이란, 13.4, 15.2, 15.3, 15.5, 15.6, 15.

8, 19.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간 합의 또는 여하한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종

료되는 날짜를 의미한다.

제2조 : 면허의 허여

2.1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ABC는 XYZ에게 Territory내에

서의 사용을 위해서 Territory내에서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한 ABC의 

Industrial Property Right와 Technical Information의 독점적이고 양도불능한 사

용권한과 면허를 허여함.

2.2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ABC는 XYZ에게 다음 국가들을 

제외한 세계 모든 곳의 XYZ 대리점 또는 구매자에게 2.1항에 따라 XYZ에 의해 

제조된 계약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ABC의 Industrial Property Right와 

Technical Information의 독점 적이고 양도불능한 사용권한과 면허를 허여함.

2.2.1 ABC가 이미 계약제품의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Japan, Hong Kong 

and Macao, Singapore, Malaysi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2.2 ABC가 이미 계약제품의 독점적 영업권을 제3자에게 허여함. Taiwan, Turkey, 

Indonesia, Saudi Arabia, Philippines, Bahrain, Thailand, Egypt, Austrailia 

EC Member Countries(계 약기 간 동안 가입될 국가 포함), Newzealand, 

U.S.A., Czechoslovakia, Canada, Austria, Switzerland, Columbia, Sweden, 

Ecuador, Nor  way, Peru, Finland2.3 어떠한 내용도 이 조에 의해 XYZ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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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권한, 면허에 의해XYZ가 계약제품의 제조판매권을 누구에게도 

sublicense할 수 있도록 허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3조 : 기술지원

3.1 6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발효일 현재 ABC가 가지고 있는 APPENDIX 3에서 열

거한 ABC의 Technical Information을 계약발효후 90일 이내에 APPENDIX 3에

서의 일정에 따라 XYZ에게 제공한다.

3.2 6 및 17.1, 17.2의 규정에 따라서 ABC는 계약기간 동안 ABC에 의해서 만들어지

고 획득한 계약제품의 일상 수정 및 변경에 대해서XYZ에게 ABC의 추가적인 

Technical Information을 XYZ에게 제공한다.

3.3 6과 17.1, 17.2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기간동안 XYZ의 요구에 의해ABC는 3.1, 

3.2의 규정에 따라 XYZ에게 제공한 ABC의 Technical Information에 한해서 계

약제품의 설계, 제조에 있어 XYZ직원이ABC의 기술을 익히는 것을 돕기 위해 기

술연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1.1.1, 1.1.2의 2개 Model에 대해서 계약 1차년도에는 

5명이 2주이내, 그 다음년도부터는 4명이 5주 이내에 ABC의 사무실, 공장등에서 

XYZ의 직원을 받아야 한다. 파견의 각각의 경우에, XYZ는 사전에 파견의 목적, 

인원수, 일정 등을 ABC에 통보하고 ABC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ABC는 XYZ 직

원이 ABC의 관련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거절하거나 연기

해서는 안된다. XYZ 직원이 ABC에 방문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은 XYZ가 부담한

다. 어떤 경우도XYZ는 1993년 12월 31일 즉 4차 계약년도 이후에는 ABC의 연

수 Service를 받은 권한이 없다.

3.4 6과 17.1, 17.2의 규정에 따라서 XYZ의 요청에 의해서 ABC는 1.1.1, 1.1.2의 2

개 Model에 대해서 5개 Man  Day 이내에서 3.1, 3.2의 규정에 따라 XYZ에게 

제공한 ABC의 Technical Information 범위 내에서 XYZ가 원하는 조언 및 자문

을 제공할 기술자를 XYZ에게 파견해야 한다. .생활비, 숙식비, 교통비 등은 XYZ

가 부담한다. 어떤 경우도 XYZ는 1993년 12월 31일 즉 4차 계약년도 이후에는 

조언 및 자문을 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4조 : 하청계약 

10.2 10.3의 규정에 따라서 XYZ는 Territory 내에서 계약제품의 부품생산을 위해 하

청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XYZ는 계약제품의 완제품은 하청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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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부품공급

5.1 XYZ가 계약제품의 필요한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XYZ의 요청에 따라 ABC는 USC의 계약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여 

XYZ에 제공하며,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5.2 5.1의 계약제품을 위한 부품의 공급은 계약서와는 별개로 양 당사자간의 구매계

약 또는 P/O에 의해 이루어지며 양 당사자간에 가격, 납기, 수량, 품질, 지불, 보

증 등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제6조 : 지 급

ABC에 의해서 XYZ에게 허여된 권리, 면허 및 기술지원에 대한 약인으로서 따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따라 XYZ는 ABC에게 댓가를 지급한다.

6.1 XYZ는 ABC에게 ￥10,000,000의 초기지불금을 다음의 3등 분할로 지급한다.

6.1.1 1차 분할금:계약발효일로부터 30일까지 ￥5,000,000을 지급한다.

6.1.2 2차 분할금:계약발효일로부터 69일까지 ￥3,000,000을 지급  한다.

6.1.3 3차 분할금:계약발효일로부터 90일까지 ￥2,000,000을 지급한다.

6.2 6.1의 초기지불금과 함께 XYZ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XYZ에 의해 판매 또는 달

리 처분된 계약제품의 순판매가의 다음의 Royalty 비율을 XYZ는 ABC에게 지

급한다.

6.2.1 3% : 계약 첫 해부터 누적 Royalty가 ￥40,000,000이 되는해 까지 적 용됨

6.2.2 2.5% : 6.2.1의 다음 해부터 누적 Royalty가 ￥90,000,000에 이르는 해까

지 적용됨

6.2.3 2.3% . 6.2.2의 다음해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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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각 Accounting Period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XYZ는ABC에 동 

Accounting Period 동안 XYZ에 의해서 판매되었거나 달리 처분된 계약제품에 대

해서 Royalty를 지급한다.

6.4 XYZ는 1994년 12월 31일 로 종료되는 계약 5차년도까지 누계 Royalty가 

￥10,000,000에 이르지 못한 경우 후반 Accounting Period에 실제 발생하는 

Royalty에 부족액을 보충하여 후반 Accounting Period 종료 후 60일 이내까지 

ABC에게 지급한다.

6.5 6.2'에서 규정한 Royalty는 계약제품이 완제품, Spare Part, Replacement Part, 

Component 또는 Attachment, Accessory를 포함한 Optional Item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며, 단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6.6 6.2를 위해서 수금이 이루어진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제품이 XYZ와XYZ의 대리점 

또는 구매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XYZ의 공장 또는 시설에서 출고되어 XYZ의 

Invoice가 발행된 것은 팔린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경우에도 계약제품이 반품, 

수주취소, Rent, Lease 등으로 인하여XYZ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팔리거나 처분되

었다 하더라도 Royalty는 1회만 지급한다.

6.7 6.3 및 6.4에 따른 Royalty의 지급은 XYZ에 의해서 송금되는 당일의 서울외환시

장에서의 TTS로 적용된 일본화로 한다.

6.8 XYZ에 의해서 ABC에게 지불될 선급금, Royalty 및 기타지급액은 ABC를 수취인

으로 한 다음, 은행구좌로 전신환으로 송금되어야 한다.

예 금 주 : ABC CONSTRECT10N MACHINERY CO., LTD.

은 행 : DAI  lCHl KANGYO 7ANK, YOKOHAMA BlANCH

A/C No.. 1417935

또는 때때로 계약기간 중에 ABC가 지정한 은행구좌, 송금 즉시XYZ는 ABC에게 

송금날짜, 서울의 XYZ가 송금한 은행명, 위치, 적용환율 및 송금된 일본엔 '볼'을 

ABC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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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본 장에서의 규정에 따라 XYZ에 의해 지급된 것은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부분 

또는 전액 등을 ABC에 의해서XYZ에게 환급하지 못한다.

제7조 : 기록, 보고, 회계감사7.1

7.1 XYZ는 지금 Royalty의 타당한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기록을 담고 있는 

진실되고 완전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7.2 각 Accounting Period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XYZ는 6.3의 규정에 따라 지급될 

Royalty의 서면계산서를 본 계약서의 APPENDIX 4에서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

여 ABC에게 통보한다.

7.3 ABC는 또한 ABC가 Royalty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서 수시로 요구하는 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ABC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4 7.1에서 언급한 XYZ의 회계장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ABC는 XYZ의 

사무실에서 정규근무시간에 ABC의 공인회계사나 직원으로 하여금 XYZ 장부를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XYZ는 ABC의 공인회계사나 직원

이 XYZ의 회계장부의 내용을 발췌 또는 복사하도록 허여해야 한다.

제8조 : Sales Promotion(판매 증진)

8.1 XYZ는 Territory 내에서의 시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계약제품의 충분한 수량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8.2 XYZ에 독점적으로 허여한 권한과 면허를 감안할 때, XYZ는 본계약서의 조건에 

따라서 Territory 내에서의 매출증대와 계약제품 사용의 향상을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

8.3 7조의 규정에 따라 XYZ에 의해 만들어지는 보고서와 함께 XYZ는 본계약서에 있

어 XYZ의 행위와 관련되어 ABC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보고서를 ABC에게 제공

해야 한다.

8.4 계약발효 즉시 ABC는 계약제품에 관련된 Catalogue와 Salesman Handbook 1부

를 XYZ에게 제공한다. 아울러XYZ의 요청 즉시, ABC는 XYZ가 견적을 내기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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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여겨지는 여타의 기술정보를 XYZ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ABC는 ABC에 

의해서 제조, 판매되는 계약제품과 관련된 원가, 손익관련 정보를 XYZ에게 제공

할 의무는 없다

제9조 : 비경쟁 의무

9.1 XYZ는 계약기간 동안 AB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제품이외의 유압식 굴삭

기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제조, 판매 및 취급을 할 수 없다.

제10조 : 비밀엄수10.1 XYZ는 ABC의 사전동의 없이는 다음의 정보를 제외하고

는 ABC에 의해서 얻어진 Technical Information 및 기타정보 등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1.1 계약발효일 이전에 공개되었다고 입증될 수 있는 정보10.1.2 계약기간 동안 

XYZ에 의한 과실없이 공개되었다고 입증할 수있는 정보

10.1.3 계약발효일 이전에 XYZ가 소유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10.1.4 계약기간 동안 제3자로부터 XYZ가 선의로 입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

보10.2 XYZ는 ABC로부터 받은 정보 중의 일부를 XYZ의 설계, 생산, A/S요원 

및 Article 4.에서 규정한 하청업체에게 원래 목적의 필요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허여한다.

10.2 XYZ는 ABC로부터 받은 정보 중의 일부를 XYZ의 설계, 생산, A/S요원 및 

Article 4.에서 규정한 하청업체에게 원래 목적의 필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

도록 허여한다. 

10.3 XYZ는 19.1에서 규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XYZ 직원이나 하청업체로부터 확보하

여야 하며, 또한 XYZ 하청업체로 하여금 그들 직원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받아

내도록 해야 한다.

10.4 본 조항에 따라 XYZ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내용은 16.7에서 정의된 종료일 후 

지역의 제한없이 5년간 유효하다

제11조 : XYZ에 의한 수정, 개량



- 81 -

11.1 XYZ는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계약제품과 관련된 변화, 수정, 개량, 개선에 있어 

6조에서 규정하는 Royalty 의무가 면제될 수 없는 조건으로 Territory 또는 여타

지역에서의 지역조건에 계약제품을 부응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ABC에 의해서 제

공된 Technical Information을 XYZ의 비용으로 ABC의 사전 서명동의를 받을 것

을 조건으로 수정, 변경할 권리를 갖게 된다.

11.2 XYZ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제품과 관련된 수정, 개선, 개량, 발명 및 경험 등을 

XYZ의 비용으로 ABC에게 항상 통보해야 한다.

11.3 XYZ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제품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발명 등은 세계 어느 지역

이든지 XYZ의 이름으로 공업소유권을 출원 등록할 자격을 갖는다.

11.4 XYZ는 11.2, 11.3에서 규정된한 YZ의 변경, 수정, 개량, 개발, 발명 및 경험 등

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XYZ의 공업소유권 및 Konw how 권리

를 기반으로,ABC에게 기술료 없이 비독점적으로 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

업소유권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 동안, 그리고 Know  how에 대해서는 Know  

how로서의 유효기간 동안 각각 허여한다.

제12조 : 제품표시12.1 계약초기 2년 동안 계약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XYZ는 

XYZ가 제작, 판매하는 계약, 제품, Catalogue, Instruction Manual, Part Catalogue 

등에 계약지역 이외의 사용 목적으로는 허여되지 않음을 조건으로 ABC  XYZ 의 상

표를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12.2 12.1에서의 상표사용은 광고나 판촉용 선물을 포함한 기타 일체의 판촉용으로 

12.1의 상표를 XYZ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AB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YZ가 어떠한 목적이든지 계약제품에 ABC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로부터의 면허에 의해 만들어짐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 ABC의 서

면동의를 얻을 때만 허용된다. 그러나 XYZ는 견적서나 편지 머리에 이러한 상표

나 문구 등을 사용할 권리를 갖지 않을 것에 양자는 합의한다.

12.3 XYZ는 12.1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ABC의 모회사인 2.1, 

Ohtemachi 2  Chome, Chiyoda  Ku, Tokyo, Japan에 본사를 둔ABC OOOOO 

Heavy Industries CO., LTD. (이하OO라함)와 관련된 여하한 상표, 상호 및 표시

를 사용할 권리를 갖지 못함을 양자가 합의한다.

12.4 XYZ는 12.1의 상표를Territory나 기타 지역에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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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보증과 책임

13.1 ABC는 XYZ에 제공한 Article 3.의 Technical Information이 계약발효일 현재 

계약제품의 제조를 위해 ABC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임과 XYZ에게 기

술을 제공하는 시점에 ABC 자신의 계약제품 제조에 사용할 또는 사용될 수 있는 

것임을 보증한다. ABC는 XYZ에 제공하는 기술이 결점이 없고 ABC가 제공한 기

술에 의해 XYZ가 만든 계약제품이 사용자 또는 구매자의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도 충분히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ABC는 그러한 결점이 있다

면 ABC 스스로의 비용으로 수정한다.

13.2 XYZ는 자신의 대리점, 구매자, 사용자에 대해서 XYZ가 본 계약하에 제조한 계

약제품이 결점이 없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상거래관습에 따라 보증할 전적인 책임

을 진다.

13.3 XYZ는 XYZ가 만들어 판매한 계약제품에 관련해서 OO를 포함해서 ABC 또는 

그들의 자매회사에 부담될지도 모를 제조물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Claim, 손실, 

Damage 및 책임에 대하여 OO를 포함하여 ABC와 그 자매회사를 면책케 하여야 

한다.

13.4 ABC가 알고 있는 한 발효일 기준으로 본 계약하에 ABC가 XYZ에 제공할 기술

정보가 제3자의 특허 또는 공업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ABC는 진술한다. 

ABC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의특허 또는 공업소유권에 대한 불침해의 사실 이

상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진술 또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본항의 앞서 규정에

도 불구하고, 계약제품의 제조 생산을 위하여는 제3자의 공업소유권때문에 XYZ가 

제3자에게 기술료를 지불하도록 요청받고 ABC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양 당

사자는 기술료의 반씩을 각각 부담하는데 합의한다. 그러나 제3자로부터의 실시권 

허여를 받아낼 수없을 경우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

는 해결책을 강구한다 즉 양 당사자가 그러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고 XYZ가 

본 계약하의 계약제품 판매를 중단할 경우는, 당사자 중의 어느 일방도 타방에 대

한 60일 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시킬 수 있고, 본 계약은 어느 일방에 대한 손해

나 벌칙없이 종료된다.

13.5 본조의 앞에서 규정된 ABC의 보증은 ABC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보증이며, 

법이나 관습 기타에 의하여 ABC가 부과 혹은 함축되는 책임 보증 또는 조건을 

대체한다.

제14조 : ABC의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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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ABC의 Industrial Property Richt는 ABC의 이름으로 ABC의 비용으로 세계 어

느 곳이든지 출원등록 유지할 수 있다.

14.2 XYZ는 ABC의 공업소유권이 제3의 무자격자에 의해서 침해받은 것을 알면 즉시 

ABC에 통보하고, 또한 XYZ 스스로도 ABC의 공업소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14.3 ABC는 ABC 공업소유권의 신규성, 실용성 또는 유효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

며, 또한 ABC 공업소유권의 무효 또는 유효기간 만료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

하의 XYZ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제15조 : 유효성, 기간, 종료

15.1 본 계약서는 양 당사자간의 서명 후 한국정부의 승인(조건부이든 변경부이든)이 

있는 날짜로부터 발효된다. 단, XYZ는 ABC에 그러한 조건이나 수정요구를 서면

으로 즉시 통보해야 하며 양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나 수정에 합의 도달

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15.2 본 계약서의 정보 변경요청 사항에 대해 상호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쌍방은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비록Sign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노력

이 실패했을 때에는 타방에 대해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

15.3 본 계약은 발효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만일 본 계약의 어느 일방이 계약연장

을 원할 때는 양자는 본 계약의 단절을 막기 위해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연

장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한 연장이 안되었을 때는 5년 후에 자동 

종료된다.

15.4 일방이 본 계약서 의무를 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을 한 경우, 타방의 시정요구 수

령 후 6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요구 기간 60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

내의 종료 통보일에 계약을 종료시킬 권리를 갖는다.

15.5 일방이 파산, 청산, 재산관리 지불 불능 또는 신탁 및 채무자에게 넘어갔을 경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타방은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계약을 종료시

킬 권리를 갖는다.

15.6 일방이 계약제품에 있어 타방의 경쟁회사 또는 타방의 의무이행에 반대 영향을 

끼치는 회사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경우(예를 들어 타방이 계약제품의 사업활동을 



- 84 -

그치게 되는 경우) 타방의 조기 종료 통지를 받은 날짜로 조기 종료된다.

15.7 15.4, 15.5, 15.6에 규정된 계약의 종기 종료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갖게 

되는 타방의 권리 및 청구권에 부가적 효력을 가져오며 어떠한 권리나 청구권을 

배제 또는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15.8 계약기간 동안 언제라도 쌍방은 상호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조기종료시킬 권

한을 갖는다.

제16조 : 종료 효과

16.1 15.3에서 규정하는 최초기간의 만기종료시, XYZ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16.7, 

10.4이 규정하는 의무이행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ABC가 제공한 기술정보를 사

용하는 계약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

16.2 16.1에서 정한 내용은 AB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흑은 어떤 사유로든지 XYZ에 

의하여 본 계약이 조기종료될 시에도 적용된다.

16.3 16.1, 16.2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XYZ

에게 허여된 권한 및 License는 정지되며 XYZ는ABC에서 제공되고 면허된 ABC

의 기술정보 및 공업소유권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한 XYZ는 ABC의 요청이 

있을 때는 모든 ABC의 기술정보를 XYZ의 비용으로써 즉시 ABC에게 돌려주어 

야 한다  

16.4 어떤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XYZ에 의해 계약된 계약제품은 그 

제품이 계약기간 중에 또는 그 이후에 만들어져 팔렸는가를 불문하고 이 계약에 

따라 만들어져 팔린 것으로 간주되며, XYZ는 제6조 및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바

에 따라 발생될Royalty를 계약이 종료된 후 60일까지 ABC에 지불하여야 한다.

16.5 3.1의 ABC의 Technical Information을 모두 받은 후 계약발효 90일 이후 5년

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15.4, 15.5, 15.6의 규정에 따라 XYZ 귀책사유로 인하

여, 혹은 어떠한 사유든지 ABC에 의하여 조기 종료될 경우 XYZ는 6조 및 16.4

의 규정에 따라 지불될Royalty를 조기 종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지불

할 것을 명백히 약속하며 더 나아가 지급 Royalty의 누계가 ￥40,000,000에 미

달할 경우는 그 부족액을 60일 이내에 지불한다. 본 조항의 규정이 충족될 경우

는 ABC는 달리 규정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XYZ를 대상으로 한 모든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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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을 포기한다.

16.6 3.1의 ABC의 Technical Information을 모두 제공한 후, 계약발효90일 이후 5년

의 계약기간 중에 15.4, 15.5, 15.6의 규정에 따라AB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혹

은 어떤 이유이든지 XYZ에 의하여 조기 종료된 경우는 XYZ는 제6조 및 16.4의 

규정에 따라 지불할Royalty를 조기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할 것을 명백

히 약속한다. 만일 계약 조기 종료시까지 ABC가 받은 누계 Royalty가 

￥40,00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 조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40,000,000

의 초과액 중 40%를 XYZ에게 지불한다. 이 경우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XYZ는 ABC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16.7 다른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XYZ는 ABC에 의해서 제공받은 기술

정보를 계약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License를 허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ABC의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권리도 발생 시 켜서는 안된다.

16.8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이와 반대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더라도XYZ는 발효일

로부터 2년 후 또는 계약조기 종료일 이후는 양당사자간의 특별 합의가 없는 한, 

XYZ의 사업과 관련하여 12.1 및12.2에서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OO 혹은 ABC에 

관련된 문구 혹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 다른 Model

17.1 본 계약기간 중에 ABC에 의해서 개발되는 1.1.1, 1.1.2와 동일 용량급의 어떠한 

유압 Excavator도 모델명 및 구분명에 불문하고 일본에 있어서 ABC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계약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1.1.4에서 규정한 계약제품의 통

상적 수정   개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분류 구분은 17.2에따른

다.

17.2 17.1의 유압식 굴삭기의 어느 Model이 ABC의 일상적 규모 이상의 개발비용 투

자로 개발되고, 새로운 설계 개념인 경우 1.1.4의 계약제품의 통상적 수정, 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이하 Comparable New Model이라 함)

17.3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XYZ는 XYZ가 원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때 ABC로부터 Comparable New Model에 대한 실시권 허여와 ABC의 

Technical Information을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한을 갖는다. XYZ가 그러한 선택

권을 행사할 때 양당사자는 본 계약과는 별도의 실시권 허여계약을 맺되, 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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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XYZ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양자가 실시권 

허여계약 조건에 실패할 때에도 ABC는, XYZ가 경쟁적 신규모델에 비견되는 계약

제품의 Territory내 독점적 실시권자임을 감안하여, Territory내 제3자에게 실시

권을 허여하거나 직접판매하지 않는다.

17.4 1.1.1, 1.1.2의 계약제품 외에도 ABC는 1989, 12, 1 현재 본 계약서의 

APPENDIX 5에 열거된 ABC설계의 유압식 굴삭기 여타 모델(이하 Other 

Existing Models라 함)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ABC는 계약기간 동안 XYZ가 원하

고 서면으로 요청할 때Other Existing Model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규정되는 바

의 유사한 권리, 실시권 허여 기술협조를 XYZ에게 허여한다. ABC가Other 

Existing Model에 대해 XYZ에게 면허를 허여할 각각의 경우 ABC의XYZ는 본 계

약과는 별개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그 계약조건은 본계약의 본꼴(초기)와 실질적으

로 같도록 한다.

17.5 계약기간 동안 ABC가 개발할지도 모를 유압식 굴삭기 신모델의 실시권 허여는 

각 경우별로 ABC와 XYZ간의 상호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 합의한다.

17.6 ABC로부터Comparable New Model. Other Existing Model, Other New 

Model에 대한 XYZ의 선택권 요청은 다음에서 정의된 바에 의한다.

17.6.1 ABC가 Comparable New Model, Other New Model을 개발할 때는 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XYZ에 즉시 통고

17.6.2 한국의 제3자로부터 License 요청을 받으면 ABC는 즉시XYZ에게 이를 알리

고, XYZ는 ABC로부터이를 접수한지 45일이내에 이 License를 원하는지의 여부

를 ABC에게 알리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실시권을 요구할 수 있는 1차적인 우

선권을 갖는다. XYZ가 실시권 허여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45일의 기간이 경

과되면 17.3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제3자에게 실시권을 자유로 허여할 수 있다.

17.6.3 ABC는 XYZ가 17.6.1 및 17.6.2의 규정에 따라 License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사표시를 않는 한 혹은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Other Existing Model 및 

Other New Model에 대해 한국에 판매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8조 : 징 계

18.1 ABC에게 지불할 Payment에 대해 한국정부가 부과할 원천징수세가 있다면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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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협정에 따라서, Payment 중에서 XYZ가 원천세를 징수하고 그 차액을 송금하

며, ABC 대신 납부한 납세 중빙서를 ABC에 송부한다.

18.2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관련 해당국가의 법규에 따

라 부과되는 기타의 세금은 관련법규에 따라 납세요청되는 측에 의해 부담되고 

납세된다.

제19조 : 불가항력

19.1 화재, 홍수, Strike, 노사분규, 산업적인 혼란 행정처분, 규제, 폭동, 반란(이하 불

가항력)을 포함한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사유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일방도 타방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를 맞은 어느 일방도 발생 즉시 그 내용을 타방에 알리고 사태가 종

료 처리되면 계류된 의무이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19.1 의 불가항력이 4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쌍방은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결책이 강구되지 못하면 어느 일방도 타방에

게 손해배상의 지불없이 서면으로 계약의 조기종료를 통보하고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타방에 지불할 사유가 이미 발생한 

대가금액의 지불의무로부터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20조 : 양 도

20.1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본 계약하의 권리 또는 의무를 타방의 

명시적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 15.7의 규정에 따라 법정 

상속인에게 본 계약하의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 연례회의

21.1 이 Agreement와 관련하여 혹은 이 Agreement로부터 때때로 야기되는 문제들

의 적절한 해결을 통해서 양측의 밀접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양측은 시장상황, 기술적인 문제생산, 판매증진, 경쟁, Licensed Product의 평판

뿐만 아니라 이 Agerement에 관계된 어떤 다른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매년 정

기적으로 협의 Meeting을 개최한다. 매년 이러한 Meeting의 시간, 장소, 의제는 

양측에 의해 상호간, 사전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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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양측은 가장 적절하고도 상호 만족할만한 방안을 강구

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양측은 그러한 방안이 강구 합의되었을 

때 지연없이 그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 분쟁해결

22.1 이 Agreement 관계되어 혹은 이 Agreement로 발생하는 양측의 모든 분쟁은 

양측의 협의에 의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한다. 만약 한쪽

이 상대방에게 이 분쟁의 공식적인 통고 후 3개월 이내에 양측에 의해 우호적으

로 해결될 수 없다면 어느 당사자도 한일상사 중재협정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

구할 수 있다. 분쟁은 그러한 중재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되어진다. 중재자는 동 

계약에 의해 한국의 서울 또는 일본의 동경으로 정해진다. 중재의 판정은 양측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제23조 : 언 어

23.1 ABC가 XYZ에게 제공하는 기술정보와 기술 SERVICE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와 일어 두 가지 중 하나를, ABC가 그 선택권을 갖는다. ABC의 Technical 

Information 역시 ABC의 선택에 따라 영어나 일어로 한다.

23.2 본 계약과 관련된 통고, 서신교환상 사용되는 언어는 ABC의 선택에 따라 영어/

일어로 한다.

23.3 본 계약서는 영어로 한다.

제24조 : 통 고

24.1 본 계약과 관련된 양자간의 통고, 서신교환 등은 다음 주소로 서면에 의하여 

연계되어 확인되는 항공등기우편, Telefax, Telex 등으로 발송될 때 유효하다.

ABC : ABC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9  7, 2  Chome. Yaesu, Chuo  Ku,Tokyo 104, JAPAN.

Telefax : 03  277  

Telex No. : 22  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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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 : Heavy Industries Division

XYZ

Dang Jung  Dong, Gunpo  si.

Kyounggi  do,433  810, KOREA.

Telefax : 02  234  2163Telex No.

제25조 : 준 법

25.1 본 계약의 실행 및 양자의 권한과 의무의 수행은 한국, 일본의 관련법, 법규, 규

정 등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양해  합의되었다.

25.2 계약발효 후 25.1의 법규 규제 등으로 인하여 혹은 그 상충에 의하여 계약내용 

중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무효화될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만족할 만한 방안의 

강구에 성의를 다한다.

25.3 25.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의 무효화되지 않는 여타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

제20조 : 간접손해

26.1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본 계약에 의해 ABC가 

XYZ에 제공한 기술의 결함, 누락 ABC의 의무태만, 실수 등으로 인하여 XYZ가 

입게 될 시간 낭비, 이익 상실, 기타간접 피해에 대하여 ABC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27조 : 완전합의

27.1 본 계약은 계약대상이 주제에 관한 완전합의를 이루며, 지금까지 있어온 여타의 

모든 약속 및 합의(구두 또는 문서)를 대체한다.

27.2 본 계약의 어떠한 수정이나 변경도 권한있는 당사자의 임원 또는 대표자에 의하

여 일차별로 서면에 의한 상호 등으로 서명되지 않는 한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

이 없다.

제28조 :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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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이 계약서는 일본법에 따라 지배 해석된다.

이의 증으로 본 계약의 맨 앞에 적힌 연도, 일자에 양측의 권한있는 임원에 의해 

본 계약은 2부씩 작성하였고, 각기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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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판매계약서

MODEL TERMS OF CONTRACTS

FOR SALE OF GOODS

 For Sal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Firms and Corporations

Contract Number : 

Date of Signing of Contract :

Place of Signing of Contract :

Seller : 

...........................................................................................................

Address : 

.......................................................................................................

Country of Incorporation : ..........................................................................

Telex : 

...........................................................................................................

Fax : 

..............................................................................................................

Buyer : 

..........................................................................................................

Address : 

........................................................................................................

Country of Incorporation : .........................................................................

Telex :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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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yer and the Seller, through friendly negotiation, have signed 

this Contract on a basis of [ ]FOB or [ ] CFR or [ ] CIF or [ ] FCA or [ ] 

CPT or [ ] CIP and agreed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d below. 

 

1. Name of Commodity : 

2. Specifications/Quality : 

3. Units : 

4. Quantity :

 [with ( ) % more or less both in amount and quantity

 allowed at [ ] the Seller’s , or [ ] the Buyer’s option]

5. Unit Price FOB/CFR/CIF/FCA/CPT/CIP : 

6. Total Amount : 

 [If the delivered quantity is more or less than ( )% of the

 quantity as defined in item 4, the price shall be adjusted

 correspondingly. ]

7. Country of Origin and Country of Manufacture : 

8. Shipping Mark : 

9. Shipment

9.1 Time of Shipment : 

9.2 Port of Shi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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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Port of Unloading : 

9.4 "On - deck" shipment [ ] is, or [ ] is not allowed. 

9.5 Transhipment [ ] is, or [ ] is not allowed.

9.6 Partial shipment [ ] is, or [ ] is not allowed. 

9.7 [ ] Container shipment

9.8 Final destination : 

10. Terms of Payment 

10.1 Method of Payment (*Select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of payment)

 (1) Letter of Credit

 [ ] 10. 1. 1 Sight payment

 The Buyer shall, 

 

 [ ] ( ) days prior to the first day of the time of 

 shipment specified in this Contract,

 [ ] within ( ) days after the execution of this Contract 

 establish in favor of the Seller an irrevocable letter of cre-

 dit (L/C) payable at sight issued by 

 

 

 (bank’s name), by

 [ ] telex,

 [ ] SWIFT,

 [ ]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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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rief telex and mail 

 in the amount of 

 

,

 the contents of which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ontract.

 The letter of credit shall not expire until ( ) days after the 

 last day of the time of shipment specified in this Contract.

 The statement "this credit is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shall be contained in the letter of credit.

[ ] 10. 1. 2 Deferred Payment 

 The Buyer shall,

 [ ] ( ) days prior to the first day of the time of 

 shipment specified in this Contract,

 [ ] within ( ) days after the execution of this 

 Contract, 

 establish in favor of the Seller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L/C) payable ( ) days

 after 

 , issu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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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s name), by

 [ ] telex ,

 [ ] SWIFT ,

 [ ] mail ,

 [ ] brief telex and mail 

 in the amount of 

 

 the contents of which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ontract.

 

 The letter of credit shall not expire until ( ) days after the 

 last day of the time of shipment specified in this Contract. 

 The statement "this credit is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shall be contained in the letter of 

credit.

 (2) Collection

 [ ] 10. 1. 3 Document Against Payment (D/P)

 After shipment, the Seller shall deliver a sight bill (s) of 

 exchange drawn on the Buyer together with the required 

 documents to the Buyer through a bank. The Buyer shall

 effect the payment immediately upon the first presentation 

 of the bill (s) of exchange and the required documents, 

 i . e . D/P. 

 [ ] 10. 1. 4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After shipment, the Seller shall deliver bill (s) of exchange 

 drawn on the Buyer, payable 



- 96 -

 days after 

,

 together with the required documents to the Buyer through

 a bank for acceptance. The Buyer shall accept the bill (s)

 of exchange immediately upon the first presentation of the

 bill of exchange and the requireddocuments and shall effect the payment on 

the maturity date of the bill (s) of exchange,

 i . e . D/A.

 (3) Remittance

 

 [ ] 10. 1. 5

 The Buyer shall, 

 [ ] within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required document, 

 [ ] within 

days after the date of the Bill of Lading, 

 pay the invoice value of the goods to the Seller’s account

 with the bank designated by the Seller by means of 

 [ ] T/T (Telegraph Transfer).

 [ ] M/T (Mail Transfer).

 [ ] D/D (Demand Draft).

 10. 2 Documents Required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prepared by the Seller and 

 submitted to the Bu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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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ill of exchange drawn on 

 [ ] 

 (bank’s name, on L/C basis) 

 [ ] the Buyer (on collection basis)

 2. Transport document (select one of the following) : 

 [ ] 1)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 ] order, or

 [ ] to order of 

 and blank endorsed

 marked freight 

 [ ] prepaid/paid, or 

 [ ] to collect

 notifying [ ] consignee, or

 [ ] 

 [ ] 2) non-negotiable sea waybill made out to 

 market freight [ ]prepaid/paid, or

 [ ] to collect 

 notifying 

 [ ] 3)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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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air transport document (airway bill/air 

 consignment note)

 [ ] 5) railway transport document 

 [ ] 6) courier and post receipts

 3. Other document(s) 

 [ ] 1) commercial invoice

 [ ] 2) insurance policy/insurance certificate

 [ ] 3) quality inspection certificate/inspection

 report/analysis certificate

 [ ] 4) certificate of origin

 [ ] 5) packing list 

 [ ] 6) weight list 

 [ ] 7) notice of shipment/shipping advice

 Documents 

 in 

 originals and 

 copies

 4. Other documents (if required) :

 

 10. 3 Banking Charges

 Depending upon the method of payment selected pursuant to

 Clause 10. 1 above, the Buyer shall bear all banking charges

 incurred in the country of

 [ ] L/C issuing bank (in case of payment by L/C), 



- 99 -

 [ ] Collecting bank (in case of payment by D/P or D/A),

 [ ] Remitting bank (in case of payment by remittance),

 

 and the Seller shall bear all banking charges incurred 

 outside such country.

11. Terms of Delivery 

11.1 Packaging

11.1.1 All goods shall be packaged to prevent damage from dampness, rust, 

moisture, erosion and shock, and shall be suitable for

 〔 〕 ocean transport, on deck/not on deck.

 〔 〕 multimodal transport.

 〔 〕 container transport.

 The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and loss of the goods attributable 

to inadequate or improper packaging.

11.1.2 The measurement, gross weight, net weight of each package and any 

necessary cautions such as "Do not Stack Upside Down", "Keep Away From 

Moisture", "Handle With Care", "Hook-on Point" shall be stenciled on the surface 

of each package with fadeless pigment, when necessary.

 If the goods to be shipped include any flammable, hazardous or dangerous 

materials, the Seller shall indicate on the surface of each package appropriate 

cautions with respect to the special care for the transport and handling thereof 

as will as the identification numbers of other indications requir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practice and/or regulations applicable to such materials, 

if any.

11.2 Terms of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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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If shipment is made under the terms of CFR or CIF, the Seller shall, 

not later than ( ) days before the time of shipment, inform the Buyer by Telex, 

or Fax of the name, nationality, age and other details of the carrying vessel as 

well as the contract number for each shipment.

 ( The following clause shall be 〔 〕 maintained or 〔 〕 deleted. )

 The shipment shall not be effected without the confirmation from the Buyer 

with respect to the acceptability of the vessel ; provided that the Buyer shall not 

unreasonably withhold such confirmation. The Buyer shall confirm the vessel, by 

telex, or fax, within 3, latest 5 working days, otherwise, the vessel shall be 

regarded as confirmed.

11.2.2 (This Paragraph shall be 〔 〕maintained or 〔 〕deleted.)

Upon written request of the Buyer and if and to the extent that such 

information is available, the Seller shall also inform the Buyer by Telex, or Fax, 

not later than ( ) days before the time ofshipment, of the contract number, the 

name of the commodity,the estimated quantity, the estimated total amount, the 

package numbers, the estimated total weight and volume, and the estimated 

date of arrival of the vessel at the destination.

11.2.3 If shipment is made under the term of FOB, the Buyer shall book 

shipping space in accordance with the time of shipment stipulated in this 

Contract. The Seller shall, at least ( ) days before the date of shipment 

stipulated in this Contract, advise the Buyer by Telex or Fax of the Contract 

number, the name of the commodity, the quantity, the total amount, the 

package numbers, the total weight and volume and the date when the goods 

should be ready for shipment at the port of shipment. The Buyer shall, at least ( 

) days before the estimated date of arrival of the vessel at the port of shipment, 

notify the Seller of the name of the vessel, the estimated date of arrival and the 

contract number for the Seller to effect shipment.

 In case the carrying vessel or the date of arrival have to be changed, the 

Buyer or its shipping agent shall advise the Seller in time to make necessary 

arrangement, provided that the time of shipment a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shall not be changed without written consent of the Seller.

 Should the vessel fail to arrive at the port of shipment within ( )days after 

the arrival date advised by the Buyer, the Buyer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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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 of Seller under this Contract and the provisions of the INCOTERMS shall 

bear all actual expenses, including the storage expenses and interest charges, 

calculated from the ( ) day thereafter.

 The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dead freight or demurrage, should they fail 

to have the quantity of the goods ready for loading in time as stipulated, if the 

carrying vessel has arrived at the port of shipment as advised.

11.2.4If shipment is made under the terms of FOB, CFR, CIF or FCA, the 

Seller shall, immediately upon the completion of the loading of the  

goods, provide the Buyer and the consignee appointed by the Buyer, with notice 

of shipment by Telex or Fax. 

 The notice shall include the contract number, name of commodity, quantity, 

net and gross weights, measurements,invoiced value, bills of lading number, 

sailing date and the estimated date of arrival at the port of unloading.

 If shipment is made under the term of FOB or CFR, should the Seller

fail immediately to provide the shipment notice to the Buyer and/or the 

consignee appointed by the Buyer, and the Buyer can not procure the insurance 

in time, the Seller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 to and/or loss of the 

goods incurred in the course of transport.

11.2.5(This paragraph shall be [ ] maintained or [ ] deleted.)

 Upon completion of loading, the Seller shall send to the Buyer one 

duplicate copy of each of the following documents together with the 

shipment.

 [ ] (1) ocean bill of lading ( or other transport document as per 

clause 10.2, item 2)

 [ ] (2) commercial invoice ( shipping lot No. to be indicated in case 

of partial shipment)

 [ ] (3) insurance policy / insurance certificate

 [ ] (4) packing list

 [ ] (5) weight list/quantity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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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certificate of origin

 [ ] (7) quality inspection certificate / inspection report / analysis 

certificate issued by 

 

 [ ] (8) other documents required :

 

11.2.6Within ( ) working days after the date of actual shipment, the 

Seller shall airmail one copy of each of the documents mentioned in the 

preceding clause to the Buyer or the consignee appointed by the Buyer.

11.2.7 Time of shipment is subject to timely issuance of the L/C as set forth

in Clause 10 in case of the payment by L/C.

 

 Delivery Date shall mean the B/L date , date of Airway bill or the date of 

Railway Consignment Note , date of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12 Insurance

 

If shipment is made under the term of FOB, CER or FCA or CPT, 

insurance shall be procured by the Buyer.

 If shipment is made under the term of CIF or CIP, insurance shall be 

procured by the Seller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against [ ] F.P.A., or 

[ ] W.P.A., or [ ] All Risks. Additional insurance shall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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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arranty (Select 13.1 and 13.2 respectively)

 [ ] 13.1 The Seller shall warrant that all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in 

quality, specification and packaging shall conform to the contract stipulations.

 The warranty perio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the expiration of 

 [ ] ( ) months after the Delivery Date, in case of partial shipment 

after the Delivery Date of the last shipment

 [ ] ( )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completion of unloading of the 

goods at the port of unloading, latest however

 ( ) months after the Delivery Date

 [ ] ( )months after the date of arrival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but in no circumstances exceeding ( ) months after the date 

of completion of unloading of the goods at the port of unloading.

 [ ] ( ) months after the date of acceptance certificate signed by 

both parties, however not exceeding ( ) months after the date of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ort of unloading.

 [ ] 13.2 The Seller shall warrant that the quality, specifications and 

packaging of the goods delivered pursuant to this Contract shall conform 

to the Contract stipulations. The Seller shall make no warranty as to the 

fitness of the goods thereof for any particular purposes or environments, 

except a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or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signing this Contract.

 The warranty perio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the expiration of 

[ ] ( ) months after the Delivery Date, in case of partial shipment 

after the Delivery Date of the last shipment

[ ] ( )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completion of unloading of 

the goods at the port of unloading, latest however ( ) months after the 

Delivery Date

 [ ] ( )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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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 but in no circumstances exceeding ( ) months after the date 

of completion of unloading of the goods at the port of unloading. 

[ ] ( ) months after the date of acceptance certificate signed by 

both parties, however not exceeding ( ) months after the date of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ort of unloading.

13. 3 In the event that the goods are found to be in breach of the said 

warranty and so notified during the term of the warranty in accordance with 

clause 17. 1, the Buyer has the right to lodge claims against the Seller.

 The Seller＇s warranty shall be excluded to the extent that there is deviation 

of the manufacturer＇s written instructions or other cases of improper use or 

normal wear and tear in respect of the goods or parts of the goods which are 

subject to normal wear and tear by nature.

14. Inspection 

 

14. 1 Pre-delivery inspection (Select one of the following, i. e.

 14. 1. 1 or 14. 1. 2 respectively)

 [ ] 14. 1. 1 The Seller shall, before the time of shipment, apply to 

theinspection organization for the inspection of the quality, specifications, 

quantity, weight, packaging and requirements for safety and sanitation/hygiene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 ] the stipulations of this Contract, or 

 [ ] 

 standards

 The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the said inspection organization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payment. 



- 105 -

 Inspection Organization : 

 In China : 

 a) 

 Import & Export Commodity Inspection Burea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 

 (to be inserted if other inspection organization is permitted by the Chinese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

 

 of the Republic of Korea.

 [ ] 14. 1. 2 For Inspection by Manufacturer

 The Seller shall, before the time of shipment, provide the Buyer with the 

inspection reports signed by the manufactures on the quality, specification, 

quantity, weight, packing and requirements for safety and sanitation/ hygiene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 ] the stipulations of this Contract, or 

 [ ]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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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aid inspection reports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payment. 

 14. 2 Inspection upon Arrival 

 

 For the purpose of warranty and other claims, the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apply to the inspection organization for the inspection of the goods after the 

arrival of the goods

 [ ] at the port of unloading 

 [ ] at the final destination

 Inspection Organization : 

 In China :

 a) 

 Import & Export Commodity Inspection Burea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 

 (to be inserted if other inspection organization is permitted by the Chinese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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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uyer shall give a notice of inspection to the Seller within sufficient 

time to enable Seller＇s presence before such inspection is conducted. The 

Seller may, on its own option and at his own expense, be present at the 

inspection. 

 The inspection can be conducted if the Seller is absent despite of timely 

notification by the Buyer. 

 The Buyer shall conduct the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 of 

17. 1 a) or b) of this Contract. 

15. Force Majeure 

 Neither party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failure or delay to perform all or 

any part of this Contract due to flood, fire earth-quake, snowstorm, drought, 

hailstorm, hurricane war, government prohibition, or any other events that are 

unforeseeabl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is Contract and could not be 

controlled, avoided or overcome by the such party. However, the party who＇s 

performance is affected by the event of Force Majeure shall give a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its occurrence as soon as possible and a certificate or a 

document of the occurrence of the Force Majeure event issued by the relative 

authority or a neutral independent third party shall be sent to the other party not 

later than ( ) days after its occurrence. 

 If the event of Force Majeure event continues for more than ( ) days , both 

parties shall negotiate the performance or the termination of this Contract. If 

within ( ) months after the occurrence of the event of Force Majeure , both 

parties can not reach an agreement , either party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is 

Contract. In the case of such a termination either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further claims for compensation in connection with the termination shall be 

excluded.

16. Indemnity for delay 

16.1 Delay in payment

 If the Buyer fails to pay any amount when due, the Buyer shall be liable to 

pay to the Seller such unpaid amount plus overdue interest. The interest rate 

shall be calculated as ( ) percent per annum from the due to the actual date of 

payment. Such overdue interest shall be paid upon demand of the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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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Failure to Timely open the Letter of Credit

 In the event the Buyer due to reasons within its responsibility fails to open 

the Letter of Credit on time a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unless the parties 

agreed on a grace period, the Buyer shall pay indemnity to the Seller. The 

indemnity shall be chargedat the rate of ( )% of the amount of the Letter of 

Credit for every ( ) days of delay in opening the Letter of Credit, however, the 

indemnity shall not exceed ( )% of the total value of the Letter of Credit which 

the Buyer should have opened. Any fractional days less then ( )days shall be 

deemed to be ( ) days for the calculation of indemnity.

16.3 Failure to Make Timely Delivery 

 In the event the Seller due to reasons within its responsibility fails to make 

delivery of all or any part of the goods (including the documentation agreed 

upon) on time a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unless the parties agreed on a 

grace period, the Seller shall pay indemnity to the Buyer. The indemnity shall be 

charged at the rate of ( )% of the amount of the delayed good forevery ( ) 

days or delay in delivering the goods, however, the indemnity shall not exceed ( 

)% of the total value of goods involved in the late delivery. Any fractional days 

less then ( ) days shall be deemed to be ( ) days for the calculation of 

indemnity.

16.4 Without prejudice to the Parties' right under Clause 18.1, the 

indemnities provided for in Clause 16.1 and/or 16.2 and/or 16.3

 shall be the sole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caused by such

 delays.

17. Claims 

 17.1 Should the quality, specifications, quantity,weight, packing

 and requirements for safety or sanitation/hygiene of the goods

 be found not in conformity with the stipulations of this Contract, the Buyer 

shall give a notice of claims to the Seller and shall have the right to lodge 

claims against the Seller based on the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the 

inspection organization provided in Clause 14.2 of this Contract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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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 days from the date of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final destination, provided that such date shall not exceed

 ( ) days from the date of the completion of unloading of 

 the goods at the port of unloading.

[ ] b)promptly, latest within ( ) weeks after malfunctions having been found 

in case of malfunction or deficiencies during the warranty period.

 In the event of the non-conformity and provided the Seller is responsible, 

the Seller shall promptly, within ( ) weeks/months

 upon the Buyer's notification,

 on its own account

 [ ]repair or replace such goods or supply the quantity that is deficient. 

Claims for compensation of damages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re excluded 

unless repair or replacement definitely fails. 

 [ ] repair or replace such goods or supply the quantity 

 that is deficient and compensate the Buyer for damage, if

 any, in accordance with Clause 17. 3. 

 or by mutual agreement 

 [ ] devalue the good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feriority, extent of 

damage and amount of losses suffered by the Buyer, if any. 

 If repair, replacement or devaluation definitely fails within the time limit 

agreed by the parties, and/or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Buyer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is 

Contract.

17. 2 In the event that the Buyer does not make such claim within the 

time-limit setforth in Clause 17. 1 a) or b), the Buyer shall forfeit its right to 

make a claim with respect to the quantity deficiency or the apparen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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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 

17. 3 The Seller shall reply to the Buyer＇s claim not later than ( ) days 

after receipt of the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the inspection organization 

provided in Clause 14. 2 of this Contract and the claims shall be regarded as 

having been accepted, if the Seller fails to reply within the above-mentioned 

time limit.

18. Termination 

18.1 Except as provided elsewhere, this Contract may be terminated in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

 (1) Through mutual written agreement by both parties; or

 (2) If the other party for reasons solely within its responsibility

 seriously fails to perform its obligations within the time limit ag-

 reed upon in this Contract, and fails to eliminate or remedy such

 breach within ( ) days following the receipt of the written notice

 thereof from the non-breaching party. In such case the 

non-breaching party shall give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to terminate this Contract.

18.2 Termination does not affect any right of the terminating par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t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19. INCOTERMS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is Contra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INCOTERMS 1990) provided 

by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460.

20. 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 which may arise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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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ould 

be settled amicably through friendly negotiation. If the parties failto reach an 

agreement through negotiation, then any dispute mentioned above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The place of arbitration should be,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the country in which the respondent resides. If the arbitration takes 

place in China, it shall be held at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in Beijingunder its Arbitration Rules. If the arbitration 

takes place in Korea, it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Seoul under its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tion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contracting 

parties.

21. Notice 

 Any notice to be given hereunder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hand-delivered , transmitted by facsimile or telex or sent by express airmail , 

and shall be deemed given when so hand-delivered , or if transmitted by 

facsimile or telexed , one day after the date of such facsimile or telex so 

transmitted , or if sent by mail when received , to the parties at the addresses 

specified at the head of this Contract. 

22. Miscellaneous 

22. 1 The Contract is made out in English , documentation in 

 

 (language).

22. 2 Date of Effectiveness 

 This Contract shall become effective 

 [ ] As of the date it has been duly sign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 112 -

 [ ] Upon signing and approval by 

 if the approval is required by the law. Approval shall be obtained within 

(30)days upon signing by the Buyer and notified to the Seller. 

 The foregoing terms are agreed by both the Buyer and the Seller signing 

below. 

 Buyer : ‥‥‥‥‥‥‥ Date : ‥‥‥‥‥‥‥‥

 By : ‥‥‥‥‥‥‥‥‥‥‥‥‥

 Seller : ‥‥‥‥‥‥‥ Date : ‥‥‥‥‥‥‥‥

 B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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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Agreement

Services Agreement

This Services Agreement ("Agreement") is made as of the ______ day of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Effective Dat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OOO Corporation, a OOOO corporation (Superb, Company, we, us, or our), 

and ______________________ a ____________________ (Customer, you, or your). 

This Agreement consists of this page, the Order Form, our Acceptable Use 

Policy ("AUP"), the Service Attachments (if any), and any addenda referenced by 

the Service Attachments, each of which is incorporated by this reference. 

This Agreement is the complete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its subject matter and replaces any prior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between them. This document is dynamic - the most recent version of this 

document available on our website shall control the parties relationship. 

Except for prior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and/or non-disclosure, there 

are no conditions, understandings, agreements,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which are not specified in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can only be modified by a written document executed by the parties. With the 

exception of term commitments contained herein,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the terms of the AUP, Service Attachments, and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terms of the preceding documents shall prevail in that order. 

The parties will indicate their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in one of the 

following manners:

(i) submitting order for services to OOO and acknowledging receipt of the order 

by OOO; or

(ii) signing below as indicated. 

         OOO Corp. Custome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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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inted Name: Printed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Signature: Date of Signature: 

Customer Contact Information

Principal Contact: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Facsimile Number: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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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Contact Information

Principal Contact: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Facsimile Number: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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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서비스 공급 계약서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1. TERM  AND TERMINATION

 

1.1.  Effective Date and Term

 

The initial term will begin on the Effective Date.  The period between the 

Effective Date, and the date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1.2.  Termina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Service Attachment,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service respective term, the term will automatically renew for the length 

of the initial term (renewal Term? unless cancelled in writing by either party 

at least 30 day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or Renewal Term.

 

We reser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for a violation of our AUP.  

One party may also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the occurrence of a material 

breach, which has not been cured by the other party within 30 days of their 

receipt of written notice of the breach.  For the purposes of defining a 

material breach, materiality shall be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a 

reasonable business person with significant experience in conducting business 

on the Internet.  Notices of material breach must contain sufficient detail for 

the party against whom the assertion of material breach is directed to identify 

the breach and attempt to take corrective action.   

 

1.3.  Guarantees

 

In certain cases, this Agreement, or particular Service Attachments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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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ed by you within a defined period of time for any reason, or no reason 

at all (Guarantee?.  Any time provisions of this Guarantee begin to elapse on 

the Effective Date and are calculated on a calendar day basis.  A Guarantee 

only applies during the Term and does not apply to any Renewal Terms.  

Non-recurring charges, as defined below, are never subject to the Guarantee.

 

2. PAYMENT

 

2.1.  Credit

 

During the Term and any Renewal Terms, we may periodically review your 

credit history.  This review may consist of a review of your payment history 

with us, your broader credit history as reported elsewhere, and the amount of 

fraud reported to us as originating with your account.  By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you consent to this review, and the disclosure of your credit 

history, at our option, to recognized credit agencies.

 

2.2.  Non-recurring Charges

 

You must pay any non-recurring charges, such as set up fees, as set out on 

our web site.  Payment of these non-recurring charges is a pre-requisite to our 

obligation to provide services to you.

 

2.3.  Recurring Charges

 

If you provide us with a credit card, we will bill all charges authorized by 

this Agreement to that credit card. In addition, we reserve the right to bill 

that credit card for past due services regardless of whether we regularly 

billed that credit card in the past. If you choose monthly billing, you are 

required to keep a valid credit card on file. Should you choose to remove this 

credit card, you will be required to choose a billing cycle for which recurring 

automatic charges are not required. We reserve the right to bill you for fees 

charged to us by our credit card processor, plus $200 special process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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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isputes initiated by you, which are resolved in our favour.

Unless otherwise set out on an individual Service Attachment, you agree to 

pay all charges by the due date indicated on the invoice ("Due Date"). You will 

pay us interest on payments made following the Due Date at the rate of 1.5% per 

month or the maximum rate allowable by law. You may be assessed a processing 

fee on late payments, at our sole discretion, if we incur administrative and/or 

legal costs associated with your late payment. Those costs are calculated on an 

hourly basis, rounded up to the next full hour, and are based on our current 

hourly rates. If your check is returned by your bank, you will be billed any 

return check fee charged to us plus a $25 special handling & processing fee. If 

you do not pay all undisputed amounts by the Due Date, we reserve the right to 

disconnect services and refuse to continue to provide them to you. 

 

2.4. Refunds

 

We have calculated our fees based on the Term.  Accordingly, fees will only 

be refunded as is expressly set out in this Agreement.  Regardless of the 

Guarantee, Effective Date, Term, or Renewal Term, should you be required to 

make advance payment for certain services, or pay certain service fees, those 

fees are not refundable should you choose to terminate the Agreement for any 

reason.

 

2.5.  Charges for Previously Provided Services and Storage of Equipment

 

We reserve the right to bill you retroactively for any services provided to 

you for which we had not previously billed.  We also reserve the right to bill 

you retroactively for the costs of the removal and storage of equipment you 

have placed in our facility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and this equipment 

is not removed by you.  We also reserve the right to sell your equipment to 

satisfy your outstanding storage charges.

 

2.6.  Bil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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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up to 25 days (commencing five days after the date of our bill, or 

on the date on which your credit card is charged) to initiate a dispute over 

charges or to receive credits, if applicable.  In order to dispute your bill, 

you must send us a written itemized description of the specific items you 

dispute in your bill.  This itemization must be in sufficient detail for us to 

identify the items in dispute.  We must receive this information prior to the 

date set out above.  You agree to pay by the Due Date all charges not 

specifically itemized in your written notice of dispute.

 

3. TAXES

 

You are responsible for all taxes assessed by local, state/provincial, 

and/or federal authorities, regardless of your physical location.  If these 

taxes are assessed on us, based on the services provided to you, and we are 

required to pay these taxes, they will be billed to you, in addition to a 

reasonable special handling & processing fee. You are not responsible for taxes 

based on our income.

  

4. USE OF SERVICES

 

You are bound by our AUP, and may only use services provided by us for the 

purposes set out in the AUP.  You are responsible for the activities of your 

customers and third party users of services provided by us through you.

 

4.1.  Material, Products, Information and Services.

 

4.1.1. Server Ready

 

You will provide us with material and data in a condition that is capable of 

being deployed by us without any specialized effort on our part.  In most 

cases, that requires that the material and data be server Ready? and tha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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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used throughout this Agreement to refer to this obligation.

 

4.1.2. Working Order

 

All Server Ready material provided to us must be previously validated and 

tested.  We have no responsibility, and will make no effort to validate 

material and data placed on our servers and network.  In the event that 

material provided to us is not Server Ready, we may at any time reject and 

delete this material.  You may be offered the opportunity to make rejected 

material Server Ready; however, we are under no obligation to allow you to do 

so.  Rejection of material for its failure to be Server Ready shall not 

constitute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by us.

 

4.1.3. Knowledge

 

Use of our services requires that you possess a certain level of knowledge.  

At a minimum, you represent and warrant that you have sufficient knowledge 

about administering, designing and operating a web site, and if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y, have significant experience in conducting business on the 

Internet, and operating the hardware and software necessary to conduct that 

business.  Your failure to anticipate the complexity of operation of the 

services purchased from us shall not be a basis for you to terminate this 

Agreement.

 

Superb offers a number of services designed to assist you in the use and 

operation of your hardware and software. These services are provided at an 

additional cost, and pursuant to various contract addenda.  We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our sole and exclusive option, should your requests for 

support exceed those typically experienced by us for similarly situated 

customers. 

  

5. MATERIAL, SERVICES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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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Connection Speed

 

Connection speed represents the maximum speed of a connection and does not 

represent guarantees of available end-to-end bandwidth.

 

5.2.  Hardware, equipment and software

 

You are responsible for, and must provide, all telephone,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equipment, and services necessary to access our network.  It is 

your obligation to determine if the equipment necessary to connect with our 

network, and interact with it, is compatible.  We are not responsible for 

incompatibility of our equipment and network with yours.  Such an 

incompatibility is not grounds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you, nor 

shall it constitute a material breach by us.

 

5.3. Reasonable use

 

We have determined what constitutes reasonable use of our network for the 

particular services and products you purchase from us.  These standards are 

based on typical customer use of our network, for similar services and 

products.  It is your obligation to monitor the use of your service and/or 

server(s) ensure that there are not unusual spikes and peaks in your bandwidth 

or disk usage.  We understand that your business often succeeds beyond your 

initial expectations, or that you may face, at times, unexpected or unforeseen 

traffic levels.  For that reason, we are pleased to offer you unlimited 

bandwidth, up to the capacity of the server connection (while metering and 

billing you based on the total traffic per month).  However, should your use of 

our network and/or products exceed the limits described above, you will incur 

additional charges for that use.  These charges will apply regardless of 

whether you initiated the additional use, or it was caused by a third party.  

 

5.4. Re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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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allowed to resell to third-parties, the storage and transfer 

services provided by us,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You must provide to third-parties an active link to our current AUP;

- Third-parties to whom you provide services, must specifically disclaim any 

right to legal recourse against us for services provided by us, or our 

suppliers, to you, or to the third-party through you;

- You take full and unlimited responsibility for the actions of the 

third-parties, and agree to cooperate with us unconditionally should we be 

made aware that the third-party is acting in a way that violates our AUP, 

this Agreement, or the law;

- You are required to have at least one other non-resold account; and

- You are required to provide all support to the third-parties for any resold 

products or services.

 

In addition to being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your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entitle us to full recourse 

against you for any damages, losses, or expenses sustained by that failure.  

This remedy shall be in addition to, and not in lieu of, tho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nd at law, and shall surviv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6. WARRANTIES, LIMITATION OF WARRANTIES, AND LIMITATION OF LIABILITY

 

For each service we provide, we warrant that we will perform in a competent 

manner. 

 

EXCEPT AS SPECIFIED IN THIS SECTION, ALL EXPRESS OR IMPLIED CONDITION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IMPLIED 

WARRANTIES OR CONDTION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ATISFACTORY QUALITY, AGAINST INFRINGEMENT OR ARISING FROM A COURSE OF DEALING, 

USAGE, OR TRADE PRACTICE, ARE HEREBY EXCLUDED TO THE EXTENT ALLOWED BY 

APPLICABLE LAW.  This disclaimer and exclusion shall apply even if the express 

warranty set forth above fails of its essenti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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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AND SERVICES PURCHASED THROUGH US ARE SOLD AS-IS.  TO THE EXTENT 

THAT THESE PRODUCTS AND SERVICES HAVE WARRANTIES, YOU AGREE TO LOOK TO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FOR ALL CLAIMS.  WARRANTIES MADE BY THESE 

MANUFACTURERS AND SUPPLIERS MAY NOT BE PASSED THROUGH TO YOU, AND WE EXPRESSLY 

DISCLAIM ANY OBLIGATION TO AFFECT SUCH A PASS THROUGH SHOULD ONE BE POSSIBLE.

IN NO EVENT WILL SUPERB’S LIABILITY HEREUNDER EXCEED THE AGGREGAGE FEES 

ACTUALLY RECEIVED BY SUPERB FROM CUSTOMER FOR THE 12 MONTH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EVENT GIVING RISE TO SUCH LIABILITY.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ONLY, THE TERM SUPERB SHALL BE INTERPRETED TO INCLUDE SUPERB’S 

EMPLOYEE’S, AGENTS, OWNERS, DIRECTORS, OFFICERS, AFFILIATES, AND THIRD PARTIES 

PROVIDING SERVICES TO CUSTOMER THROUGH SUPERB.

YOU AGREE THAT,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YOU WI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EGLIGENCE, HOLD 

SUPERB OR ITS LICENSORS, AGENTS, EMPLOYEES, OFFICERS AND/OR THIRD PARTY 

VENDORS, LIABLE FOR ANY INDIRECT, INCIDENTAL, SPECIAL, CONSEQUENTIAL OR 

PUNITIVE DAMAGES WHATSOEV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S FOR LOSS OF 

PROFITS, COST SAVINGS, REVENUE, BUSINESS, DATA OR USE, OR ANY OTHER PECUNIARY 

LOSS BY YOU, ANY OF YOUR END USERS OR ANY OTHER THIRD PARTY. YOU AGREE THAT THE 

FOREGOING LIMITATIONS APPLY WHETHER IN AN ACTION IN CONTRACT OR TORT OR ANY 

OTHER LEGAL THEORY AND APPLY EVEN IF SUPERB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SOME JURISDICTIONS DO NOT ALLOW THE LIMITATION OR EXCLUSION OF 

LIABILITY FOR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YOU AGREE THAT IN THOSE 

JURISDICTIONS SUPERB’S LIABILITY WILL BE LIMITE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7. INDEMNIFICATION

 

You agree to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Superb and its parent, 

subsidiary and affiliated companies, and each of their respective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shareholders and agents (each an "indemnified party" and, 

collectively, "indemnified partie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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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 losses, liabilities, suits, actions, demands, proceedings (whether 

legal or administrative), and expen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asonable attorney's fees) threatened, asserted, or filed by a third party 

against any of the indemnified partie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i) your 

use of our products (ii) any violation by you of the AUP; (iii) any breach of 

any of your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covenant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or (iv) any acts or omissions by you.  The terms of this section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only, the terms used to designate you include you, your customers, 

visitors to your website, and users of your products or services, the use of 

which is facilitated by us.  

 

If you fail to comply with any terms of this Agreement, you shall be fully 

responsible for the cost of labour and any and all other costs, losses or legal 

expenses incurred by us in order to rectify the damage caused by you, or due to 

that damage. 

 

8. OPERATION OF FACILITIES

 

In order to implement the services, you may be required to provide us with 

technical information.  If we do not receive this information in acommercially 

reasonable amount of time, and the Agreement is terminated by us, you will 

continue to be responsible for all non-recurring charges, and any recurring 

charges accrued and/or invoiced up to and until termination.

 

9. NOTICES

 

All notices must be sent in one of the following manners (i) by a recognized 

express carrier using delivery confirmation; (ii) by register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or (iii) by facsimile in which both the broadcasting machine 

and receiving machine date stamp eachpage of a transmitted document.  Notices 

shall be deemed effective 2 business days following the date upon which receipt 

is indicated.  However, if in the case of items (i) or (ii) above, should the 

notices be refused or the date of receipt be otherwise unavailable, notic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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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deemed received 10 business days from actual deposit with the carrier. We 

reserve the right to contact you by e-mail regarding issues related to your 

account and this contract, other than material breaches and ou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Our e-mail notices are effective 10 minutes after they are 

sent by our servers.  Your e-mail communications to us shall not constitute 

notice.  All notices will be sent to you at the address set out on your initial 

order form.  It is your obligation to ensure that we have correct information 

to which to send notices.  All notices to us shall be sent as follows.

 

All notices:

 

Address:

Fax: 

 

Copies of all legal notices:

 

Address:

Fax:  

10. OPERATION OF OUR FACILITIES

 

We retain the right to maintain and operate our facilities in such a manner 

as will best enable us to conduct our normal business operations.  You may not 

terminate this Agreement based on changes in this operation unless such a 

change materially alters the type of product or service provided by us.  In 

particular, you are not guaranteed a particular IP or IP block, shared server 

allocation, server rack, colocation space, or other physical location.  At 

times, IP renumbering of server/equipment moves may be necessary; you agree to 

cooperate with us in the case of such a renumbering or move.

 

11. GENERAL 

 

11.1. Choice of law, jurisdiction an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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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without regard to its choice of law rules.  The parties specifically disclaim 

the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ederal courts located in Fairfax County, Virginiashall have sole and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is Agreement.  All actions relating to this 

Agreement shall be brought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The parties expressly agree that jurisdiction is proper in the 

court set out in this paragraph.

 

11.2. Force Majure

 

Other than obligations regarding payments or confidentiality, neither party 

shall be in default or otherwise liable for any delay in or failure to perform 

under this Agreement if such a delay or failure is caused by an event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Events beyond a party reasonable contro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ny act of God, any act of a common enemy, the elements, 

earthquakes, floods, fires, epidemics, inability to secure products or services 

from other persons, entities or transportation facilities, failures or delay in 

transportation or communications, or any act or failure to act by the other 

party or such other party employees, agents or contractors.  Such a delay or 

failure shall not constitute a breach of this Agreement.  Lack of funds shall 

not constitute a reason beyond a party reasonable control.

 

11.3. Transfer and Assignment

 

You may not sell, assign or transfer any of your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ithout our prior written consent.  We reserve the right to 

transfer services we provide to you,or assign this Agreement, at any time, 

without your consent or knowledge.

 

11.4. 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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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failure or delay on our part in exercising any of the rights or powers 

given to us in this Agreement shall not operate as a waiver of such a right or 

power, or affect our right to exercise the same or any other right or power at 

a later date.

 

11.5. Severability

 

Should any paragraph or aspect of this Agreement be determined to be 

contrary to law, the remainder of the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in such a 

manner as if the omitted portions had not been included.

 

11.6. Drafting 

Each party acknowledges that they have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review 

this Agreement and discuss it with counsel of their choice.  The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s if it had been jointly drafted, and shall not be 

construed against the drafter.

 11.7. Survival

The following paragraphs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2 (Payment), 3 (Taxes), 5.4 (Reselling), 6 (Warranties and 

Limitation of Warranties), 7 (Indemnification), 9 (Notices), 11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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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rvices Agreement ("Agreement") is made as of the __요일__ day of 

_____날짜________, 20__ ("Effective Dat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OOO 

Corporation, a OOOO corporation (Superb, Company, we, us, or our), and 

_____고객이름________ a ___회사이름(소속기관)_____ (Customer, you, or your). 

This Agreement consists of this page, the Order Form, our Acceptable Use 

Policy ("AUP"), the Service Attachments (if any), and any addenda referenced by 

the Service Attachments, each of which is incorporated by this reference. 

This Agreement is the complete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its subject matter and replaces any prior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between them. This document is dynamic - the most recent version of this 

document available on our website shall control the parties relationship. 

Except for prior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and/or non-disclosure, there 

are no conditions, understandings, agreements,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which are not specified in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can only be modified by a written document executed by the parties. With the 

exception of term commitments contained herein,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the terms of the AUP, Service Attachments, and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terms of the preceding documents shall prevail in that order. 

The parties will indicate their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in one of the 

following manners:

(i) submitting order for services to OOO and acknowledging receipt of the order 

by OOO; or

(ii) signing below as indicated. 

         OOO Corp. Customer name: 

_______고객이름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사인 Signature:  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inted Name: 인쇄이름 Printed Name:  인쇄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제목 Title: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Signature:  사인한 날 Date of Signature: 사인한 날

Customer Contact Information

Principal Contact: 주요 계약자 이름

Telephone Number: 전화번호

E-Mail Address: 이메일주소

Facsimile Number: 팩스번호

Address: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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