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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cope of Application 
(1) The purchases and the acceptance of deliveries and services 
(hereinafter collectively: the “Deliveries”) by the customer shall take plac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These terms 
and conditions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ll suppliers (the “Supplier”). By 
accepting these terms and conditions without any objections, the Supplier 
declares its consent to their exclusive applicability for the respective 
delivery as well as for all subsequent business transactions. The 
customer does not recognize any terms and conditions, which conflict 
with or deviate from these terms and conditions, unless the customer has 
expressly agreed to their applicability in wri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ustomer shall also apply if the customer accepts the delivery 
without reservations in knowledge of conflicting or deviating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upplier. 
(2) The customer reserves the right to amend it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ordering from time to time. The Supplier shall be deemed to 
have declared its consent to the exclusive applicability of the amended 
terms and conditions if the Supplier does not object to their applicability in 
writing within one week of their receipt and the customer has specifically 
notified the Supplier of the significance of its a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amended terms and conditions. 
(3)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provided in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provided that,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the two 
versions,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 2 Offer, Acceptance, Transfer of Orders and Cost Estimate, 
Confidentiality 
(1) An order shall also be based on the related documentation such as 
drawings, technical delivery conditions, building regulations, and material 
specifications, etc. as well as the relevant accident prevention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The disclosure of any 
documents to third parties is only permitted with written consent. 
(2) Performance specifications or information on technical, physical, 
chemical, mechanical or other characteristics and any contractually 
agreed in-house or work standards shall apply as quality guarantees 
according to the particular reference made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contract. 
(3) The Supplier shall be obligated to accept and confirm the order within 
10 working days from the order date. Any additions, restrictions or other 
deviations from the order or the associated documentation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customer. 
(4) Transferring orders to third parties is only permitted with our prior 
written consent. Even if such consent is granted, the third party engaged 
by the Supplier shall be deemed its vicarious agent. 
(5)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cost estimates prepared by the 
Supplier shall be binding and free of charge. 
(6) The Supplier shall keep the order and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s well as the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confidential. The Supplier 
may only mention the order as a reference or for advertising purposes 
with the written consent of the customer. 
 
§ 3 Prices, Terms of Payment, Rights of Offset and Retention of the 
Customer 
(1) The prices specified in the order are fixed prices including packaging 
plus the statutory value-added tax. Reserving the right to increase prices 
requires the explicit written consent of the customer. 
(2) All invoices must be prepared in duplicate and must always specify 
the order, article and delivery note number of the Supplier. Invoices are to 
be issued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The customer does not 
acknowledge gold or currency clauses. 
(3) At the customer’s option, invoices shall be paid either 14 days after 
receipt of the invoice with a 3% discount on the gross amount invoiced or 
net after 30 days, whereby the term of payment shall first commence 
after receipt of a verifiable invoice on the delivered material or after 
acceptance of the service to be rendered including the order documents 
and certificates. All payments shall be made reserving the rights of the 
customer resulting from defective delivery. To the extent that notices of 
defects have already been made on the due date of payment, the 
customer shall be entitled to withhold payments in reasonable amounts. 
Moreover, the customer shall be entitled to assert rights of offset and 
retention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 4 Assignment, Rights of Offset and Retention of the Supplier 
(1) The assignment of the Supplier’s receivables under the contract to 
third parties shall only be permitted with the written consent of the 
customer. The collection of receivables by third parties shall be excluded. 
(2) Offsetting against claims of the customer resulting from the business 
relationship shall only be permitted with claims that have been 
determined to be legally binding by a court of law or that have been 
explicitly acknowledged by the customer. The same shall apply for the 
assertion of any rights of retention by the Supplier. 
 
 
§ 5 Serial Delivery, Sale by Sample 
(1) The delivery of a series may not be commenced until the customer 
has accepted the initial sample in writing. In this case as well as in other 
cases in which the placing of an order, delivery, etc. depends on the 
approval of a sample, a sale by sample shall exist. To the extent that the 
characteristics (e.g. dimensions) of the ordered parts or services have 
been specified in the documents of the customer or in other regulations, 
the Supplier shall provide notice in advance of any intended changes 
after the order has been placed (if necessary, by providing samples). Any 
changes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customer. To the extent that 
such changes concern the suitability of the delivered object or service for 
the intended purpose, the customer can reject the change and either 
demand delivery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r withdraw from the order 
without compensation. 
(2) The customer’s consent to drawings, calculations and other 
documents shall not affect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Supplier for the 
delivery. This shall also apply for any suggestions, recommendations and 
contributions of the customer.  
 
§ 6 [Omitted] 
 
§ 7 Delivery, Default, Force Majeure, Packaging, Partial Deliveries 
and Transfer of Risk 
(1) The dates of delivery or performance are binding, whereby the receipt 
of the delivery or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 at the agreed destination 
shall be decisive.  
(2) In the case of default in delivery, the customer shall be entitled to 
demand a lump sum payment in the amount of 0.5% of the order price 
per completed week, however, no more than a total of 5%, for the 
damages caused by default, or have the services that have not yet been 
rendered performed by a third party at the expense of the Supplier upon 
expiration of a reasonable grace period that has been granted by the 
customer. The right to assert further statutory claims shall remain 
reserved. In particular, the customer can dem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upon expiration of a reasonable grace 
period without results, whereby the paid contractual penalty is to be 
deducted. The Supplier shall be entitled to prove that no damage or less 
damage has been incurred as a result of its default. 
(3) Force majeure, labor disputes, unrest or other circumstances for 
which the customer is not responsible and which lead to business 
disruptions shall release the customer from any duty to accept any 

delivery or provide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the duration and extent 
of the effects of such events.  
(4) Unless otherwise agreed, the delivery shall be made free of charge to 
the destination specified by the customer at the risk of the Supplier; in the 
case of collection by the customer, the customer shall be reimbursed the 
freight costs. In the case of delivery ex works, the Supplier shall be 
obligated to select the shipping method that is most favorable for the 
customer if the shipping method has not been specified. 
(5) The Supplier shall only be entitled to make excess, short or partial 
deliveries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customer has consented in writing. 
(6) The goods are to be properly packed. Reusable and returned 
packaging is to be credited to the customer. If any packaging or shipping 
requirements that may have been specified by the customer are not 
observed, the customer shall be entitled to refuse to accept the goods 
without thereby falling into default of acceptance. 
(7) Unless proven otherwise, the values determined by the customer 
during the quantity control shall be decisive for quantities, weights and 
dimensions. 
(8) The Supplier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ustomer in writing if 
circumstances arise or become apparent to the Supplier, which indicate 
that the specified delivery time or the agreed specifications cannot be 
met. 
 
§ 8 Claims for Defects 
(1) The Supplier warrants that its performance fulfills the recognized 
standards of technology, all applicable standards, and the contractually 
agreed qualities as well as the applicable safety regulations, and is also 
otherwise free from any material or legal defects.  
(2) The customer shall be obligated to inspect the goods for any quality or 
quantity deviations to the extent that and as soon as this is feasi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per course of business. The customer shall 
immediately provide notice of any defects upon their discovery. In this 
respect, the Supplier waives the right to object on the grounds of a 
delayed notice of defects. 
(3) Material defects shall become time-barred after a period of 24 months 

from the date of the initial operation, but no later than 36 months after 
delivery. The customer shall be entitled to the full length of any longer 
statutory periods of limitation available under the law. In the case of legal 
defects, the Supplier shall additionally indemnify the customer against 
any claims of third parties. Claims due to legal defects shall become time-
barred after a period of 10 years. 
(4) The customer shall be entitled to all statutory claims for material and 
legal defects without any limitations unless otherwise agreed in the 
following provisions. 
 
(5) Only the customer shall have the right to select the type of 
subsequent performance.  
(6) If the customer selects the delivery of an object that if free from 
defects as the type of subsequent performance, the customer shall then 
be entitled to return the defective object at the Supplier’s expense and 
demand a defect-free replacement; for accounting reasons, the returned 
goods shall be debited on a value basis and the delivery of the 
replacement shall be charged again; the period of limitation shall begin 
anew with the delivery of the replacement. 
(7) If the customer selects the remedying of the defect at the Supplier’s 
expense as the type of subsequent performance, the customer shall be 
entitled to remedy the defect itself at the Supplier’s expense or have the 
defect remedied by a third party in the case of imminent danger and if the 
Supplier does not immediately begin to remedy the defect; the period of 
limitation for claims for defects shall begin anew on the date on which the 
defect has been completely removed. The defect shall not be deemed 
completely removed until confirmed by the customer in writing.  
(8)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remains explicitly reserved. 
The Supplier shall be liable for any direct or indirect damages resulting 
from the defectiveness according to the statutory provisions.  
(9) If a material defect becomes apparent within 6 months of the transfer 
of risk, it shall be assumed that the contractual object was already 
defective at the time of the transfer of risk, unless this assump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type of object or defect. 
 
§ 9 Recourse 
(1) If the object manufactured and/or sold by the customer had to be 
taken back or the purchase price had to be reduced as a result of the 
defectiveness of the delivery or the customer considers itself exposed to 
other claims for defects for this reason, the customer shall be entitled to 
seek recourse against the Supplier without granting the otherwise 
required grace period. 
(2) If the customer should incur any shipping, handling, labor or material 
costs, or costs for the inspection upon receipt or quality control exceeding 
the ordinary scope, the Supplier shall reimburse such costs. The same 
shall apply for any expenses, which the customer must bear in relation to 
its customers due to their claims for subsequent performance.  
(3) In deviation from § 8 (3), any claims shall become time-barred in the 
case of recourse no earlier than 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ustomer has fulfilled the claims of its customers, however, no later than 
5 years after the delivery by the Supplier. 
 
§ 10 Product Liability, Recall, Indemnification, Insurance Coverage 
(1) If any product liability claims or other claims due to material or legal 
defects are asserted against the customer, the Supplier shall indemnify 
the customer against such claims upon first demand if and to the extent 
that such damages were caused by a defect in its delivery. In cases of 
fault-based liability, this shall only then apply if the Supplier is at fault. If 
the cause of the damage lies within the Supplier’s scope of 
responsibilities, the Supplier shall bear the burden of proof in this respect.  
(2) The Supplier shall bear all costs incurred in this connection, in 
particular any costs for the legal defense of the customer and any recall 
actions. The customer shall inform the Supplier of the content and scope 
of such recall actions to the extent possible and reasonable. The right to 
assert any further statutory claims shall remain reserved. 
(3) The Supplier shall be obligated to obtain sufficient insurance coverage 

against product liability risks and other risks specified in § 10 (1) and 
provide the customer with verification in this regard at any time. 
 
§ 11 Industrial Property Rights, Confidentiality 
(1) The Supplier warrants that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hall not be 
infringed in connection with its Deliveries. If claims are asserted against 
the customer by a third party due to such infringement, the Supplier shall 
indemnify the customer upon its first written demand. 
(2) Documents or manufacturing equipment of any kind as well as 
samples, drawings, models, tools, etc., which are made available to the 
Supplier by the customer or paid for by the customer, may only be used 
for the production for and delivery to the customer, and may not be given 
to third parties or used for the Supplier’s own purposes. Such items are to 
be kept confidential and are to be immediately returned in perfect 
condition without retaining any copies, individual items, etc. or destroyed 
at the request of the customer as soon as the order has been completed, 
or as soon as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an order will not be placed, or 
as soon as the supply relationship has ended. The obligation to maintain 
confidentiality shall also apply after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such 
obligation shall lapse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knowledge contained in 
the provided documents has become known to the general public. The 
customer reserves the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s to the documents, 
manufacturing equipment, etc. specified in § 11 (2) sentence 1.  

(3) The Supplier may not deliver to third parties any semi-finished or 
finished products manufactured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customer, even if parts are concerned which the customer has rejected 
as defective. Such defective parts are to be destroyed at the Supplier’s 
expense. 
(4) For every breach of the duties regulated in this § 11, the Supplier shall 
pay the customer a contractual penalty in the amount of 5% of the gross 
value of the concerned order or the products manufactured with the 
concerned equipment. The customer reserves the right to assert claims 
for higher damages. 
 
§ 12 Liability of the Customer 
Claims for damages of the Supplier, which do not concern injury to life, 
body or health (“other damages”) shall be limited to cases of intent and 
gross negligence. In the case of other damages caused by slight 
negligence, the customer shall only be liable in the case of a breach of an 
essential contractual obligati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shall 
thereby be limited to the foreseeable damages that are typical for the 
contract. 
 
§ 13 Performance by Affiliated Companies 
At the request of the customer, any of its contractual obligations can also 
be fulfilled by a different company belonging to Olin Corporation.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Supplier are to thereby be given adequate 
consideration. As long as the performance is equivalent, the concerned 
contractual obligations shall be deemed fulfilled. 
 
§ 14 Entering Company Premises 
The Supplier shall ensure that persons, who enter the premises of the 
customer in order to fulfill the contract, observe the plant regulations. 
 
§ 15 Place of Performance, Legal Venue, Applicable Law 
(1)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order, the place of performance for 
all Deliveries and payments shall be Gumi, Korea. 
(2) The legal venue for all disputes arising out of the Deliveries shall b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3) This contract and its interpret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for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 16 Data Storage 
The customer and other companies belonging to the Olin Corporation 
may store, process and transmit within the Group the data received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other applicable data protection laws. 
 
§ 17 Anti-corruption 
(1) The Supplie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a) it understands and shall 
comply with in all respects all applicable anti-corruption laws, statutes, 
decrees, regulations, policies, and guidelines of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jurisdictions under which the Supplier is or 
may be acting hereunde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b)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the Supplier will not, and will cause all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nd agents of the Supplier not to, make any kind of offer, 
payment, promise to pay, or authorization of the payment of any money, 
or offer, gift, promise to give, or authorization of the giving of anything of 
value to either (i) any foreign official (or foreign political party) for 
purposes of either influencing any act or decision of such foreign official 
in his official capacity, or inducing such foreign official to do or omit to do 
any act in violation of the lawful duty of such official, or securing any 
improper advantage, or inducing such foreign official to use his influence 
with a foreign government, or instrumentality thereof, to affect or 
influence any act or decision of such government or instrumentality in 
order to assist such person in obtaining or retaining business for or with, 
or directing business to any person, or (ii) any person, while knowing that 
all or a portion of such money or thing of value will be offered, given, or 
promised, directly or indirectly, to any foreign official (or foreign political 
party), or to any candidate for foreign political office, for any of the 
prohibited purposes described above. The Supplier acknowledges that (i) 
“foreign official” means any officer or employee of a foreign government 
or any department, agency or instrumentality thereof, or of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any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for 
or on behalf of any such government or department, agency, or 
instrumentality, or for or on behalf of any such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employees of state-owned companies, and (ii)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foreign” means any jurisdicti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 The Supplier furthe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 no owner, 
director, officer, employee or agent of the Supplier is a government 
official, employee, candidate for public office, or otherwise holds either a 
full or part-time position with any government or state-owned or controlled 
company in any jurisdiction both currently and at any time while the 
business relation with the customer continues, and (ii) it has not been 
convicted of or pleaded guilty to an offense involving fraud, corruption, or 
moral turpitude. 

(3) If the Supplier should ever become concerned that a possible violation 
of any of the above requirements may have occurred, whether by one of 
the Supplier’s employees or representatives, an employee of the 
customer, a third-party representative or another entity providing services 
to the customer, the Supplier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ustomer. 

(4) The Supplier undertakes that it will complete, sign, and return to the 
customer the “Certificate of Compliance with Anti-Corruption Laws and 
Olin’s Code of Conduct – International Representatives” in such form 
requested by the customer (the “Compliance Certificate”), as may be 
updated by the customer from time to time, with the executed contract. 
The Compliance Certificate is incorporated herein as part of this contract 
as if stated herein. This contract shall not become effective until the 
customer receives a duly signed copy of the Compliance 
Certificate.  Hereafter, after the customer’s prior written notice, the 
Supplier shall deliver to the customer a newly signed copy of the 
Compliance Certificate annually within thirty (30) calendar days after 
receipt of the written notice. 

(5) The Supplier agrees that any breach by the Supplier of this Section 17 
shall constitute a material breach. 

 



 

블루큐브 케미칼 코리아 유한회사 

구매 일반약관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Olin Corporation 

®� Trademark of OLIN CORPORATION (OLIN) or an affiliated company of OLIN. 

TM 

§ 1 적용 범위 

(1) 고객에 의한 납품물 및 서비스(총칭하여 “납품물”)의 구매 및 수령은 다음 

약관에 의한다. 본 약관은 모든 공급사들(“공급사”)에게 적용된다. 아무런 이의 

없이 본 약관을 수락함으로써, 공급사는 본 약관이 모든 후속 상거래뿐만 

아니라 각 납품에도 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를 표시한다. 고객은 본 

약관과 충돌하거나 본 약관과 상이한 조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객의 본 

약관은 본 약관이 공급사의 약관과 충돌하거나 공급사의 약관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이 조건 없이 납품물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고객은 발주에 관한 일반 약관을 수시로 변경할 권리가 있다. 공급사가 

변경된 약관 수령 후 1 주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고 고객이 변경 된 약관의 공지와 관련한 조치의 중요 

성에 대하여 공급사에게 명확히 통지한 경우 공급사가 변경된 약관의 

배타적인 적용에 대해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본 약관은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된다. 단, 영문본과 국문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 2 청약, 수락, 양도, 가격견적 및 비밀유지 

(1) 발주서는 관련 사고 방지, 산업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설계, 기술적 납품 조건, 건축 규제 및 자재 규격 등 관련 문서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를 제 3 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서면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2) 이행 명세서 또는 기술적,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또는 기타 특성과 

계약상 합의된 사내 또는 작업 표준에 관한 정보는 계약 체결시 작성된 특정 

참고 문서에 따라 품질 보증으로서 적용된다. 

(3) 공급사는 발주일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발주서를 수락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발주서 또는 관련 문서의 추가, 제한사항 부여 또는 

이탈(deviation)의 경우 고객의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4) 발주서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만 허용된다.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공급사가 고용한 제 3 자는 

대리인(vicarious agent)으로 간주된다. 

(5)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급사가 작성한 가격견적은 

구속력을 가지며 무상으로 제공된다. 

(6) 공급사는 발주, 계약 체결 및 계약 조건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사는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 해 해당 발주서를 참조 또는 

홍보 목적으로만 언급할 수 있다. 

 

§ 3 가격, 지급 조건, 및 고객의 상계권리 및 유보권리 

(1) 발주서상의 가격은 포장비용 및 법정 부가세를 포함한 고정가격으로 한다. 

가격 인상 권리를 갖는 것에는 고객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2) 모든 송장은 2 부로 작성되어 공급사의 발주, 물품 및 납품 인수증 

번호(delivery note number)를 명시하여야 한다. 송장은 계약상 통화로 

발급된다. 고객은 금약관이나 통화약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고객의 선택에 따라, 송장 대금은 송장 수령 후 14 일 이내에 송장 총액의 

3%를 할인하여 지급하거나 30 일 이후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납품된 물품에 대해 확인 가능한 송장 수령 후 또는 발주 문서 및 증서 등 

제공될 서비스 수령 후에 최초로 개시된다. 고객은 모든 대금에 관하여 

하자있는 납품으로 인해 지급을 유보할 권리를 가진다. 하자 통지가 대금 

지급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 고객은 합리적인 금액만큼 대금 지급을 

유보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고객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계 및 

유보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 4 공급사의 양도, 상계권리 및 유보(Retention)권리 

(1) 본 계약에 의한 공급사의 매출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경우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 3 자에 의한 매출채권 회수는 

제외한다. 

(2) 사업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의 채권과 상계를 할 경우, 이는 법원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채권이나 고객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채권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동 조항은 공급사의 유보권리 주장에도 적용된다.  

 

§ 5 연속 납품(Serial Delivery) 및 견본품에 의한 판매 

(1) 연속된 물품의 납품은 고객이 최초 견본품을 서면으로 수락할 때까지 

개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및 발주와 납품 등이 견본품 승인에 달려 있는 

다른 경우에도, 견본품에 의한 판매는 존재한다. 발주 부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예를 들어, 규격)이 고객 문서 또는 기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공급사는 발주 후 변경을 원할 경우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필요한 

경우 견본품을 제공하여). 이러한 변경을 할 경우 고객의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해당 변경이 의도된 목적상 납품된 물품이나 서비스의 적합성에 

관련된 경우에 한 해, 고객은 해당 변경을 거절할 수 있고 발주서에 의한 

납품을 요구하거나 아무 보상 없이 해당 발주를 철회할 수 있다.  

(2) 설계도, 계산서 및 기타 문서에 대한 고객의 동의는 납품에 대한 고객의 

단독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는 고객의 제안, 권고 및 기여에 

적용된다.  

 

§ 6 [생략] 

 

§ 7 납품, 불이행, 불가항력, 포장, 부분 납품 및 위험 이전 

(1) 납품기일 또는 이행일은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합의된 목적지에서의 

서비스 납품 또는 이행은 최종적인 것이다. 

(2)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업무가 완료된 주에 대해 발주금액의 

0.5%를 일시불로 요구할 수 있다. 단, 불이행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객이 부여한 합리적인 유예 기간 만료 후 공급사의 비용으로 제 3 자가 

이행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 5% 이상의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추가 법정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유보된다. 특히, 고객은 

어떤 결과도 없이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행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된 위약금이 공제된다. 공급사는 불이행 

결과 손해 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거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권리가 있다. 

(3) 불가항력, 노동분쟁, 불안 또는 고객의 책임 없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기타 상황은, 고객이 납품물을 수령할 의무 또는 해당 사유의 유효 기간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의무로부터 면책한다. 

(4) 달리 합의된 경우가 아니면, 납품은 공급사의 위험으로 고객이 명시한 

목적지까지 무상으로 한다; 고객이 수령하는 경우, 고객은 운송비용을 상환 

받는다. 공장인도의 경우, 공급사는 운송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운송 방법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5) 공급사는 고객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초과, 부족 또는 부분 

납품을 할 권리가 있다.  

(6) 물품은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재사용 및 반환된 포장은 고객에게 

청구된다. 고객이 명시한 포장 또는 운송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수령 불이행 없이 물품 수령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7) 달리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면, 수량 검수 시 고객이 확인한 가치는 수량, 

중량 및 규격 상 최종적인 것이다.  

(8) 특정 납품 시간이나 합의된 명세서가 충족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급사가 판단하기에 해당 상황 발생이 명백한 경우, 공급사는 즉시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8하자 청구 

(1) 공급사는 공급사의 이행이 인정된 기술표준, 모든 적용 가능한 표준, 및 

계약상 합의된 품질과 적용 가능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재 하자 

또는 법적 하자가 없음을 보장한다. 

(2) 고객은 적절한 영업 방식에 따라 해당 검수가 가능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품질이나 수량 확인을 위해 해당 물품을 검수하여야 한다. 고객은 

하자 발견 시 해당 하자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사는 

지연된 하자 통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3) 자재 하자는 최초 운영일부터 24 개월 후부터 단, 납품 후 36 개월 이내의 

기간제한이 적용된다. 고객은 법률상 가장 장기간의 법적 기간제한을 가진다. 

법적 하자의 경우, 공급사는 추가적으로 제 3 자의 청구로부터 고객을 

면책한다. 법적 하자에 의한 청구는 10 년 후 기간제한이 적용된다.  

(4) 고객은 다음 조항에 따라 달리 합의된 경우가 아니면 기간제한 없이 자재 

하자 및 법적 하자에 대하여 모든 법적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5) 오직 고객만이 후속 이행의 유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6) 고객이 후속 이행의 유형으로 하자 없는 물품 납품을 선택한 경우, 고객은 

공급사의 비용으로 해당 하자 물품을 반품하고 하자 없는 대체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계상, 반품된 물품은 차감되고 대체물 납품에 대하여 

재청구한다. 기간제한은 대체품 납품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다.  

(7) 고객이 후속 이행의 유형으로 공급사의 비용으로 하자 보수를 선택한 경우, 

고객은 공급사의 비용으로 해당 하자를 보수하거나 공급사가 해당 보수를 

즉시 보수할 수 없는 긴박한 위험의 경우 해당 하자를 제 3 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한다. 하자 청구의 기간제한은 해당 하자가 완전히 제거된 날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하자는 고객이 서면으로 확인할 때까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는 명시적으로 유보된다. 공급사는 법 조항에 따라 

하자로부터 발생하는 직, 간접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자재 하자가 위험 이전일부터 6 개월 이내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경우, 

계약 물품은 위험 이전 시 이미 하자가 존재했다는 추정이 해당 물품이나 

위험 유형에 부합하는 경우 계약 물품의 하자는 위험 이전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9 구상권 

(1) 고객이 제조하고/또는 판매한 물품이 반품되거나 구매가격이 납품물 

하자로 인해 감액되거나 고객이 납품물 하자 때문에 하자 관련 다른 청구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고객은 달리 요구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공급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고객이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운송비용, 처리비용, 인건비, 자재비용 

또는 납품물 수령시 또는 검수비용이나 품질관리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공급사는 해당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후속 이행에 대한 청구로 

인해 고객이 자신의 고객들과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도 적용된다.  

(3) 제 § 8(3)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고객의 클레임에 대한 

배상을 지급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공급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허용되며,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공급사의 납품 후 

5 년후까지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0 제조물책임, 리콜, 손해배상 및 보험  

(1) 자재 하자 또는 법적 하자로 인한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기타 청구가 

고객을 상대로 주장될 경우, 공급사는 해당 손해가 납품 시 발생한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최초 요구 시 해당 청구에 대하여 고객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과실로 인한 책임의 경우, 본 조항은 공급사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손해 발생 원인이 공급사의 책임 범위에 있는 경우, 공급사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공급사는 특히, 고객의 법적 방어 및 리콜 조치 등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고객은 가능한 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해당 리콜 

조치에 대하여 공급사에게 알려야 한다. 추가 법적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유보된다. 

(3) 공급사는 § 10 (1)에 명시된 제조물책임 위험 및 기타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고 언제든지 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확인을 해줄 

의무가 있다.  

 

§ 11 산업재산권 및 비밀유지 

(1) 공급사는 제 3 자의 권리가 공급사의 납품물과 관련하여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장한다. 제 3 자가 해당 침해로 인해 고객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공급사는 최초의 서면 요구를 받은 후 고객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고객이 공급사에게 제공하거나 고객이 지급한 문서, 제조 설비, 견본품, 

설계도, 모델, 기구 등은 고객에 대한 납품을 위한 생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제 3 자에게 제공될 수 없거나 공급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해당 물품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발주 완료 즉시, 발주가 될 것으로 

입증된 즉시, 또는 공급관계가 종료된 즉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본이나 

개별 물품을 남겨두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즉시 반환되거나 파기되어야 한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체결 후에도 적용되며, 비밀유지 의무는 제공된 

문서에 포함된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경우 소멸된다. 고객은 § 11 (2) 

첫 번째 문단에 명시된 문서 및 제조 설비에 대한 재산권 및 저작권을 

보유한다.  

(3) 공급사는 해당 부품이 고객이 하자가 있다고 거절한 부품인 경우에도 

고객의 명세서에 따라 제조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제 3 자에게 납품할 수 

없다. 해당 하자 부품은 공급사의 비용으로 파기되어야 한다.  

(4) § 11 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급사는 해당 발주서 또는 해당 

설비로 제조된 제품 가치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객은 동 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12 고객의 책임 

생명, 신체 또는 보건 피해에 관련되지 않은 공급사의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경과실로 인해 

발생된 기타 손해배상의 경우, 고객은 핵심적인 계약상 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상 전형적인 예측 가능한 손해에 

한한다. 

 

§ 13 계열사에 의한 이행  

고객이 요청할 경우, 계약상 의무는 올린 코퍼레이션(Olin Corporation) 소속 

다른 회사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급사의 법적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이행이 상응하는 경우, 관련 계약상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 14 회사 부지 출입 

공급사는 계약 이행을 위해 고객의 부지에 출입하는 자가 공장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5 이행지, 관할 및 관련 법령 

(1) 발주서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납품물 및 대금 지급 

이행지는 대한민국 구미시로 한다.  

(2)납품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3)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해석은 국제사법 및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 16 데이터 저장 

고객과 올린 코퍼레이션(Olin Corporation) 소속 다른 회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되는 정보보호법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데이터를 

그룹 내에서 저장, 처리 및 전송할 수 있다.  

 

§ 17 부패방지 

(1) 공급사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a) 공급사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급사가 미국, 대한민국 및 

본 약관에 따라 행위하고 있거나 행위할 수 있는 기타 관할의 모든 관련 

부패방지법, 법령, 시행령, 규정, 정책 및 지침을 모든 측면에서 이해하고 

준수한다; (b) 전술한 사항의 일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급사는 (i) 

외국공무원(또는 외국 정당)에게, 해당 공무원이 공적 자격에 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업 수주 또는 

유지를 돕기 위해 해당 공무원이 외국정부나 그 대행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해당 정부나 그 대행기관의 행위나 결정에 영향력을 주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또는 특정 사업을 특정인에게 줄 목적으로, 또는 (ii) 기타 

인에게, 금전이나 가치 있는 어떤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에 명시된 금지된 

목적을 위해 외국공무원(또는 외국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안, 제공되거나 약속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금전을 제안, 지급, 

약속하거나 지급을 승인하거나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제안, 선물, 약속 또는 

승인해서는 아니되며, 공급사의 모든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급사는 (i) “외국 공무원”이 

외국정부나 그 부서, 기관, 대행기관 또는 국제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국영기업의 직원 을 포함하여 해당 정부, 그 부서, 기관이나 대행기관을 

대리하여 공적 자격으로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ii) 본 조항의 목적상, “외국” 

은 미국 이외의 다른 관할을 의미한다고 인정한다. 

(2) 공급사는 추가로 다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i) 공급사의 소유자,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은 현재 및 고객과의 사업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해당 관할에서 정부, 국영 기업이나 정부가 지배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ii) 사기, 부패 또는 

부도덕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다.  

(3) 공급사가 전술한 요건이 공급사의 직원이나 대리인, 고객의 직원, 제 3 자 

대리인 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당사자가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우, 공급사는 이에 대하여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급사는 고객이 요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서식으로 작성된 

“부패방지법 및 올린(Olin)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 해외 대리점(Certificate of 

Compliance with Anti-Corruption Laws and Olin’s Code of Conduct – international 

Representatives)” (“준수 확인서”)를 작성, 서명하고 체결된 계약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할 것을 확약한다. 준수 확인서는 본 계약에 규정된 것처럼 본 

계약의 일부로 본 계약에 포함된다. 본 계약은 고객이 적법하게 서명된 준수 

확인서를 수령할 때까지 효력이 없다. 고객의 사전 서면 통지 후, 공급사는 

서면 통지 수령 후 삼십(30)일 이내에 새롭게 서명한 준수 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공급사는 공급사에 의한 제 17 조 위반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