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고 <<=== 

*** Boston Scientific의 공급업체는 제조 프로세스 또는 설계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Boston Scientific 구매 부서에 공식적으로 사전 
통지해야 하며, Boston Scientific 구매 부서는 Boston Scientific의 서면 승인 및 공급업체가 이를 적용 하기 전, 형태, 적합성 등의 영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는 설계 사양 요구 사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또는 규정 준수 인증 또는 분석 인증을 통해 추적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매 주문서 표준 이용 약관<=== 

본 표준 이용 약관은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의 의미나 번역 등이 충돌할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1) 정의; 당사자의 관계. 본 구매 주문서 상 (이하 ''주문”) 이러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i) ''구매자''는 Boston Scientific 또는 
본 주문 앞에 명시된 자회사 또는 계열사, (ii) '판매자'는 본 주문 앞에 판매자로 지정된 개인, 파트너,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iii) '상품'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모든 물품, 자료, 제품, 구성 요소, 소모품, 도면, 설계, 프로토타입, 모델, 데이터, 본 주문서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문서, 물품 및 기타 물품(''유형 제품'); (b) 주문서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 (설계, 납품 설치, 검사, 테스트 등 
포함) (''서비스'). (c) 본 주문 및 이와 관련된 개발, 지원 및 유지 보수 서비스(''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 또는 구매자에게 
양도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그리고 (iv) '규격'이란 본 주문 및/또는 기타 문서, 
도면, 구매자가 본 주문 발행 또는 그 이전에 공급자에게 제공한 기타 사항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모든 요건을 포함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각각 독립된 계약자로 제 3자나 대리인을 대신 하지 않습니다. 

 

2) 완전한 계약. 주문은: (i) 구매자가 본 주문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도록 공급자에게 제안하는 행위, (ii) 판매자의 승인 또는 
이행에 의해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되며 그리고 (iii) 본 문서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유일하고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해당 문서의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별도의 서면 문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본 문서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전의 모든 이해, 계약, 거래 및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합니다. 구매자 혹은 구매자의 승인을 득한 대리인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본 주문서 이외의 약관이나, 본 약관의 변경 또는 수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언제든지 판매자가 제시한 본 주문서 
이외의 다른 견적서, 제안서, 계산서 또는 유사 문서에 포함된 모든 조건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배송. 판매자의 배송 또는 공급 행위는 이 주문 앞면에 명시된 날짜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제품이 
배송되거나 수행되지 않은 경우(이에 해당할 경우) 구매자는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다른 판매자를 통한 상품 구매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있는 판매자에게 청구; (ii) 수정된 배송 일정을 서면으로 승인; 그리고/또는 (iii)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 주문 
또는 그 일부를 취소합니다. 본 주문의 일부 취소와 관련하여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거나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수거할 때까지 발생한 합당한 보관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승인을 초과하여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구매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요청한 날짜 이전에 수령된 
상품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지정한 날짜 이전까지는 해당 계산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고 수령할 때까지 
상품의 모든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제 3자 양도, 하도급.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주문에 따른 판매자의 권리(지급에 대한 권리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본 주문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본 주문의 모든 조건은 본 계약 당사자의 승계자 및 허가된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따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해당 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업체('판매자의 대리인'으로 통칭)가 
이 주문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모든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양도된 계정은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대금 
상계, 보상 또는 기타 청구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5a) 유형 제품에 대한 보증. 판매자는 모든 유형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보증합니다. (i) 제작,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이 없고; 
(ii) 구매자가 해당 용도로 승인한 경우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사양 및 샘플을 포함하여 본 주문의 요건을 준수하며; (iii) 설계가 
판매자의 책임인 경우, 설계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iv) 새 부품으로만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사양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v)구매자가 의도한 목적에 맞는 품질로서 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제조 과정에 관련된 문서(날짜, 제조 방법, 사용된 재료, 
예정되지 않았던 중단 혹은 지연, 그리고 유형 제품의 품질, 형태, 적합성, 기능 및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포함)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a) 구매자가 유형 상품을 승인하는 조건이 되며, (b) 법률에 의해 생성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기타 모든 보증과 
더불어 (c) 유형 상품에 대한 검사, 수용 및 지불을 위한 조건이 됩니다. 유형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설계 또는 재료에 대한 구매자의 승인이 
본 조항에 대한 판매자의 보증을 갈음하지 않으며, 구매자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구매자가 하나 혹은 이상의 품목에 대한 사양 
요건을 면제한 경우라도 유형 제품의 나머지 품목에 대한 요건을 면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구입한 모든 제품이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역학 자료 및 기타 유치권, 보안 관련 이해관계, 기타 장해, 소유권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고 보증합니다. 

 

5b)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보증. 판매자는 다음을 보증합니다: (i) 사양서를 포함하여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전문적인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서 본 주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ii)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결과물은 제3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 비밀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으며 본 주문에 명시된 이외의 로열티 및 라이센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iii)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이행은 기밀 유지, 비경쟁 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의무를 
포함하여 판매자의 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침해해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보증은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결과물에 대한 검사, 
승인 및 지불에 대한 존속되며, 해당 법률에 따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른 모든 보증조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5c)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증. 판매자는 다음을 보증합니다: (i)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유치권, 저당권 및 기타 배상등의 위반 소지가 없으며, (ii) 구매자가 본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및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3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 비밀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으며, 본 주문에 명시된 것 이외의 로열티 및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구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ii) 본 소프트웨어는 제공된 설명서, 사양 및 기타 주문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됩니다. 판매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판매자의 라이선스 보유자의 혜택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계약의 대상임을 보증합니다.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에스크로(escrow agent)의 이름 및 구매자가 소스 코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조건 및 절차를 포함하여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에스크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구매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사, 승인 및 지불을 지속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법률에 의해 생성된 기타 모든 보증조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6) 가격 및 결제. 본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제품과 권리에 대한 완전한 보수를 지불할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에는: (a) 본 주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됩니다. (b) 본 주문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정부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세금, 평가 및 기타 금액을 포함합니다. 정부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특정 세금, 평가 또는 기타 금액이 본 주문 
앞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즉시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자는 구매자에게 즉시 지급하며 판매자는 해당 세금, 평가 
또는 기타 금액을 정부 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본 주문서에 명시된 모든 지급 또는 할인 적용 기간은 구매자가 아래의 
날짜중 이후에 발생한 경우로부터 시작됩니다. (i) 구매자의 주소로 판매자의 정확한 계산서를 수령하거나, (ii) 선하 증권 또는 청구서와 
해당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명세서를 수령하거나 또는 (iii) 이 주문의 모든 사양 및 요건에 적합한 상품 (기타 지정된 문서와 함께)을 
수락한 날짜. 구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일체의 연체료나 위약금 혹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본 주문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금액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본 주문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대금을 감액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주문을 수락함으로써, 판매자는 본 약관에 따라 부과되는 가격이 다음 사항들로 인하여,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현재 판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i) 유형 제품, 수량 및 
배송 요구사항, (ii)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필요한 기술, 경험 및 교육 수준, (iii)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특성 및 비가격 조건. 여기에 
명시된 가격이 해당 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급자는 즉시 구매자에게 초과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7) 계산서. 계산서는 이 주문에 지정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본 주문에 별도로 명시되었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각 배송별로 별도의 계산서을 발행해야 하며, 부분 배송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서면으로 별도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며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고 올바른 계산서를 발행받기 
전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산서에는 적어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문 번호, 상품에 대한 설명 및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i) 배송 경로, 패키지 수, 일련 번호, 품목 번호, 수량, 각 유형의 상품에 대한 크기 및 단가 (ii) 작업 
시간, 재료비 그리고 본 주문에 해당 비용이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구매자가 사전 승인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 환급청구 비용과,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환급청구 비용, (iii) 라이센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의 조건, 범위 및 특성.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는 구매자가 지불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연은 구매자에게 어떠한 위약금, 이자 또는 추가 청구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이 주문의 조건과 상충되는 판매자의 견적서, 계산서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의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 주문의 
조건을 포기하기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 주문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8) 운송; 포장. 모든 유형의 물품은 구매자가 제공한 사양에 맞게 포장되어야 하며, 사양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 중에 유형 물품을 
완전히 보호하면서 이용 가능한 가장 낮은 운송 비용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유형의 물품은 구매자의 
지침에 따라 배송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능한 가장 낮은 운송 비용 방식으로 해당 배송 날짜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경로 및 운송 
방법을 통해 운송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발생한 초과 운송 비용은 판매자에게 부과되거나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서 상계되어 지급됩니다. 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조건 또는 운송비의 경우, 배송물은 판매자의 비용으로 본 약관에 따른 전체 
판매 가격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경우 운송, 배송, 포장, 보험, 상자, 보관 
등으로 발생할 비용은 구매자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주문 번호 및 기호는 모든 송장, 패키지, 선하 증권 및 배송 주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에 따른 각 배송에는 전체 배송 기록(적용되는 주문 번호 포함)이 포함된 포장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송장, 선하 
증권 또는 특급 영수증 및 포장 명세서는 배송 후 24시간 이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9) 법률 준수. 판매자는 다음을 보증합니다. (i) 판매자는 노예, 아동 노동, 인신매매, 뇌물 및 제품 재료 구성물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ii) 판매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해당 법률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승인받는 개인에 
대한 인증된 최신의,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ii)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수행 및 판매 및 제공되는 유형의 제품은 
모든 정부 기관의 모든 관련 연방, 주 및 현지 법률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조, 판매, 배송 및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유형의 
계약조건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은 참조로 본 계약에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매자가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판매자의 모든 법률 및 본 계약의 조항을 준수토록 명시하는 증명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앞선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내에서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공급자는 사회보장, 실업 보험, 연방 또는 주 근로자 
보상을 이유로 급여 또는 기여금에 대한 모든 세금을 포함하여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0) 사례금. 판매자는 구매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구매 대리인에게 본 주문의 약관, 조건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관련된 사람에게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매자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어떠한 사례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의 모든 계약이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11a) 유형 제품의 검사 및 승인. 구매자는 배송 및 인수 전후에 유형 상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배송 후 최종 인수 이전에 대금 지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유형 상품에 결함(특허침해 혹은 잠재적 침해)이 있거나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 주문 또는 법률에 따른 
보증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다음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i) 유형 상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구매자가 유형 상품을 
이미 인수한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판매자에게 반품하고 구매자가 지출한 모든 화물, 보관, 취급 및 기타 비용을 
회수하고 구매 가격에 대한 지급을 면제합니다. 지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급된 구매 가격을 회수하고, (ii) 구매자에게 아무런 비용 
없이 결함 또는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도록 판매자에게 요청합니다(구매자가 서면으로 주문을 교체않는 한, 반품된 유형 제품은 구매자의 
비용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는 (iii) 주문을 취소합니다. 본 조항은 구매자가 본 주문서에 따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1b) 평가 및 승인; 서비스.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성능과 모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작업 제품 및 결과물은 구매자가 
검토, 평가 및 수락해야 하며 최종 승인 전까지는 최종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성능이 본 주문의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 주문 또는 법률에 따른 보증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i)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재실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양 및 보증을 준수하기 전까지 판매자는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ii) 판매자의 
비용으로 작업 제품을 수정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iii) 이 주문을 
취소합니다. 본 조항은 구매자가 본 주문서에 따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1c) 테스트 및 승인, 소프트웨어. 해당 소프트웨어는 구매자가 테스트, 평가 및 수락해야 하며 최종 승인 전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본 주문 사양, 소프트웨어 문서 또는 본 주문 또는 법률에 따른 보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i) 판매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새 사본을 판매자의 비용으로 배달하도록 요구하고, (ii) 판매자에게 판매자의 비용으로 보증된 대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수정, 수리 또는 기타 방식을 요구하고, 또는 (iii) 이 주문을 취소합니다. 본 조항은 구매자가 본 주문서에 따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2) 구매자의 독점 권리; 기밀 유지. 구매자의 모든 분석, 소스 코드, 데이터, 보고서, 연구, 기술, 노하우, 아이디어, 개념, 설계, 제품, 시장,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프로세스, 장비, 기계, 물질의 구성, 비즈니스 계획, 운영, 기술 정보, 도면, 사양 등 또한 본 주문과 관련하여 
작업함으로써 구매자의 사업 또는 판매자가 개발한 기타 지식 또는 정보(통칭 "'기밀 정보')는 구매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자산이며 
판매자는 항상 비밀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i) 본 주문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유형 자산(하드카피, 전자 형식 또는 기타 
형식), 모든 샘플(기기, 구성 요소, 원재료, 툴링 등) 및 기밀 정보, (ii) 장비, 모델, 프로토타입, 항목, 보고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데이터, 
분석, 소스 코드 및 본 주문과 관련하여 생성된 기타 자료, 그리고 (iii) 본 주문에 따라 구매자를 위해 공급자가 구매한 물품(통칭하여 
"'구매자 재산')은 서면으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의 독점적 재산이며 그 소유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밀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판매자 내부의 사람들에게만 기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판매자의 조직 내 모든 사람에게 기밀 정보 및 구매자 
재산은 기밀이며 구매자의 재산임을 알려야 합니다. 모든 기밀 정보 및 구매자 재산은 구매자를 위한 제품 제공에만 사용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러한 기밀 정보 또는 구매자 자산을 처분해서는 
아니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매자에게 기밀 정보 및 구매자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본 주문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가 
완료되었을때에는 반드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이의 피해에 대해서 구매자는 무단 침입 등의 책임을 지지 않고 언제든지 
판매자의 구내에 들어가서 구매자 자산을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구매자의 이름, 이미지 또는 로고를 광고, 게시 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판매자가 본 계약에 따른 제품의 공급이나 구매자의 비즈니스, 구매자 재산 또는 기밀 정보와 관련하여 얻게 된 모든 발명, 발견 
및 개선 사항(총칭 '발명')은 구매자에게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발명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소유이며, 구매자의 이익을 
위한 발명 또는 다른 개인, 기업, 파트너십 또는 기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발명품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구매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사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발명품과 관련되거나 발명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저작물, 보고서, 간행물 등을 준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판매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본 주문에 따라 개발한 저작권 
취득이 가능한 모든 작업 제품('작업 제품')은 특별히 권한이 부여되어 미국 저작권법에 정의된 ''고용을 위한 작업''으로 간주됩니다. 
구매자는 저작권의 목적으로 모든 작업 제품의 저작자로 간주되며 모든 작업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 
고용을 위한 작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이를 통해 해당 작업 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구매자에게 부여, 할당 및 이전합니다. 

 

본 조항은 배송 및 대금 지급 후에도 유효합니다. 
 

13) 면책. 법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판매자는 판매자의 비용으로 구매자와 그 계열사 및 해당 임원, 간부, 직원, 대리인, 
승계인을 면책하고 보호하며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모든 청구, 손실, 손해, 소송, 수수료 및 면책 당사자가 다음의 
경우와 관련하여 겪을 수 있는 판결, 합당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비용 및 경비(통칭하여 '청구')를 지불해야 합니다. (i) 해당 주문에 따른 
진정, 보증 또는 의무에 대한 판매자의 위반, (ii) 제3자의 특허, 저작권, 영업 비밀 상표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위반 또는 (iii) 
구매자의 중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클레임을 제외하고, 판매자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상해(사망 
포함) 또는 재산상의 손해. 

 

면책 당사자에 대한 청구가 시작된 경우 구매자는 가능한 한 빨리 판매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것은 경우에 한해서 본 약관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를 면제합니다. 금지명령이 선고되었거나 
판매자의 의사가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기 (ii) 조항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구매자가 클레임을 받는 상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구매자에게 환불하거나 (b)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침해적 대체품을 
즉시 전달합니다. 이 주문에 설명된 면책 권한은 배타적이지 않고 판매자에 대한 면책 당사자의 기타 모든 배상 권리에 누적됩니다. 

본 항의 규정은 배송 및 대금 지급 후에도 유효합니다. 
 

14) 정책; 안전 및 보안. 구매자가 구매자의 정책 및/또는 행동 강령(통칭하여 "정책/강령'')을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정책/윤리 강령 준수, (ii) 상품을 제공할 판매자의 대리인에 정책/윤리 강령 사본 제공, (iii) 해당 판매자의 대리인이 
정책/윤리 강령 준수, 그리고 (iv) 모든 정책/강령에 대해 해당 판매자의 대리인 교육 기록을 유지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합당한 사전 
통지 후 검토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당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나 판매자의 대리인이 본 주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매자의 
사업장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의 대리인은 구매자의 보안 및 안전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구내에 있는 동안 
해당 판매자의 대리인의 안전 및 건강 상태는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해당 판매자의 대리인이 구매자의 구내에 있는 경우 판매자는 항상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구매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 책임 보험 및 재산 피해 보험 유지 그리고 (b) 원천징수, 실업보험 및 근로자 
보상과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15) 엄격한 준수; 권리 포기; 분리 가능성. 구매자는 이전의 관습, 관례 또는 반대 처리 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 주문의 약관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본 주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본 명령의 어떤 조항이 관할권의 법원 또는 법령에 의해 부분적으로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범위에 한해서만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며, 이 주문의 다른 조항의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6) 변경.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구매자가 지정한 상품 또는 상품 처리에 대해 변경 또는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는 서면 
변경 통지에 따라 주문 실행 완료 전 언제든지 작업을 중단하거나 수량, 도면, 사양, 배송 일정, 배송 및 포장 방법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본 주문 혹은 판매자의 실행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될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라 주문을 사전에 서면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조정에 대한 모든 주장은 변경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자가 서면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구매발주서 변경 통지에 의해 입증되지 않거나 구매발주서 수정 사항이 발행되어 구매자의 승인된 담당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변경사항은 구매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17) 취소 또는 불이행. 판매자가 본 주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또는 구매자가 서면으로 제공한 연장 기간 내에 본 주문의 조항을 이행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서면으로 주문 중 서비스가 완료되었거나 수령된 유형의 상품을 제외하고, 구매자의 귀책사유없이 주문한 
상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불이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배송 및 인수 전에 언제든지 귀책사유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i) 판매자가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판매자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ii) 판매자가 해당 주문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를 적시에 만족스럽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 (iii)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파산, 관리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iv) 
판매자의 채권자를 위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만일 전쟁 또는 유사한 불안, 화재, 신의 행위 또는 그와 같은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타 유사한 원인으로 인해 당사자의 성과가 지연되고 해당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지연은 본 주문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고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8) 환경 영향. 모든 주요 사업장에서는 ISO 14001:2015에 따라 환경 관리 시스템(EMS)이 구현되어 있으며 환경, 보건 및 안전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PDM 문서 90730673). 본 주문과 관련하여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필요한 환경 
허가를 획득 및 준수하고 오염 예방 및 폐기물 감소에 참여하며 환경 관리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서비스, 재료 및 제품 수명 주기의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환경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속 가능성 및 환경 개선 사항과 개선 사항을 측정하고 보고하도록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공인 환경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 위치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의 활동,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확립된 중요한 환경적 측면과 관련된 해당 지역의 운영 통제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 NOTE <<=== 

***Boston Scientific Purchasing Department must be formally notified of all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or design prior to 
implementation Boston Scientific in conjuction with the supplier, shall determine the effect on form, fit, function and reliability before the 
change can be approved in writing by Boston Scientific and implement at the supplier. The supplier must maintain traceability in the form 
of a Certification of Conformance or Compliance, or Certification of Analysis, per design specification requirements.*** 

===>> PURCHASE ORDER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made in Korean and English. In the case of any discrepancies between the two,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all prevail. 

 
1) Definitions; Parties' Relationship. Whenever used in this purchase order (''Order''), these terms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i) 
''Buyer'' means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or one of its subsidiaries or affiliates set forth on the front of this Order; (ii) ''Seller'' means 
the person, partnership, corporation or other entity specified as the Seller on the front of this Order; (iii) ''Goods'' means: (a) all articles, 
materials, products, components, supplies, drawings, designs, prototypes, models, data, documents, goods and other items furnished or 
to be furnished under this Order to Buyer (''Tangible Goods''); (b) all services (including design, delivery installation, inspection, testing, 
etc.) specified on, or required to be furnished under this Order (''Services''); and (c) all software programs, applications, tools and 
databases (''Software'') licensed or otherwise transferred to Buyer under this Order and all related development, support and 
maintenance services (''Software Services''); and (iv) ''Specifications'' means the specifications in the part number and revision-level 
controlled drawing for the applicable Goods that is referenced on the front of this Order and/or other writings, drawings, etc. provided by 
Buyer to Seller on or before issuance of this Order and all requirements of an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Buyer and Seller each 
represent that it is acting on its own behalf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and is not acting as an agent for or on behalf of any third party. 

 

2) Complete Agreement. This Order: (i) constitutes an offer by Buyer to Seller to purchase the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tated 
in this Order; (ii) becomes a binding contract upon acceptance either by acknowledgment or performance by Seller; and (iii) constitutes 
the sole and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ll prior understandings, 
agreements, transactions and communications, whether oral or written, with respect to the matters referred to herein, unless Buyer and 
Seller have executed a separate written document which specifically states that the terms of that document prevail. No other terms or 
conditions and no modification, alteration or amendment of this Order shall be binding upon Buyer unless accepted in writing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Buyer. Buyer expressly rejects any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any quote, proposal, invoice or similar 
document presented by Seller at any time. 

 

3) Delivery. Seller's delivery or performance shall be made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date(s) specified on the front of this Order. If 
Goods are not delivered or performed (as applicable) by the specified time, Buyer shall have the option of: (i) purchasing the Goods 
elsewhere and charging Seller with any loss resulting therefrom; (ii) approving in writing a revised delivery schedule; and/or (iii) 
canceling this Order, or any part thereof, without prejudice to its other rights. With respect to any part of this Order so canceled, 
Buyer may, at its option, if applicable, either return the materials to Seller, at Seller's risk and expense, or charge Seller a reasonable 
storage charge until Seller removes such materials. Goods fabricated or services provided in excess of Buyer's authorization are at 
Seller's risk. Unless otherwise agreed by Buyer in advance in writing, invoices covering Goods received ahead of schedule will not be 
paid until the date specified by Buyer for delivery. Seller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and all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 Goods have been received and accepted by Buyer. 

 

4) Assignment; Sub-contracting. No rights of Seller under this Order (including rights to monies due) are assignable in whole or in part, 
nor is Seller permitted to subcontract any obligation under this Order without Buyer's prior written consent. All terms of this Order shall be 
binding upon, and shall accrue to the benefit of, the successors and permitted assigns of the parties hereto. Seller shall take all steps 
required to ensure that each of Seller's employees, agents and subcontractors (collectively, ''Seller's Representatives'') comply with all 
provisions of this Order as if such person is the Seller. In any case, assigned accounts shall be subject to set-off, recoupment or any 
other claim of Buyer against Seller. 

 

5A) Warranties for Tangible Goods. Seller warrants that all Tangible Goods: (i) are free from defects in workmanship, material, and 
manufacture; (ii)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Order, including the Specifications and samples furnished by either Buyer or Seller 
if Buyer has approved them for that purpose; (iii) where design is Seller's responsibility, are free from defects in design; (iv) consist only 
of new materials (unless the Specifications specify otherwise); and (v) are of merchantable quality and fit and suitable for the purpose 
intended by Buyer. Seller shall maintain documentation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dates, methods of manufacture, 
materials used, unscheduled interruptions or delays, and other factors that affect the quality, form, fitness, function and suitability of the 
Tangible Goods). These warranties: (a) constitute conditions to Buyer's acceptance of the Tangible Goods, (b) are in addition to all other 
warranties, whether express or implied, created by law, and (c) survive inspection of, acceptance of, and payment for, the Tangible 
Goods. Buyer's approval of the design, or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Tangible Goods does not relieve Seller of the 
warranties in this Section, nor does the waiver by Buyer of any Specification requirement for one or more items constitute a waiver of 
those requirements for the remaining items of Tangible Goods unless so stated by Buyer in writing. Seller further warrants and represents 
that all Goods purchased are free from liabilities of royalties; license fees; mechanics material and other liens; security interests; other 
encumbrances; and defects in title. 

 

5B) Warranties for Services and Software Services. Seller warrants that: (i) the Services and the Software Services will be provided in a 
professional manner by qualified personnel and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Order, including the Specifications; (ii) the 
deliverables from the Services or Software Services will not infringe or violate any third party patent, trademark, copyright, trade secre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will be free from liabilities of royalties and licensing fees other than any specified on the front of this 
Order; and (iii) performance of the Services or Software Services will not violate or breach any contractual obligations of Seller, including 
those related to confidentiality, non-competition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se warranties survive inspection of, acceptance of, and 



payment for, the deliverables from the Services or Software Services and are in addition to all other warranties, whether express or 
implied, created by law. 

 

5C) Warranties for Software. Seller warrants that: (i) Seller has all rights necessary to grant the license to Buyer, free and clear of all 
liens, encumbrances and other claims; (ii) the grant of the license and use of the Software by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documentation provided, does not and will not infringe or violate any third party patent, trademark, copyright, trade secre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will be free from liabilities of royalties and licensing fees other than any specified on the front of this Order; 
and (iii) the Software will operate in accordance with, and conform to, the documentation provided, the Specifications and other 
requirements of the Order. Seller warrants that the source code of the Software is the subject of an escrow agreement for the benefit of 
Seller's licensees. If requested by Buyer, Seller shall provide Buyer with information related to the escrow of the source code of the 
Software, including the name of the escrow agent and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Buyer to access the source code. These 
warranties survive inspection of, acceptance of, and payment for, the Software by Buyer and are in addition to all other warranties, 
whether express or implied, created by law. 

 

6) Equal Employment Laws. Boston Scientific is an equal opportunity employer and federal contractor or subcontractor. Consequently, 
the parties agree that, as applicable, they will abide by the requirements of 41 CFR 60-1.4(a), 41 CFR 60-300.5(a) and 41 CFR 60-741.5 
(a) and that these laws are 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These regulations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qualified individuals based 
on their status as protected veterans 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all individuals based on their race, 
color, religion,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national origin. These regulations require that covered prim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take affirmative action to employ and advance in employment individuals without regard to race, color, religion,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national origin, protected veteran status or disability. The parties also agree that, as applicable, they 
will abide by the requirements of Executive Order 13496 (29 CFR Part 471, Appendix A to Subpart A), relating to the notice of employee 
rights under federal labor laws. 

 

7) Price and Payment. Payment of the prices specified in this Order shall constitute full consideration for the Goods and rights granted 
hereunder. Such prices: (a) shall be subject to adjustment only as specifically provided for on the front of this Order, and (b) include all 
applicable taxes, assessments and other amounts payable to governmental authoriti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on the front of this 
Order. If certain taxes, assessments or other amounts payable to governmental authorities are specified on the front of this Order, Seller 
shall promptly invoice Buyer for those, Buyer shall pay them to Seller, and Seller shall promptly report and pay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for those. Any time period specified in this Order for payment or applying any discounts shall commence on the later of the 
date that Buyer: (i) receives Seller's correct invoice thereof at Buyer's address for invoices; (ii) receives the bill of lading or express receipt 
and packing list therefore, if applicable; or (iii) accepts the Goods (together with any specified documentation) as conforming to all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Order. In no event shall Buyer owe Seller any late or penalty payment or interest.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set-off against any amounts which may become payable by Buyer to Seller under this Order or otherwise, any 
amounts which Seller may owe to Buyer, whether arising under this Order or otherwise. By acceptance of this Order, Seller warrants 
that the prices charged hereunder are not in excess of Seller's current selling price to any other purchaser of the same or substantially 
similar goods or services taking into consideration for the: (i) Tangible Goods, the quantities and delivery requirements; (ii) Services 
and Software Services, the level of skill, experience and training required; and (iii) Software, the nature of the license and non-price 
terms.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prices charged herein are in excess of such prices, Seller shall refund promptly to Buyer the excess. 

 

8) Invoicing. Invoices must be sent to the address specified on the front of this Order. Unless otherwise specified on the front of this 
Order or agreed by the parties, a separate invoice shall be issued by Seller for each shipment, and billing for partial shipment will not be 
honored by Buyer. Except a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y Buyer, Seller shall not issue an invoice prior to shipment of the Goods and 
no payment will be made by Buyer prior to its receipt of the Goods and a correct invoice. Invoices must contain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Order number, description of the Goods, and the following as applicable: (i) shipping route, number of packages, serial 
numbers, item numbers, quantity, size and unit price for each of the Tangible Goods; (ii) hours worked, cost of materials provided if the 
front of this Order indicates that such costs are reimbursable, reimbursable expenses for the Services and Software Services if the front 
of this Order indicates that such expenses are reimbursable and are pre-approved by Buyer; and (iii) term, scope and nature of the 
Software licensed. Invoices not containing such information may result in payment delays by Buyer, and such delays shall not subject 
Buyer to any penalty, interest or additional charge. Buyer's failure to object to provisions in Seller's quotation, invoice or other 
communications which conflict with the terms of this Order shall not be deemed a waiver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Order, which 
shall prevail. 

 

9) Transportation; Packing. All Tangible Goods shall be packed in accordance with Specifications provided by Buyer, or, if no 
Specifications are provided, otherwise suitably packed in order to protect the Tangible Goods fully during transportation and secure the 
lowest available transportation costs. All Tangible Goods shall be shipped in accordance with Buyer's instructions, or in the absence of 
such instructions, by the route and method of transportation sufficient to meet applicable delivery dates utilizing the lowest appropriate, 
available transportation costs. Excess transportation costs otherwise incurred will be charged to Seller or applied as a set-off from any 
amount due from Buyer to Seller. When usual terms or tariffs do not include insurance, shipments must be forwarded properly insured to 
their full sales price hereunder at Seller's expense. No charge shall be incurred for freight, shipping, packing, insurance, boxing, storage 
or drayage unless authorized by Buyer in advance in writing. Buyer's order numbers and symbols must be plainly marked on all invoices, 
packages, bills of lading and shipping orders. A packing slip bearing a complete record of the shipment (including the number of the order 
to which it applies) is required with each shipment hereunder. Invoices, bills of lading or, express receipts, and packing lists must be 
mailed within 24 hours following shipment. 

 

10) Compliance with Laws. Seller warrants that: (i) Seller will comply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slavery, child 
labor, human trafficking, bribery and product material composition; (ii) Seller will provide current, accurate and complete information 
certified by an authorized individual as may be requested by Buyer from time to time in connection with Seller's and/or Buyer's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iii) the Tangible Goods sold and furnished hereunder shall be manufactured, sold, delivered and 
furnished, and the Services and Software Services shall be performed, each in strict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of all governmental authorities, including the Robinson-Patman Act and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as amended. All laws and regulations required by their terms to be incorporated in agreements of this type are hereby 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Seller shall, upon request of Buyer, furnish Buyer with a certificate specifying Seller's compliance with any or all such 
laws and the provisions herein, in such form as Buyer may require.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if Seller performs 
Services or Software Services on Buyer's premises, Seller shall furnish Buyer satisfactory evidence of compliance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all taxes on payroll or contributions on account of social security, unemployment insurance and federal or state 
workers compensation. 

 

If Seller is providing Goods for use in Buyer's U.S. operations, Selle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as of the date of this Order, 
Seller is not excluded, debarred, or otherwise suspended from participating in U.S. government procurement and non-procurement 
programs (collectively, ''US Programs''). If during the course of providing Goods under this Order, Seller becomes excluded, debarred or 
otherwise suspended from participating in any US Program (''US Program Exclusion''), Seller shall immediately disclose details of such 
US Program Exclusion in writing to: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General Counsel, 100 Boston Scientific Way, Marlborough, MA 01752 
USA and Buyer may immediately cancel this Order. 

 

11) Gratuities. Seller warrants that Seller has not offered or given, and will not offer or give to, any employee, agent or representative of 
Buyer any gratuity with a view toward securing any business from Buyer or influencing such person with respect to the terms, conditions 
or performance of this Order or any other contract with Buyer. Any breach of this warranty shall be a material breach of each and every 
contract between Buyer and Seller. 

 

12A) Inspection and Approval of Tangible Goods. Buyer may elect to inspect Tangible Goods before and/or after delivery and 
acceptance. Payment shall not constitute final acceptance. Upon discovery by Buyer that the Tangible Goods contain any defect (patent 
or latent) or fail to meet the Specifications or conform to the warranties in this Order or under law,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i) reject 
the Tangible Goods, or if the Tangible Goods have been accepted by Buyer, return them to Seller at Seller's risk and expense and 
recover all freight, storage, handling and other expenses incurred by Buyer and be relieved of any payment for the purchase price 
therefor, or, if payment has been made, recover the purchase price so paid; (ii) require Seller to correct the defect or non-conformance at 
no cost to Buyer (Tangible Goods so returned shall not be replaced at Buyer's expense unless Buyer has provided a written replacement 

purchase order); or (iii) cancel this Order. This Section shall not limit any other rights Buyer has at law or under this Order. 
 

12B) Evaluation and Acceptance; Services.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s and Software Services and the work product and 
deliverables from all Services and Software Services are subject to the review, evaluation and acceptance by Buyer, and final payment 
will not be made until after final acceptance. If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s or Software Services fail to meet the Specifications of this 
Order or conform to the warranties in this Order or under law,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i) require the re-performance of the Service 
or Software Services at Seller's expense until they are in conformance with such Specifications and warranties; (ii) contract with a third 
party to perform Services or Software Services to correct or replace the work product at Seller's expense; and/or (iii) cancel this Order. 
This Section shall not limit any other rights Buyer has at law or under this Order. 

 

12C) Testing and Acceptance; Software. The Software is subject to testing, evaluation and acceptance by Buyer, and payment will not be 
made until after final acceptance. If the Software fails to meet the Specifications of this Order, the documentation for the Software, or 
conform to the warranties in this Order or under law,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i) require Seller to deliver a new copy of the Software 
at Seller's expense; (ii) require Seller to fix, repair or otherwise cause the Software to perform as represented and warranted at Seller's 
expense; and/or (iii) cancel this Order. This Section shall not limit any other rights Buyer has at law or under this Order. 

 

13) Buyer's Proprietary Rights; Confidentiality. All of Buyer's analyses, source code, data, reports, research, technology, know-how, 
ideas, concepts, designs, products, markets, computer programs, prototypes, processes, equipment, machines, compositions of matter, 
business plans, operations, technical information, drawings, specifications, and the like, and any other knowledge or information 
pertaining to Buyer's business or developed by Seller as a result of work in connection with this Order (collectively,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the sole and exclusive property of Buyer and at all times be kept secret and confidential by Seller. All: (i) tangible 
property (whether in hardcopy, electronic or other form) provided to Seller in connection with this Order, including all samples (including 
devices, components, raw materials, tooling, etc.)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ii) equipment, models, prototypes, items, reports, 
communications, designs, data, analyses, source code, and any other materials produced in connection with this Order; and (iii) items 
purchased by Seller for Buyer under this Order (collectively, ''Buyer Property'') shall be and remain the exclusive property of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Seller may disclose or reveal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nly to those in Seller's organization who must have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 to provide the Goods. Seller shall inform all those in Seller's organization who have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 
regarding Seller's obligations hereunder and that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Buyer Property is confidential and is the property of Buyer.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Buyer Property shall be deemed a loan to Seller for use solely in the provision of Goods for Buyer. Seller 
shall not dispose of any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or Buyer Property without Buyer's prior written consent. Seller shall return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Buyer Property to Buyer whenever requested by Buyer and, in any event, upon completion of Seller's 
obligations under this Order.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enter Seller's premises and remove Buyer Property at any time without being 
guilty of trespass or liable to Seller for damages for any sort. Seller shall not, without Buyer's prior written consent, in any manner 
advertise, publish or disclose that Seller has furnished, or contracted to furnish, Goods to Buyer or otherwise use Buyer's name, image or 
logo. 

 

All inventions, discoveries and improvements which Seller may make arising out of the provision of Goods hereunder or which relate in 
any manner to Buyer's business, Buyer Property, or Confidential Information (collectively, ''Inventions'') shall be promptly disclosed by 
Seller to Buyer. All rights to the Inventions shall belong solely to, and be the property of, Buyer, and Seller shall never use, nor permit the 
use of, the Inventions for Seller's benefit or for the benefit of any other person, corporation, partnership, or other entity. Seller shall not 
prepare any writings, reports, publications, etc. in any way connected with or arising out of the Inventions, except as specifically required 
by Buyer or with Buyer's prior written consent. All work product of copyrightable matter developed by Seller, either alone or with others, 
under this Order (''Work Product'') is specially commissioned and will be considered ''work-made-for-hire'' as defined by the United States 



Copyright Law. Buyer shall be considered the author of all Work Product for the purposes of copyright and own all of the rights in and to 
all Work Product. If any Work Product is not considered work-made-for-hire for any reason, Seller hereby grants, assigns and transfers to 
Buyer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cluding copyright, in and to such Work Product.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survive delivery and payment. 
 

14) Indemnification. To the maximum extent allowed by law, Seller shall, at Seller's expense,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Buyer 
and its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gents, successors, assigns (each an ''Indemnified Party'') from and 
against all claims, losses, damages, suits, fees, judgments, costs and expenses (collectively, ''Claim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that the Indemnified Party may suffer or incur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i) Seller's breach of any representation, warranty, 
or obligation under this Order; (ii) infringement or violation of any third party patent, copyright, trade secret trademark,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 (iii) any personal injury (including death) or damage to property resulting from Seller's acts or omissions, except for 
Claims solely caused by the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f Buyer. 

 

If any Claim is commenced against an Indemnified Party, Buyer shall provide notice to Seller as promptly as practicable. The failure to 
provide such notice will relieve Seller of Seller's obligations hereunder only to the extent that Seller is prejudiced by the failure to receive 
notice. If an injunction is granted, or in Seller's opinion likely to be granted, under clause (ii) of the preceding paragraph, Seller, as 
directed by Buyer, shall: (a) refund to Buyer the payment made by Buyer for the Goods subject to the Claim; or (b) deliver promptly to 
Buyer an acceptable, non-infringing replacement. The right to the indemnification described in this Order is not exclusive, but instead is 
cumulative to all other rights of indemnification of the Indemnified Parties against Sell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survive delivery and payment. 
 

15) Policies; Safety and Security. If Buyer provides Seller any of Buyer's policies and/or code of conduct (collectively, ''Policies/Code''), 
Seller shall: (i) comply with the Policies/Code; (ii) provide copies of the Policies/Code to any of Seller's Representatives who will be 
providing Goods, (iii) enforce such Seller's Representatives' compliance with the Policies/Code, and (iv) maintain records of training such 
Seller's Representatives to all of the Policies/Code and make such records accessible for Buyer's review and inspection upon its 
reasonable notice to Seller. If Seller or any of Seller's Representatives are required to enter Buyer's premises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is Order, such Seller's Representatives shall abide by Buyer's security and safety procedures and requirements. The safety and health 
of such Seller's Representatives while on Buyer's premises is the responsibility of Seller. At all times that such Seller's Representatives 
are on Buyer's premises, Seller shall: (a) maintain public liability and property damage insurance in amounts satisfactory to Buyer, and 

(b) comply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ax withholding, unemployment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16) Strict Compliance; Waiver; Severability. Buyer may at any time insist upon strict compliance with this Order's terms and conditions, 
notwithstanding any previous custom, practice, or course of dealing to the contrary. The failure of either Buyer or Seller to enforce any of 
its rights under this Order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such rights.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shall be determined to be partially void 
or unenforceable by any court or body of competent jurisdiction or by virtue of any legislation to which it is subject or by virtue of any 
other reason whatsoever, it shall be void or unenforceable to that extent only and no further, and the validity and enforceability of any of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Order shall not be affected. 

 

17) Changes. No changes or substitutions can be made to Goods specified by Buyer, or to the processing of Goods, without Buyer's prior 
written approval. Buyer may, by written change notice, suspend work at any time before completion of the order, or make changes in 
quantities, drawings, specifications, delivery schedules and dates and methods of shipment and packaging. If such changes would cause 
an increase or decrease in the amount due under this Order, or in the time required for Seller's performance, an equitable adjustment 
shall be made and the order shall be modified accordingly in writing in advance. Any claim for adjustment must be asserted by Seller in 
writing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change is ordered. Changes shall not be binding upon Buyer unless evidenced by a purchase 
order change notice or an amended purchase order is issued and sign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Buyer. 

 

18) Cancellation or Default. If Seller fails to perform or comply with any provision of this Order within the time specified on the front of this 
Order or any extension thereof provided by Buyer in writing, Buyer may, by written notice of default to Seller, cancel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Goods ordered without liability, except for Services completed and accepted and Tangible Goods delivered and accepted under 
that portion of the Order not canceled. Buyer also may cancel this Order without liability at any time prior to delivery and acceptance by 
Buyer if: (i) Seller ceases to conduct Seller's operations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ii) Seller is unable to timely and satisfactorily 
timely meet Seller's obligations under this Order; (iii) is the subject voluntary or involuntary bankruptcy, receivership, or insolvency 
proceedings; or (iv) makes an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Seller's creditor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f a party's performance is 
delayed because of war or similar unrest, fire, act of God or other similar cause that is beyond such party's control and which such party 
could not have reasonably prevented, such delay in performance shall not be considered a breach of this Order; provided, however, that 
if Seller experiences a delay of 30 days or more for such reason, Buyer may upon notice cancel all or any portion of this Order. 

 

19) Environmental Impact. All major locations have implemented a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in accordance with ISO 
14001:2015 and have established an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policy (PDM Doc 90730673). As applicable to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is Order, Seller agrees to assist Buyer in reducing service, material and product life cycle 
environmental impacts by: obtaining and complying with required environmental permits; engaging in pollution prevention and waste 
reduction; improving environmental controls and processes; and complying with all applicable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Buyer 
may reasonably request that Seller measure and report its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progress and improvements to Buyer on a 
form provided by Buyer. If Seller provides goods or services to a Buyer location with a certifi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Seller agrees to comply with that location's operational controls relevant to Seller's activities, goods or servic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established significant environmental aspects. 


	본 표준 이용 약관은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의 의미나 번역 등이 충돌할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made in Korean and English. In the case of any discrepancies between the two,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all prev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