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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ON KOREA INCORPORATED –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Thes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greement”) apply to all orders for Goods 
by Buyer with Ingredion and prevail over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If the terms of Buyer’s 
order are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the delivery of the Goods to Buyer or as 
Buyer directs will constitute an offer by 
Ingredion to sell the Goods to Buyer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Buyer will be deemed 
to accept the offer by retaining the Goods. All 
references to Goods in this Agreement 
means the products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Ingredion’s specifications,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and sold to 
Buyer under this Agreement. 
 
Unless agreed otherwise in writing by 
Ingredion, in the event of conflict, the 
following terms will apply and prevail in 
descending order of priority: 
(a) specific terms in contracts entered 

into and agreed between Ingredion 
and the Buyer; 

(b) this Agreement; or 
(c) any other documents. 
 
1. Orders 
 
1.1. Buyer may from time to time issue 
one or more purchase orders specifying the 
quantity, desired shipment date, and shipping 
instructions for the Goods. Ingredion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decline any 
order in whole or part, and any order not 
accepted by Ingredion is deemed cancelled. 
 
1.2. Each order for Goods constitutes a 
separate agreement with Buyer. No provision 
of any purchase order, invoice, or any other 
documentation exchanged by the parties 
shall alter any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unless each party expressly consents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in writing. 
 
1.3. Descriptions and specifications 
contained in brochures or other materials are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do not form 
part of this Agreement. 
 
1.4. Acceptance of an order is subject to 
availability. If Goods are not available for 
delivery by the estimate delivery date, 
Ingredion reserves the right to delay delivery 
until such time as the Goods are available. 

Once an order is confirmed, it may not be 
cancelled or delivery delayed without 
Ingredion’s prior agreement in writing. 
 
2. Price 

 
2.1. Unless otherwise agreed by 
Ingredion in writing, the price for the Goods 
shall be the prevailing prices as set by 
Ingredion on the date of delivery or deemed 
delivery. 
 
2.2. Unless otherwise agreed, the price of 
the Goods is exclusive all costs or charges in 
relation to loading, unloading, handling, 
duties, carriage and insurance and Buyer 
must pay any such costs in addition. 
 
2.3. Unless otherwise stated, the price for 
the Goods is VAT exclusive. In addition to 
the price for the Goods, Buyer must pay to 
Ingredion an amount equal to any VAT which 
Ingredion or Buyer must pay for any supply 
by Ingredion under this Agreement or under 
any agreement for sale of Goods. Buyer 
must pay VAT, without deduction or set off of 
any other amounts, at the same time and on 
the same basis as Buyer pays the price (or 
the first part of it if Ingredion agrees to Buyer 
paying the price by instalments). 
 
2.4. Any new or increase in any existing 
tax, duty, or governmental charge or any 
material increase in the cost to Ingredion in 
producing, selling, or delivering the Goods or 
of procuring materials used therein, may, at 
Ingredion’s option, be added to the price 
herein specified. 
 
3. Minimum Orders 
 
3.1. Subject to clause 3.2 or otherwise 
agreed by Ingredion, all orders place by 
Buyer must be in accordance with minimum 
pack quantities or multiples of those 
quantities as notified by Ingredion from time 
to time. A service fee (at the prevailing rate 
set by Ingredion) will be charged for all 
orders of Goods not meeting the minimum 
quantities. 
 
3.2. Notwithstanding clause 3.1, Goods 
placed on backorder will be delivered by 
Ingredion, when available, at the Buyer’s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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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rms of Payment 
 
4.1. All the payment for the Goods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of date of sending 
out of invoice (date of invoice),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with Ingredion. 
 
4.2. Ingredion may suspend or cancel all 
pending or future deliverables under this 
Agreement or any other agreement with the 
Buyer if: 
 
(a) Payment is overdue; 
(b) The Buyer goes into liquidation, 

receivership, bankruptcy or enters 
into any form of composition with 
creditors); until Ingredion receives or 
is satisfied that it will receive full 
payment for the Goods; 

(c) The Buyer commits a material breach 
of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hich is incapable of 
remedy; or 

(d) Ingredion acknowledges that the 
Buyer has no intention or ability to 
perform its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4.3 Ingredion may charge Buyer interest 
on any overdue invoices. Interest will be 
charged on the outstanding amount at the 
rate of 2 percent above the rate charged by 
Ingredion’s nominated bank per annum 
calculated from the due date until full 
payment is made. 
 
4.4 Buyer must pay the costs of any 
storage or redelivery of Goods not taken on 
delivery. 
 
5. Delays 
 
Any date for delivery given by Ingredion is 
only an estimate and time for delivery by 
Ingredion is not of the essence. Ingredion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as 
a result of late delivery. Buyer must accept 
and pay for the Goods even on late delivery. 
When Ingredion is unable to deliver the 
Goods because of any circumstances which 
are not the responsibility of Ingredion or 
beyond its contro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rce Majeure of clause 15), if the event 
in question continues for a period in excess 
of 60 days, Buyer may give notice in writing 
to Ingred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6. Delivery and Risk 
 

6.1.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y 
Ingredion, delivery is at the Ingredion’s 
nominated store. All freight from Ingredion’s 
premises to the Buyer is at the Buyer’s 
expense. If Ingredion arranges the carriage 
of the goods for delivery to the Buyer, 
Ingredion will be deemed to contract as 
agent for the Buyer, and the Buyer will bear 
all risks with respect to the goods during 
carriage and will likewise be responsible for 
effecting any insurance of the goods during 
carriage. Ingredion may charge a reasonable 
handling fee for all orders delivered to the 
Buyer. The Buyer indemnifies Ingredion for 
the cost of all transport arranged by 
Ingredion on the Buyer’s behalf. 
 
6.2. Buyer must furnish complete shipping 
instructions for each delivery of Goods in 
sufficient time to enable Ingredion to perform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gredion is not obligated to make shipment 
in absence thereof. In the absence of such 
information, the destination routing of 
shipments and any other shipping 
instructions will be at Ingredion’s option 
where, pursuant to clause 6.1, Ingredion 
arranges delivery as agent of the Buyer.  
 
6.3. Risk of damage to, or loss of, the 
Goods passes immediately on the earlier of 
delivery to the Buyer or into the Buyer’s 
custody, including its carrier or forwarder at 
time of delivery. 
 
6.4.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on 
delivery and notify Ingredion of any defect 
which is reasonably apparent at the point of 
delivery. Where Buyer discovers a defect 
which is not reasonably apparent, Buyer 
must stop using the Goods immediately and 
notify Ingredion within 7 days. 
 
6.5. Buyer must provide all necessary 
assistance to allow Ingredion to investigate 
such defects. Buyer must in all cases 
perform quality control checks on all Goods 
and if requested provide Ingredion with a 
copy of the quality control report. 
 
6.6. If the Buyer fails to notify a claim in 
accordance with clause 6.4 then,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e Goods ar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by the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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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Buyer must pay for the Goods or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6.7. The Buyer agrees that the Goods are 
acquired for the purposes of resale or using 
them up for transforming them in the 
manufacture of another product. 
 
6.8. In the event of Buyer’s rejection of 
any Goods, the Buyer’s exclusive and sole 
remedy (other than a possible claim for 
indemnification) shall be limited to 
replacement of non-conforming Goods with 
conforming Goods within a reasonable time. 
 
7. Non-Delivery & Quantity Discrepancy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law, 
Ingredion accepts no liability for short-
delivery of Goods unless written notification 
of such short-delivery is received within 
seven (7) days after receipt of Ingredion’s 
invoice for those non-delivered Goods. 
Ingredion’s liability for non-delivery is limited 
to replacement of Goods within a reasonable 
time. If the quantity of Goods delivered is 
more than the amount ordered, Buyer must 
immediately inform Ingredion in writing and 
Ingredion may charge Buyer for the excess 
or recover the excess from Buyer. 
 
8. Title 
 
8.1. Until Ingredion receives payment in 
full for the Goods and all other sums which 
are or which become due to Ingredion from 
Buyer on any account: 
 
(a) Title to and ownership of the Goods 
remains with Ingredion and until 
title/ownership passes, Buyer holds the 
Goods on Ingredion’s behalf and the Goods 
must be stored separately, insured for their 
full reinstatement value and returned on 
request; 
 
(b)  Ingredion may at any time terminate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Goods without 
notice to Buyer and may retake possession 
of any Goods in Buyer’s possession; 
 
(c) The Buyer may sell the goods, in the 
ordinary course of its business, but only as 
fiduciary agent of Ingredion. The Buyer must 
not represent to any third party that the Buyer 
is acting in any capacity for or on behalf of 

Ingredion and the Buyer has no authority to 
bind Ingredion to any contract or otherwise 
assume any liability for or on behalf of 
Ingredion. The Buyer receives all proceeds 
(including any proceeds from insurance 
claims) in trust for Ingredion and must keep 
the proceeds in a separate bank account 
until all liability to Ingredion is discharged; 
and 
 
(d) Title in any Goods worked on by the 
Buyer continues to belong to Ingredion 
unless they are irretrievably incorporated with 
other goods or materials.  
 
8.2 Where for any reason it is not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any Goods 
are Goods in respect of which Ingredion 
retain title, the Buyer shall be deemed to 
have sold all Goods of the kind sold by 
Ingredion to the Buyer in the order which 
were invoiced to Buyer.  
 
9. Warranties 
 
Ingredion warrants that it has the right to 
convey good title to the Goods, free of any 
lien or encumbrance. Ingredion further 
warrants, as of the date of delivery to Buyer, 
that the Goods will comply with the mutually 
agreed upon specifications for the Goods.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gredion makes no other 
warranties regarding the Good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n the event that any Goods do not 
meet any of the foregoing warranties, the 
Buyer’s exclusive and sole remedy will be 
limited to replacement of non-conforming 
Goods with conforming Goods. 
 
10. Limitation of Liability 
 
10.1.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is 
Agreement excludes all other conditions, 
guarantees, warranties, liabilities or 
representations in relation to the Goods.  
Where legislation implies in this Agreement, 
any condition, guarantee or warranty that 
cannot be excluded or modifie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e liability of Ingredion for a 
breach of any such condition, guarantee or 
warranty is limited at the Ingredion’s option to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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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the case of goods: 

(i) replacement of the goods or the 

supply of equivalent goods; 

(ii) payment of the cost of replacing 
the goods or of acquiring 
equivalent goods; or 

(b) In the case of providing advice, 
recommendations, information or other 
services supplied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by supplying the 
appropriate advice, recommendation, 
information or services again. 

 

10.2. Subject to clause 10.1, Ingredion is 
not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of any kind 
whatsoever and howsoever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upply of the Good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punitive or 
special damages, or any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s of profit, loss of revenue, loss 
of contract, loss of goodwill or increased cost 
of working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upply of the Goods, even if due to 
the negligence of Ingredion or any of its 
employees or agents. 
 
10.3.  All clai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laims for alleged shortage or claims that the 
Goods do not meet the warranty specified 
above, will be deemed waived unless made 
in writing and received by Ingredion within 
seven (7) days after Buyer learns of the 
alleged defect or Buyer should, in the 
exercise of good manufacturing standards 
and inspection procedures, have learned of 
the alleged defect, but in no event later than 
three (3) months after the date of shipment of 
Goods to Buyer. 
 
11. Return of Goods 
 
11.1. Subject to clause 7, Goods may not 
be returne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Ingredion. Buyer may only return Goods to 
Ingredion due to non-compliance with the 
Goods specifications a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y return of Goods will be made 
and/or accepted at the sole discretion of 
Ingredion. 
 
11.2. Buyer must notify Ingredion in writing 
within seven (7) days of delivery if it requests 
approval to return any Goods, providing full 

reasons for the return.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all approved returns must 
be made to Ingredion’s warehouse within one 
(1) month of date of their delivery to the 
Buyer and all returned Goods must be 
accompanied by an itemized credit claim 
signed by an officer of the Buyer stating the 
reason for the return. Any transportation 
charges and re-stocking fees must be paid 
by Buyer. 
 
11.3. The following Goods will not be 
accepted for return to Ingredion:- 
 
(a) Goods which are not dated; 
(b) dated Goods which are within one (1) 

month of expiry date; 
(c) Goods with broken seals or in opened 

or used containers or packages; 
(d) Goods returned by other than the 

original Buyer; and 
(e) Goods expressly sold on a non-return 

basis. 
 
12. Portable Tanks 

 
12.1 Where applicable, portable tanks or 
other like containers in which Goods are 
delivered remain the property of Ingredion or 
its representatives and must be returned to 
Ingredion or its representatives at Buyer’s 
expense in good and clean condition at 
Ingredion’s nominated return location.  
 
12.2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with Ingredion, Buyer will be responsible for 
and pay any rental cost for such portable 
tanks or other like containers used for 
delivery of Goods from the date of delivery 
until their return in good and clean condition. 
The Buyer indemnifies Ingredion or its 
representatives, as the case may be, for any 
rental cost and for the full cost of replacing 
the portable tanks or other like containers 
where they are damaged, destroyed or lost 
prior to their return to Ingredion’s nominated 
return location. 
 
13. Release and Indemnity 
 
The Buyer indemnifies and holds harmless 
Ingredion and Ingredion’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gents and assign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claims, liabilities, actions, 
losses, damag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reasonable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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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s, which may directly arise from or relate 
to any breach by the Buyer of any 
representation, warranty, obligation or 
undertaking made by it under this 
Agreement.  
 
14. Confidentiality 

 
Each party will keep confidential all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all 
information supplied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price(s) of the Goods) and will not disclose 
such terms and conditions to any third party, 
except its legal advisers or as may be 
required by court order, competent 
governmental agency, or in connection with a 
financial review of its business operations by 
its auditors.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will 
survive any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15. Intellectual Property 
 
Ingredion will retain ownership, copyright and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lation to all 
formulations and specifications prepared by it 
for or on behalf of the Buyer, despite any 
payment made in accordance with these 
terms and conditions. Ingredion is not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performance or 
suitability for purpose of any formulation, 
specification, information or instruction 
provided by the Buyer. The Buyer is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any 
formulation, specification, information or 
instruction provided for use by Ingredion. 
Where Ingredion has followed any 
formulation, specification, information or 
instruction furnished by or on behalf of the 
Buyer, the Buyer indemnifies and will keep 
Ingredion indemnified against all claims, 
damages, losses, penalties, costs and 
expenses to which Ingredion may become 
liable by reason of using or following the 
formulation, specification, information or 
instruction, including any infringement of any 
patent, registered design, trademark, 
copyright or any other right of a third party, 
including moral rights. 
 
16. Force Majeure 
 
Except for payment obligations, neither party 
hereto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failure of or delay in performance hereof 

when such failure or delay is caused by 
conditions beyond such party’s contro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ar, strike, 
labour dispute, fire, flood, tornado, hurricane, 
government intervention, embargo, shortage 
of raw materials, breakdown, shortage or 
non-availability or failure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or equipment, or any Act of God, act 
of terrorism or any other condition not 
occasioned by such party’s negligence. The 
party asserting force majeure shall, in each 
instance, give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knowledge 
thereof. If either party declares force majeure 
hereunder,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a period of sixty (60) days 
from said declaration. After the expiration of 
sixty (60) days, the party not claiming force 
majeure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to the party claiming force 
majeure. 
 
17. Anticorruption Law Compliance 
 
17.1 The Buyer agrees and covenants that 
it will conduct its business related to this 
Agreement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including all applicable anticorruption-
related laws, rules and regulations. Buyer 
agrees and covenants that neither it nor any 
of its employees, officers, directors, owners, 
affiliates, business partners or agents will 
offer, pay, promise to pay, or authorize the 
payment of any money or giving of anything 
of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a third 
party, to any Government Official, 
representative of a commercial entity, or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f any of the 
foregoing in order to influence any act, 
decision or failure to act by a Government 
Official or representative of a commercial 
entity in his or her official capacity; to induce 
a Government Official or representative of a 
commercial entity to do or omit to do 
something in violation of that person’s lawful 
duties or to cause such person to use their 
influence to affect or influence an act or 
decision of the Government or commercial 
entity; or to secure any improper advantage 
for the Buyer or Ingredion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under this Agreement. 
 
(a) “Government Official” means an 
employee or official of any Government or 
Government entity, as defined below, and 
any candidate for public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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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overnment” or “Government Entity” 
means any agency, instrumentality, 
subdivision or other body of any central, 
regional, or municipal government, any 
commercial or similar entities that the 
Government controls or owns, including any 
stated-owned and state-operated companies 
or enterprises,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or 
the World Bank, and any political party. 
 
17.2 Ingredion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or any other 
business dealing with the Buyer immediately 
on written notice if the Buyer fails to perform 
it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he Buyer shall have no claim 
against Ingredion for compensation of any 
loss of whatever nature by virtue of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To the extent (an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 for any such compensation to 
be paid to the Buyer upon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Buyer hereby expressly 
agrees to waive (to the extent possible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repay 
Ingredion any such compensation.  
 
18. Policies and Code of Conduct 
 
18.1 The Buyer will comply with 
Ingredion’s Code of Conduct as it applies to 
the Buyer’s dealings with Ingredion 
employees, meaning that the Buyer will not 
engage in activities that would result in an 
Ingredion employee breaching the provisions 
of Ingredion’s Code of Conduct.  
 

18.2 The Buyer will also comply with any 
other policies created by Ingredion, including 
revisions to the foregoing policies and such 
other policies, of which Ingredion provides 
reasonable notice to the Buyer (so long as 
Ingredion requires compliance with such 
policies of Ingredion’s other consultants, 
suppliers or vendors who provide similar 
services. 
 
19.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together with any other 
purchase order(s), invoice(s), sales 
contract(s) issued from Ingredion to the 
Buyer shall together constitute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hall 
supersede all other written or oral 
agreements (including any antecedent deal 
memo or term sheet) and representations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hereto. 
This Agreement may not be amended, 
modified or altered in any manner, unless 
such amendment, modification, or alteration 
is in writing and is signed b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20.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20.1.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 The parties hereby unconditionally 
and irrevocably submi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spect of any matter or dispute 
arising under or in connection herewith. 

 

 



1 

인그리디언 코리아 주식회사 – 표준판매약관 

 

본 표준약관(이하 ‘본 계약’)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수인이 

인그리디언으로부터 구매하는 제품에 관한 

모든 주문에 적용되며 기타 계약조건들에 

우선한다.  만일 매수인의 주문 조건이 본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또는 매수인의 지시에 따른 제품의 인도는 

인그리디언이 매수인에게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품 판매를 청약하는 것으로 

보며 매수인은 제품을 수령함으로써 상기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의 

제품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인그리디언의 제품사양에 맞추어 제조되며,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판매된 것을 

의미한다. 

 

인그리디언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다음의 

조건들이 적용되며 내림차순으로 우선한다. 

 

(a) 인그리디언과 매수인이 체결하고 

합의한 계약의 세부조항 

(b) 본 계약, 또는 

(c) 기타 문서 

 

1. 주문 

 

1.1 매수인은 제품에 대한 수량, 

배송희망일, 배송정보를 명시한 

매수주문서 1부 이상을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인그리디언은 모든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그리디언이 

승낙하지 않은 주문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1.2 제품에 대한 각 주문은 매수인과의 

개별적인 계약에 해당한다. 매수주문서, 

청구서나 당사자들이 교환한 기타 

문서의 조항은 본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당 조건에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 브로셔나 기타 자료에 포함된 

설명이나 사양은 일반적인 정보로서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1.4 주문의 승낙은 제품의 인도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만일 제품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예정된 인도일까지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인그리디언은 제품의 

인도가 가능해질 때까지 제품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주문이 

확정되면 인그리디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주문이 취소되거나 

인도가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가격 

 

2.1 인그리디언이 서면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제품의 가격은 인도일 또는 

인도가 간주되는 일자에 인그리디언이 

정한 시가로 한다. 

 

2.2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제품 가격에는 

선적, 하역, 취급, 세금, 배송 및 

보험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지 않으며 매수인은 반드시 

이러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2.3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품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인은 제품 가격 이외에, 본 

계약이나 제품 판매 계약에 따른 

인그리디언의 공급에 대해서 

인그리디언 또는 매수인이 지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그리디언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매수인은 다른 금액을 공제하거나 

상계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인그리디언이 

매수인의 대금 분할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1차 대금을 지급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2.4 제세공과금의 추가 또는 인상이 

발생하거나 제품의 생산, 판매, 운송 

또는 제품에 사용되는 자재의 조달과 

관련해서 인그리디언의 비용이 

중대하게 인상된 경우, 인그리디언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에서 명시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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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주문량 

 

3.1 제3.2조 또는 그 밖에 달리 

인그리디언이 합의한 바에 따라서, 

매수인의 모든 주문은 

최소포장수량(minimum pack quantities) 

또는 인그리디언에 의해 통지된 바에 

따른 최소포장수량의 일정 배수에 

해당하는 물량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소수량 요건을 총족하지 않는 모든 

주문에 대해서는 (인그리디언이 정한 

시장 요율에 따라) 서비스료가 

부과된다. 

 

3.2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이월 주문된 

제품은 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에 

인그레디언이 매수인의 비용으로 

인도하기로 한다.  

 

4. 지급 조건 

 

4.1 인그리디언과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품과 관련된 모든 지급은 

청구서를 발송한 날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완료되어야 한다. 

 

4.2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인그리디언은 본 

계약, 매수인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라 계류 중이거나 향후에 인도할 

물품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 대금지급 연체 

(b) 매수인이 청산, 법정관리, 파산 등 

절차에 들어가거나, 채권단과의 

화의절차가 개시된 경우로서, 

인그리디언이 제품에 대한 대금 

전액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게 될 

것으로 납득될 때까지 

(c) 매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 위반사항이 

치유될 수 없는 경우, 또는 

(d) 매수인인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할 의도나 능력이 없다고 

인그리디언 측에서 인정한 경우 

 

4.3 인그리디언은 연체된 청구서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는 인그리디언의 지정 은행의 

이율에 2퍼센트를 더한 연이율을 

미지급금에 적용하여 만기일부터 

전액이 지급될 때까지 계산하여 

청구한다. 

 

4.4 매수인은 인도 시에 수령되지 않은 

제품의 보관이나 재인도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5. 지연 

 

인그리디언이 제시한 인도일은 단지 예정 

일에 불과하며, 반드시 엄수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인도 지연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인그리디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제품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그리디언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인그리디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제15조의 불가항력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그리디언이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이 60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매수인은 인그리디언에게 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서면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6. 인도 및 위험 

 

6.1 인그리디언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품의 인도는 인그리디언이 

지정한 매장에서 이루어진다.  

인그리디언의 부지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모든 화물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인그리디언이 매수인에 대한 인도 

목적으로 물품의 배송을 처리한 경우, 

인그리디언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매수인은 배송 중에 물품과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위험을 감수할 뿐 아니라 

배송 중의 물품에 대한 모든 보험에 

가입할 책임이 있다.  인그리디언은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모든 주문에 

대해서 합당한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수인을 대리하여 

인그리디언이 처리한 모든 배송비에 

대하여 인그리디언을 면책하기로 한다. 

 

6.2 매수인은 인그리디언이 본건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각각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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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관한 완전한 선적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선적 

지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인그리디언은 배송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은 선적 지침이 

제공되지 않고 제6.1조에 따라 

인그리디언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인도를 처리하는 경우 배송 목적지 

여정 및 여타의 모든 배송 정보는 

인그리디언의 선택에 따르기로 한다. 

 

6.3 제품의 피해나 손실에 대한 위험은 

제품이 항공업자 또는 운송업자를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인도되거나 

매수인의 관리 하에 귀속되는 것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즉시 이전된다. 

 

6.4 매수인은 인도 시 제품을 확인하고 

인도 시점의 상당하고 명백한 하자를 

인그리디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상당하고 명백하지 않은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7일 이내에 

인그리디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5 매수인은 인그리디언이 상기 하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매수인은 언제나 

반드시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보고서 사본을 

인그리디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6 매수인이 제6.4조에 따라 하자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수인은 제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7 매수인은 제품을 재판매 목적 또는 

다른 제품 제조 과정에서 변형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동의한다. 

 

6.8 매수인이 제품을 거절하는 경우, 

매수인의 (배상 청구 이외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7. 인도 불이행 및 수량 불일치 

 

제품의 수량 부족에 대한 서면통지가, 

인도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인그리디언의 

청구서 수령 이후 칠(7) 일 이내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인그리디언은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인도 제품의 

수량 부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인그리디언의 인도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합리적인 기한 이내에 제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제품 수량이 

주문량을 초과하여 인도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즉시 

인그리디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인그리디언은 초과수량에 대한 대금을 

매수인에게 청구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초과수량을 회수할 수 있다. 

 

8.   소유권 

 

8.1 인그리디언이 제품 대금 및 기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타 

다른 금액을 전액 수령할 때까지, 

 

(a)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인그리디언에게 

있으며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매수인은 인그리디언을 대리하여 

제품을 보관하며 반드시 제품은 별도 

보관되고, 완전한 복원가액의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요청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며, 

 

(b) 인그리디언은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제품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소유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으며, 

 

(c) 매수인의 통상적인 사업 활동에 의한 

제품의 판매는 오로지 인그리디언의 

수탁대리인의 자격으로만 허용된다.  

매수인은 제3자에게 매수인이 

인그리디언의 지위에서 또는 

인그리디언을 대리하여 행동한다고 

진술해서는 안 되며, 매수인은 

인그리디언을 계약에 구속시키거나, 

인그리디언을 대리하여 책임을 인수할 

권한이 없다.  매수인은 인그리디언을 

위해 (보험청구금 수익 등) 모든 



4 

수익을 수령하며, 인그리디언에 대한 

모든 책임이 면제될 때까지 반드시 

해당 수익금을 별도의 은행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d) 제품이 다른 물품 또는 자재에 

부합되지 않는 한, 매수인이 가공한 

모든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해서 

인그리디언에게 귀속된다. 

 

8.2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인그리디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인그리디언이 주문상으로 매수인에게 

판매한 유형으로서 매수인에게 청구된 

제품 전량을 매수인이 판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9. 보증 

 

인그리디언은 여하한 유치권 및 제한물권 

없이 제품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또한 

인그리디언은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제품이 상호 합의한 제품 사양을 

준수한다는 점을 보증한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그리디언은 특정 목적의 매매나 적합성에 

대한 보증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다른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품이 상기 보증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계약조건을 준수하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10. 책임의 제한 

 

10.1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계약은 제품과 관련된 모든 여타의 

조건, 보증, 책임, 진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서 법령에 의해 

임의로 배제 또는 수정될 수 없는 

조건 및 보증이 성립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그와 같은 

조건 및 보증사항 위반에 대한 

인그리디언의 책임은 인그리디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사항 중 1개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a) 물품의 경우 

 

(i) 물품 교환 및 그에 상응하는 

물품의 공급 

(ii) 물품 교체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 

조달에 대한 비용 지급 

 

(b) 제품과 관련된 자문, 권고, 정보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문, 권고, 정보,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기로 함 

 

10.2 제10.1조에 따라, 제품의 공급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실이익, 

일실수입, 계약기회의 상실, 

일실영업권이나 운용 비용 증가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특별 손해배상 등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제품 공급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유형의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인그리디언 또는 인그리디언의 직원, 

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그리디언은 여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0.3 수량 부족에 관한 주장 또는 제품이 

상기 보증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포함한 모든 주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매수인이 해당 

결함 주장을 인지한 날 또는 우수 

제조 기준 및 검사 절차의 시행에 

따라 해당 결함을 인지할 수 있었던 

날 (제품이 매수인에게 배송된 

날로부터 삼(3) 개월 이내로 함)로부터 

칠(7) 일 이내에 인그리디언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11. 제품의 반환 

 

11.1 제7조에 따라 제품은 인그리디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반환될 

수 없다.  매수인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제품 사양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인그리디언에게 제품을 

반환할 수 있다.  제품의 반환은 

인그리디언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진행되고 그리고/또는 수용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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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매수인이 제품 반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인도 후 

칠(7) 일 이내로 인그리디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승인이 이루어진 

모든 반환은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짜로부터 일(1) 개월 이내에 

인그리디언의 창고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반환 제품에 매수인의 임원이 

서명하고 반환 사유를 명시하고 

항목별로 분류된 반환신청서(credit 

claim)가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배송비와 재입고 비용은 반드시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11.3 다음과 같은 제품은 인그리디언으로의 

반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a)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제품 

(b)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일(1) 개월 이내인 제품 

(c) 밀봉된 부분이 훼손되거나, 용기나 

포장이 개봉되거나 사용된 제품 

(d) 본래 매수인 이외의 자가 반환하는 

제품 

(e) 명시적으로 반환 불가 조건으로 

판매된 제품 

 

12. 휴대용 탱크 

 

12.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 인도 시 

사용되는 휴대용 탱크나 이와 유사한 

컨테이너는 인그리디언 또는 그 

대리인의 재산이며, 양호하고 청결한 

상태로 인그리디언이 지정한 반환 

장소에서 인그리디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12.2 인그리디언과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제품 인도를 위해 

사용한 상기 휴대용 탱크나 이와 

유사한 컨테이너를 인도일로부터 

양호하고 청결한 상태로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대여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경우에 

따라 대여료뿐 아니라, 휴대용 탱크나 

이와 유사한 컨테이너가 인그리디언이 

지정한 반환 장소로 반환되기 이전에 

손상, 파괴, 분실될 경우에 발생하는 

교체 비용 전액에 대해서 인그리디언 

또는 인그리디언의 대리인을 

면책하기로 한다. 

 

13. 면제 및 면책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모든 

진술, 보증, 의무, 약정을 매수인이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 책임, 소송, 손실, 

손해배상, 합당한 법률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용 등으로부터 

인그리디언과 인그리디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양수인을 면책하고 방어하기로 한다. 

 

14.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조건 및 본 계약과 

관련해서 제공한 모든 정보(제품 가격(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비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상기 조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이를 법률 고문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이나 관할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감사의 

사업운영 재정검토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조의 규정은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15. 지적재산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지급내역에 

상관없이 인그리디언은 직접 또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모든 공식과 사양과 

관련된 소유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보유한다.  인그리디언은 매수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식, 사양, 정보, 설명의 목적에 대한 

정확성, 이행성, 지속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수인은 인그리디언에게 

제공한 모든 공식, 사양, 정보, 설명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매수인이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제공한 모든 공식, 사양, 

정보, 설명을 인그리디언이 준수할 경우 

제3자의 특허, 의장등록, 상표, 저작권이나 

또는 저작인격권 등 기타 권리의 침해 등 

상기 공식, 사양, 정보, 설명을 사용하거나 

준수한 이유로 인그리디언이 책임져야 하는 

모든 주장, 손해배상, 손실, 벌금, 비용에 

대해서 매수인은 인그리디언을 면책시키고, 



6 

지속적으로 면책되도록 한다. 

 

16. 불가항력 

 

지급의무를 제외하고, 전쟁, 파업, 노동쟁의, 

화재, 홍수, 토네이도, 허리케인, 정부개입, 

통상금지, 원자재 부족, 교통시설이나 

교통장비의 고장∙부족∙이용불가∙정지, 

천재지변, 테러행위나 당사자의 과실로 

초래되지 않은 기타 상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 계약이 불이행되거나 

이행이 지연된 경우,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각의 경우에,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불가항력을 

선언한 경우 본 계약은 선언 이후로 육십(60) 

일의 기간 동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육십(60) 일 기간이 만료한 이후 불가항력을 

주장하지 않은 당사자는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7. 부패방지법의 준수 

 

17.1 매수인은 부패방지와 연관된 모든 

법령, 규칙, 규정 등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사업을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약정한다.  

매수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임직원, 

이사, 소유인, 계열사, 사업파트너나 

대리인이 (i) 정부 관리나 

상업기관(commercial entity) 대표자의 

공직자로서의 행위, 결정, 비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 (ii) 정부 

관리나 상업기관 대표자가 자신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도록, 또는 정부나 

상업기관의 행위나 결정에 정부 

관리나 상업기관 대표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유인하기 

위한 목적, (iii) 본 계약의 사업과 

관련해서 매수인이나 인그리디언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관리, 상업기관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적, 간접적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금전이나 귀중품을 

제안, 지급, 지급을 약속, 그러한 

지급이나 제공을 승인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고 약정한다. 

 

(a) “정부 관리”는 아래 정의한 정부나 

정부기관의 직원이나 공무원 및 공직 

후보자를 의미한다. 

 

(b) “정부” 또는 “정부기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정부 산하의 기관, 

대행기관, 부서, 기타 조직, 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회사나 

기업 등 정부가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상업기관이나 그의 유사기관, 또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 

또는 정당 등을 의미한다. 
 

17.2 매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인그리디언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 또는 

매수인과의 기타 거래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은 본 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손실에 대해서 인그리디언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법령에서 본 계약의 해지에 

따라 그러한 보상이 매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대한민국법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한 보상권을 포기하거나 

인그리디언에게 환급하기로 합의한다.    

 

18. 방침 및 행동강령 

 

18.1 인그리디언의 행동강령이 매수인과 

인그리디언 직원과의 사업거래에 

적용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이를 

준수하기로 하며, 이는 인그리디언 

직원의 인그리디언의 행동강령 규정 

위반행위에 매수인이 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8.2 또한 매수인은 인그리디언이 제정하는 

기타 방침과 인그리디언이 매수인에게 

적절히 통지한 상기 방침이나 기타 

방침의 개정안을 준수하기로 한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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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그리디언의 다른 컨설턴트, 공급인, 

판매인에게 상기 방침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19.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인그리디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모든 여타의 매수주문서(들), 

청구서(들), 판매계약(들)과 함께 본 계약의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체결한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 이전에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 서면으로 이루어진 합의(이전의 거래 

관련 메모나 주요 거래조건 등) 및 진술에 

우선한다.  본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자들의 수권대리인이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 개정, 변경될 수 없다. 

 

20. 준거법 및 관할법원 

 

20.1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20.2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안이나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