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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트럼프 – 레이저기술, 머신 툴, 일렉트로닉스 및 전자장비 및
자동화 시스템 판매 이용 약관

레이저기술, 공작기계 및 전자장비 및 자동화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및 제조물책임의 조건은
본 계약에 준거한다
하자담보책임
한국트럼프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서면으로 합의된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한국트럼프의
선택에 따라 무상으로 하자 있는 제품을 수리하도록 한다.
명확히 하면, 소모성 부품으로 인한 하자와 한국트럼프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발생한
하자는 본 계약상 하자로 보지 않으며 한국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계약상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트럼프는 본 계약에 따른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본 조에 명시된 책임 이외에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일실수익 등 특별손해, 결과손해, 간접손해를 포함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한국트럼프는 어떠한 경우에도 총 제품 공급대금을 초과하는 손해 또는 손실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트럼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책임 또는 배상청구를 발생시킨 해당 제품 또는 그
일부의 공급대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명확히 하면,
제품의 하자로부터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트럼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조물 책임
제조물책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배상책임(해당 시)의 한도를 제외하고,
한국트럼프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품된 제품의 하자로 인해 한국트럼프가 납품한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이외에 고객의 (경영활동에 사용된)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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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F KOREA – TERMS AND CONDITONS OF SALE FOR
LASER TECHNOLOGY, MACHINE TOO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AUTOMATION

This Agreement govern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warranty against defects and product liability
for Laser technology, machine too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automation.

Warranty against Defects
To the extent that any defect is found in products within the contractual agreed warranty period
from the date of receipt thereof on which delivery is deemed completed pursuant to Article 3,
Paragraph 4, TRUMPF Korea shall at its option, free of charge, repair such defective products.
For the avoidance of doubt, any defect in consumable parts and any defect that occurs without any
cause attributable to TRUMPF Korea shall not be deemed a defect under this Agreement, and
TRUMPF Korea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therefor.
Notwithstanding any other term of this Agreement, except for the liabilities specified in this Article,
TRUMPF Korea shall not be liable in connection with the supply of product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for special damages (whether or not foreseen or foreseeable by TRUMPF Korea) such as
the loss of revenue, incidental damages and consequential damages; and
In any case, under no circumstance shall TRUMPF Korea bear any liability with respect to damages
in excess of the purchase price allocable to the product or part thereof which gives rise to the liability
or the claim. (For avoidance of doubt, under no circumstance shall TRUMPF Korea bear any
liability unless for actual damages proven to be caused by a defect in the products.)

Product Liability
Under no circumstance shall TRUMPF Korea be held liable for any damage, due to any defect in
the products delivered, to any property of Customer whatsoever (used in its business operations
otherwise), other than damage to the relevant products delivered by TRUMPF Korea, except to the
extent of mandatory liability (if any) pursuan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or other applicable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