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UNTRY SUPPLEMENT – REPUBLIC OF KOREA 
TO BE READ IN CONJUNCTION WITH GLOBAL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국가별 보충조항(COUNTRY SUPPLEMENT)  – 대한민국 

전세계 구매조건과 연계하여 읽어야 한다. 

단, 오직 영문 원본만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하 국문 번역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This Country Supplement is to be read with the Johnson Controls’ Global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Global Terms”). Where the terms of the Country Supplement is not consistent with the Global 
Terms, the terms set out in this Country Supplement shall prevail and have priority above the Global 
Terms. Reference below expressed in numerals correlate to the Global Terms.  
 
본 “국가별 보충조항”은 Johnson Controls의 “전세계 구매조건”과 연계하여 읽어야 한다. “국가별 

보충조항”에 명시된 조건이 “전세계 구매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국가별 보충 조항에 명시된 조건이 

우선하며 “전세계 구매 조건” 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아래에 숫자로 된 인용사항들은 “전세계 구매 

조건”과 관련이 있다. 

 
1. Clause 18 to be amended as follows: 

 

1. 제 18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된다.  
 
18.1.1 Rating - Any and all companies providing insurance required by this contract must meet certain 
minimum financial security requirements. All insurance policies must be written by companies with a 
current A.M. Best’s rating (as set fort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Best’s Key Rating Guide, 
published by A.M. Best and Company) of A-V or better or equivalent of another Rating agency. 
 
18.1.1 등급 ‐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은 특정적인 일정한 최소 금융 

보안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모든 보험약관은 현재 A.M. Best사의 A ‐ V 등급 (A.M. Best Company가 

발표하는 Best’s Key Rating Guide[베스트 주요 등급평가 가이드]의 최신판에 명기된 바에 따름) 또는 

이에 상응하거나 초과하는 다른 평가기관 등급의 기업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18.1.5 Additional Insured’s - Buyer, the Owner and any other entities as may be reasonably requested 
shall be named as additional insured’s under the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and Public Liability with 
respect to work performed under the Order. 
 
18.1.5 추가 피보험자 ‐ 타당한 요청에 따라 구매자, 발주자 및 기타 독립체들은 주문서에 따라 

이행되는 작업과 관련하여 상업 일반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또는 

공공책임보험(Public Liability)에 추가 피보험자로 선정된다.  
 
18.2.1 Coverage Limits – Korea 
 
18.2.1 보장한도 – 대한민국 



Type of Insurance Minimum Limits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 , insurance for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arising from 
premises, operations, personal injury, products/ 
completed operations, and contractual liability 
covering the indemnity provision as set forth in 
the indemnification section 

USD $500,000 (or equivalent amount in other 
currency) per occurrence and general aggregate, 
product and completed operation aggregate, 
personal & advertising injury.  

* Alternatively, Public Liability and Products 
Liability is acceptable. 

• Care, Custody & Control coverage 
• Working Away From the Premises 
• Complete Operation Clause 

All three clauses above shall be included in the 
policy, Contractual Liability exclusion to be 
deleted 

USD $500,000 (or equivalent amount in other 
currency) per occurrence and general aggregate. 

Automobile Liability covering all autos with 
license for public road using in connection with 
the work performed (only if contractor provides 
logistics services) 

Statutory Limits 

Workers’ Compensation (not applicable, if 
contractor does not participate on-site work) 

Statutory Limits 

Professional Liability (only applicable if contractor 
provide professional services, e.g.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USD $500,000 (or equivalent amount in other 
currency) each claim 

 
보험 유형 최소 한도 

상업 일반배상책임보험*,  

면책 절에 명시된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부지, 작업, 

인신 상해, 제품/완성작업으로부터 발생한 신체 

상해 및 재산상 손해 및 계약적 책임에 대한 보험 

사건 당 USD $500,000 (또는 다른 화폐의 경우 

동등한 금액), 일반 총액, 제품 및 완성 작업 총액, 

개인 및 광고 침해(advertising injury) 

* 대안적으로, 공공책임보험 및 제조물책임보험은 

용인될 수 있다.  
 관관, 관관 관 관관관 관관 관관 
 부지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작업 

 전체 작업 관련 조항 

상기 3개의 조항들은 정책에 모두 포함되며 계약적 

책임 배제 조항은 삭제된다. 

사건 당 USD $500,000 (또는 상응하는 기타 화폐 

금액) 및 일반 보상한도액 

실행되는 작업과 관련하여 공공도로(public road) 

사용 라이선스(허가)를 보유한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책임보험(단, 도급업자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법정 한도 



산재보험(도급업자가 현장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음) 

법정 한도 

전문직배상책임(도급업자가 설계, 건설 관리 등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각 클레임 당 USD $500,000 (상응하는 기타 화폐 

금액) 

 
2. Clause 36. to be amended as follows: 

 
2. 제 36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된다.  

 
Governing Law; Jurisdiction – Regarding Clause 36 (Governing Law; Arbitration; Jurisdiction) of the 
Order, such clause is deemed to be deleted entirely and substituted as follow: 

 
준거법 및 관할권 – 주문서의 제36항(준거법, 중재 및 관할권)과 관련하여, 이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아래와 같이 대체된다.  
 

The Order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uyer and Seller (together “Parties”) hereunder shall be 
construed according to and be governed by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Parities agree th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to hear and determine any suit, action or proceedings, 
and to settle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Order or Supplies (together 
“Proceedings”) and, for such purposes, irrevocably submits to exclusive jurisdiction of such court.  
Each of Parties hereto irrevocably waives any objection which it might now or hereafter have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being nominated as the forum to hear, determine and settle any 
Proceedings, and agrees not to claim that any such court is not a convenient or appropriate forum. 
Both parties consent  generally in respect of any Proceedings to the giving of any relief or the issue of 
any process in connection with such Proceedings including (but without limitation) the making, 
enforcement or execution against any property whatsoever of any order or judgement which may be 
made or given in such Proceedings. 

 
주문서 및 본 계약에 따른 구매자 및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정된다. 당사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송(suit and action) 또는 절차를 심리(공판) 및 결정하고 

주문 또는 공급품로부터 또는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해소할 관할법원이며 위 목적을 

위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짐에 번복 불가 조건으로 동의한다. 각 당사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모든 

절차의 심리(공판), 결정 및 해결을 위한 장(forum)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현재 또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이의를 취소 불가 조건으로 포기하며 본 법원이 편리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장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양방 당사자들은 모든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그 절차에서 

내려진 모든 재산 등에 관한 일체의 명령 또는 판결의 집행 및 시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러한 소송절차와 관련된 일체의 구제나 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 Eend –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