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E 법인 구매 지침
주문서의 당사자인 HPE 법인이 다음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구매 지침”)이 계약 및 해당 주문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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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국가에 대한 구매 지침에는 다음을 명시한다. (1)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HPE 법인의 법인명, (2) 해당 HPE 법인에 대한 HPE 회사 코드 식별자, (3)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지불 조건 및 통화, (4)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준거법 및 관할권 및 (5) 해당 HPE 법인의 통지 주소. 해당 관할권 내에서 HPE 상대방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예: 공공 부문1 등), 구매 지침은 그러한 HPE 상대방과의 트랜잭션 시 적용되는 수정된 지급 조건도 제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5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 중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당 기업을 지배하는 모든
기업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주체가 포함된다: (1) 정부 또는 모든 부서, 기관 또는 공공국제기구의 임원 또는 직원, 또는 그러한 정부 또는 모든 부서,
기관 또는 공공국제기구를 대리하거나 관련해 공식 자격으로 행동하는 사람, (2) 왕실의 구성원, (3) 공직 후보자, (4) 공무원의 직계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사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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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건 키
NT 30 / NT 45 / NT 60

요건
HPE 는 공급자가 송장을 발행한 날로부터 [삼십(30) / 사십오(45) / 육십(60)] 일 기간
내에 본 계약에 따라 유효한 송장의 대금 지급을 실시한다. 단, 공급자는 주문서상의
청구 일정 요건에 따라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대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문서에
이러한 조건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HPE 가 서면으로 승인한 기한에 대금 지불을
청구해야 한다. 신속 지급 할인은 HPE 가 적격 송장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계산한다.
지급이 있더라도 그 지급은 솔루션 수락으로 간주되거나 HPE 의 검사권을 저해하지
못한다. 솔루션이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HPE 가 판단할 때 수락이
이루어진다(“수락”). HPE 는 선택에 따라 공급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HPE 에
지급해야 할 크레딧, 환불금 또는 모든 유형의 클레임 액수를 공급자의 송장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XT 30 / XT 45 / XT 60

HPE 는 본 계약에 따라 유효한 송장을 수령한 날짜 또는 솔루션을 수령한 날짜 가운데
나중인 날짜를 기준으로 [삼십(30) / 사십오(45) / 육십(60)] 일 이후부터 지급을
실시한다. 신속 지급 할인은 HPE 가 적격 송장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계산한다. 지급이
있더라도 그 지급은 솔루션 수락으로 간주되거나 HPE 의 검사권을 저해하지 못한다.
솔루션이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HPE 가 판단할 때 수락이 이루어진다(“수락”).
HPE 는 선택에 따라 공급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HPE 에 지급해야 할 크레딧,
환불금 또는 모든 유형의 클레임 액수를 공급자의 송장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M 30 / EM 45 / EM 60

HPE 는 HPE 가 본 계약에 따라 유효한 송장을 수령한 달의 월말 또는 솔루션을 수령한
날짜 가운데 나중인 날짜를 기준으로 [삼십(30) / 사십오(45) / 육십(60)] 일 이후부터
지급을 실시한다. 신속 지급 할인은 HPE 가 적격 송장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계산한다.
지급이 있더라도 그 지급은 솔루션 수락으로 간주되거나 HPE 의 검사권을 저해하지
못한다. 솔루션이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HPE 가 판단할 때 수락이
이루어진다(“수락”). HPE 는 선택에 따라 공급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HPE 에
지급해야 할 크레딧, 환불금 또는 모든 유형의 클레임 액수를 공급자의 송장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OAP + 45

솔루션 구매와 관련해 HPE 에게 제공되는 모든 송장은 당월 15 일부터 차월 16 일까지
기간 동안 누적된다(“누적 기간”). HPE 는 누적 기간이 끝난 이후 사십오(45) 일에 가장
가까운 달의 첫 영업일에 누적 기간 동안 수집한 적격 송장에 대한 지급을 실시한다.
신속 지급 할인은 HPE 가 적격 송장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계산한다. 지급이 있더라도
그 지급은 솔루션 수락으로 간주되거나 HPE 의 검사권을 저해하지 못한다. 솔루션이

연인, 친한 친구, 동업자. 미국은 공립 및 사립 K-12 교육 기관과 모든 도서관을 “공공” 기관으로 간주한다. 국가별 정책에 따라, 공공 부문 수령인은 공공 부문 대표, 정부
공무원, 공공 부문 임원, 공공 부문 고객, 공공 부문 클라이언트 및 외국 공무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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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HPE 가 판단할 때 수락이 이루어진다(“수락”). HPE 는 선택에
따라 공급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HPE 에 지급해야 할 크레딧, 환불금 또는 모든
유형의 클레임 액수를 공급자의 송장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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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지급 조건: NT 45.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제 765 조에도 불구하고, 주문서상의 가격이 미국 달러화로 되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송장 날짜의 업무 종료
시점에 Banco de la Nación Argentina 에서 공표한 판매자 환율을 적용한 페소화 액수를 대체 지급 방법으로서 수락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의 법적 요건상 수표는 30 일의 기한으로 발행되어야 하지만, 30 일의 기간 이후 15 일의 여유 날짜를 위해 늦추어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수표 교환일
연기를 통한 지불 방식은 현재 IT 시스템 기능을 통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30 일 + 15 일’ 방법을 따르는 상황인 경우, 해당 IT 시스템 기능을 트리거하려면
관련 벤더 장부 및/또는 발주서에 대한 지급 조건을 ‘NT30’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안된 지급 조건 조항상의 문구는 NT45 로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급
기한은 최소 45 일이다.
통화: 아르헨티나 페소
HPE 법인
Hewlett-Packard
Argentina S.R.L.

HPE 회사 코드
AR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아르헨티나

Avenida del Libertador 7208, Ciudad Autonoma de Buenos Aires, Buenos
Aires, Buenos Aires, B, 1429, AR

관할권: 부에노스아이레스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Avenida del Libertador 7208, 10th Floor
Buenos Aires 1429, AR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아르헨티나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AR0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보험. 다음 유형의 보험은 주문서에 적용되지 않는다: (i) 자동차 책임보험, (ii) 근로자 재해보상 또는 사회보장제도 및 고용주 책임보험, 및 (iii) 전문가
책임보험(오류 및 누락).

2.

개인 정보. 양 당사자는 아르헨티나 법률 제 23.526 호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과 아르헨티나 외부로의 개인 데이터 전송 시 적용되는 모든
아르헨티나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국외 전송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수신국은 아르헨티나 규정 및 개인데이터보호국에서 요구하는 아르헨티나
보안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3.

현지 인지세. 양 당사자가 합의한 현지 문서로 인해 인지세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러한 세액을 균등하게 분할하고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
호주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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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호주 달러
HPE 법인
Hewlett-Packard
Australia Pty Limited

HPE 회사 코드
AU00
AU7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빅토리아 주
관할권: 빅토리아 주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410 Concord Road
Rhodes, NSW 2138
Australia
Attn: Legal Department

오스트리아
지급 조건: EOAP + 45
통화: 유로
HPE 법인
Hewlett-Packard
Gesellschaft mbH

HPE 회사 코드
AT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오스트리아
관할권: 비엔나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Wienerbergstrasse 41
1120 Vienna, Austria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오스트리아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AT0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세금. 모든 송장은 오스트리아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보험. 공급자는 모든 직원이 법정 또는 개인 업무상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보증한다.

3.

책임의 제한.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제한 사항은 오로지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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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지급 조건: XT 60
통화: 유로
HPE 법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 Belgium
BV/SRL

HPE 회사 코드
BE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벨기에 법률
관할권: 브뤼셀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Hermeslaan 1A
Machelen, 1831
Belgium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벨기에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BE00, BE03 및 BE2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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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브라질 헤알
HPE 법인
Hewlett-Packard Brasil
Ltda.

HPE 회사 코드
BR10
BR20
BR4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브라질 법률

Alameda Rio Negro 750, Barueri, São Paulo, SP, 06454-000, BR

관할권: Foro Central da Comarca da Capital,
Estado de São Paulo

Rodovia SP 340-Km 118.5 Campinas, São Paulo, SP, 13076-970, BR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Alameda Rio Negro, 750, 2º andar, Barueri,
São Paulo, SP, 06454-000
Brazil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브라질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BR00, BR10, BR20 및 BR4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세금. 가격에는 HPE 에 공급되는 서비스 및/또는 솔루션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세금 및 기여금이 포함된다.

2.

아동 노동. 해당 법률에 따라, 공급자는 아동 노동 또는 십대 및/또는 청소년 노동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주문서가
즉시 취소된다.

3.

오더. 주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모든 브라질 국내 운송 시 HPE 는 운송료를 지불하고 공급자 지역 내에서의 손실 위험을 수락한다(이하 “원산지
본선인도조건”).

4.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5.

사회보장 의무. 본 문서에 명시된 조건은 법률 제 9.711/98 호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a. 법률 제 9.711/98 호 및 표준 규정 IN / SRP 제 03/2005 호에 의거한 HPE 의 사회보장 의무와 관련해, 사회보장 기여금에 대한 지불은 HPE 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공급자가 발행 및 전달한 송장 또는 영수증의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HPE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b. 지급의 조건인 동시에 위반 시 지급을 보류한다는 전제 하에, 공급자는 제공된 서비스 관련 송장과 서비스 제공에 관여한 모든 직원의 급여
명세와 함께 다음 기여금 증명서들의 인증 사본을 매월 HPE 에 제공해야 한다. FGTS 부채 및 사회보장금 증명서 전달을 요청할 수 있는 HPE 의
권리를 침해함 없이, 직원 근속 기간 보장 기금(FGTS), FGTS 징수 및 사회보장금 정보(GFIP) 및 사회보장금 징수 지침(GRPS) 관련 증명서. 모든
사회보장 문서는 공급자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한 당월의 전월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송장과 함께 (e)항에 언급된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송장이 공급자에게 반환되고 해당 지급건은 보류된다.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송장과 함께 (e)항에 언급된 문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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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않으면 송장이 공급자에게 반환되고 해당 지급건은 보류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송장 액수의 11%가 원천징수된 경우, 공급자는 사회보장금
징수 지침(GFIP 및 GRPS) 관련 증명서 사본 제출이 면제된다.
시행 중인 법률(법률 제 8212/91 호 개정령 제 3048/99 호 및 INSS 표준 규정 제 3/2005 호)에 따라, HPE 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러한 보관의
대상이 될 때마다 사회보장 서비스에 납부할 금액으로서 송장 총액의 십일 퍼센트(11%)를 보관한다.
(e)항에 의거해 원천징수된 금액은 해당 문서 발행일의 다음 달 2 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반면, 모든 송장이나 영수증은 HPE 가 보관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매월 20 일 이전에 발행해 HPE 의 미지급 조직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문서의 발행 및 전달 시 공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i) 송장 또는 영수증이 발행될 때 송장 또는 서비스 영수증 총액의
십일 퍼센트(11%)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액수를 ‘사회보장금 납부용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기재하고, (ii)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을 약어,
두문자어 또는 외국어 단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불가리아

지급 조건: XT 60
통화: 불가리아 레프
HPE 법인
Hewlett-Packard Global
Delivery Bulgaria Center
EOOD

HPE 회사 코드
BG01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불가리아 법률

258 Okolovrasten pat Str.,

관할권: 불가리아 내 HPE 소재지의 관할
법원

region Mladost, Sofia, 1766, Bulgaria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1766 Sofia
Region Mladost
258 Okolovrasten pat Str.
Bulgaria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불가리아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BG00 및 BG1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세금. 가격에는 모든 세금 및 관세가 포함된다(현지 VAT 는 제외).

2.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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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캐나다 달러
HPE 법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 Canada Co.

HPE 회사 코드
CA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온타리오 주
관할권: 토론토 시의 온타리오 고등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5150 Spectrum Way, Suite 400
Mississauga, Ontario, L4W 5G2
Canada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캐나다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CA0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영어 사용. 양 당사자는 모든 통지를 비롯한 계약 및 주문서와 이와 관련된 기타 모든 문서가 영어로만 작성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확인한다. Les
parties aux présentes confirment leur volonté que cette convention, de même que tous les documents, y compris tout avis, qui s’y rattachent, soient rédigés en langue
anglaise.
칠레

지급 조건: NT 30
통화: 칠레 페소
HPE 법인
Hewlett-Packard Chile
Comercial Limitada

HPE 회사 코드
CL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칠레 공화국

Mariano Sanchez Fontecilla 310, Piso 12, Las Condes, Santiago Región,
Metropolitana RM 7550296 CL

관할권: 칠레 공화국의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Mariano Sanchez Fontecilla 310, Piso 12
Las Condes, Santiago, CP 6763-250
Chile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칠레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CL0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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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TPT1]: Note to client: Same meaning
sentence in French left as is, since it may be for bilingual
purpose.

1.

분쟁 해결. 계약 또는 기타 주문서의 적용, 해석, 조건, 유효성 또는 체결과 관련해 또는 기타 사유로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이나 분쟁은
중재신청 당시 시점의 산티아고 중재 및 조정 센터의 중재절차 규칙에 의거한 중재에 의해 해결된다. 양 당사자는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A.G.(Santiago
Chamber of Commerce, “SCC”)에 특별하고 취소할 수 없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어느 한 당사자의 서면 요청 시 산티아고 중재 및 조정 센터의 중재단
구성원 중에서 중재인을 임명해 해당 분쟁 사안과 관련한 법률에 입각한 중재인 자격으로 활동하며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으로 해당 절차에 임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중재인에게는 본인의 권한 및/또는 관할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HPE 는 독자적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일반 법원에 사전 사법적 조치를 요청하고 계약에 근거한 의무의 이행 또는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한다. 또한, 이 중재 조항은 HPE 와 관련한 대부 또는 기타 채무를 문서화한 약속 어음, 송장 또는 공급자가 약속하거나 수락한 기타 크레딧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보험. 다음 유형의 보험은 주문서에 적용되지 않는다: (i) 자동차 책임보험, (ii) 근로자 재해보상 또는 사회보장제도 및 고용주 책임보험, 및 (iii) 전문가
책임보험(오류 및 누락).

3.

면책. 공급자는 주문서의 실행 또는 미실행 도중 주문서상의, 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서비스 수행에서 파생되어 상업적 규정/소비자 충성도 규정 등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으로 이어지게 된 공급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서 HPE 에 부과되거나 그 밖에 HPE 가 노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벌금, 보상, 지출부담 및 기타 부담으로부터 HPE 를 면책하고 HPE 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일반 조항. 양 당사자는 모든 법적 효력을 위해 주소지를 산티아고 시 및 지방자치체로 고정하는 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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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인민폐
HPE 법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 (China) Co.
Ltd.

Shanghai HewlettPackard Co. Ltd.

HPE 회사 코드
CN00

CN4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중화인민공화국

2021 년 10 월까지

관할권: 베이징 법원

Finance & Accounting China FO, HPE China,
4/F of building C2, No 32, Shuma North Road, Dalian Software Park, Dalian, Liaoning
Province, 116023, China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3-C01, 3-D01, Block 1, No. 8,
Guangshun South Avenue,
Beijing, 100102, China
Attn: Legal Department of HPE
China
Attn: Legal Department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중화인민공화국

2021 년 10 월까지

관할권: 베이징 법원

Finance & Accounting China FO, HPE China,
4/F of building C2, No 32, Shuma North Road, Dalian Software Park, Dalian, Liaoning
Province, 116023, China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No. 799 Naxian Road, 4/F of
building 1
Pilot Free Trade Zone, Shanghai,
201210 China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중국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CN00, CNB6 및 CN4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오더.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공급자는 중국 내 모든 국내 배송에 대해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i) 솔루션 제공에 대한 HPE 의 수락 시점과
(ii) 솔루션에 대한 HPE 의 지불 시점 가운데 더 늦은 시점까지 관련 손실 및 손해의 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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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콜롬비아 페소.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금액은 송장 발행일 시점의 TRM 환율에 따라 페소화로 지급됨.
HPE 법인
Hewlett Packard
Colombia Ltda.

HPE 회사 코드
CO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콜롬비아

Carrera 7 No 99-53 Torre B Pisos 11, Edificio Corbanca Bogota
Cundinamarca CUN 110221 CO

관할권: 콜롬비아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Carrera 7, Numero 99-53
Tore B, Piso 11
Bogota, Colombia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콜롬비아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CO0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보험. 다음 유형의 보험은 주문서에 적용되지 않는다: (i) 자동차 책임보험, (ii) 근로자 재해보상 또는 사회보장제도 및 고용주 책임보험, 및 (iii) 전문가
책임보험(오류 및 누락).

2.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코스타리카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콜론
HPE 법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sta Rica,
Limitada

HPE 회사 코드
CR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코스타리카

American Free Zone, Calle La Rusia, Belen Heredia Heredia H 400803 CR

관할권: 산호세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Calle 7 Avenida 7 y 9
Edificio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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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o Amon, San Jose, Costa Rica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코스타리카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CR00 및 CR01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보험. 다음 유형의 보험은 주문서에 적용되지 않는다: (i) 자동차 책임보험, (ii) 근로자 재해보상 또는 사회보장제도 및 고용주 책임보험, 및 (iii) 전문가
책임보험(오류 및 누락).

2.

일반 조항. 양 당사자는 모든 법적 효력을 위해 주소지를 산호세 시 및 지방자치체로 고정하는 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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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공화국
지급 조건: XT 30
통화: 체코 코루나
HPE 법인
Hewlett-Packard s.r.o.

HPE 회사 코드
CZ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체코공화국
관할권: 체코공화국 내 HPE 소재지의
관할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Za Brumlovkou 5/1559
Michle, Prague 4, 140 00
Czech Republic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체코공화국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CZ0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덴마크

지급 조건: NT 30
통화: 덴마크 크로네
HPE 법인
Hewlett-Packard ApS

HPE 회사 코드
DK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덴마크
관할권: 덴마크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8 Engholm Parkvej
Allerod, 3450
Denmark
Attn: Leg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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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덴마크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DK0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책임의 제한. 계약 또는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i) 해당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거나 야기된 사망 또는 부상, (ii) 사기 또는 사기성 허위진술, 또는 (iii)
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기타 모든 책임과 관련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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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미국 달러
HPE 법인
Hewlett-Packard Ecuador
Cia. Ltda.

HPE 회사 코드
EC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에콰도르

Torre Boreal, Av. 12 de Octubre y Colon, Suite 1101 and 1102 Quito
Pichincha P 170523 EC

관할권: 에콰도르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Torre Boreal, Av. 12 de Octubre y Colon,
Suite 1101 and 1102 Quito Pichincha P
170523 EC
Attn: Legal Department

이집트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이집트 파운드
HPE 법인
Hewlett-Packard Egypt
Ltd

HPE 회사 코드
EG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이집트 아랍 공화국

Smart Village, Kilometer 28 Cairo-Alexandria Desert Road, Building No B2
401 Cairo Al Qāhirah C 12577 EG

관할권: 기자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Smart Village KM 28
Cairo/Alexandria desert road
Building 2401 – 5th Floor
Giza, Egypt
Attn: Leg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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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지급 조건: NT 30
통화: 유로
HPE 법인
Hewlett-Packard OY

HPE 회사 코드
FI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핀란드
관할권: 핀란드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Keilaniementie 1 Espoo, 02150
Finland
Attn: Legal Department

프랑스
민간부문 공급자

공공부문 공급자

지급 조건: NT 60

지급 조건: NT 60

통화: 미국 달러

통화: 유로

HPE 법인
Hewlett-Packard Centre
de Competences, France
SAS

HPE 회사 코드
FR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프랑스
관할권: 파리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4 Rue Paul Lafargue Puteaux, 92800
France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Packard France
SAS

FR40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프랑스
관할권: 파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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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4 Rue Paul Lafargue Puteaux, 92800
France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프랑스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FR00, FR40 및 FR49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책임의 제한. 계약 또는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i) 사망 또는 부상, (ii) 사기 또는 사기성 허위진술, 또는 (iii) 중과실과 관련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2.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독일

지급 조건: XT 30
통화: 유로
HPE 법인
Hewlett-Packard GmbH

HPE 회사 코드
DE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독일
관할권: 슈투트가르트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Herrenberger Strasse 140
Boeblingen, 71034
Germany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독일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DE00, DE04, DE50, DE60 및 DEMD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책임의 제한. 계약 또는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위법 사례와 관련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2.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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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건: EM 60
통화: 유로
HPE 법인
Hewlett-Packard Hellas
E.P.E.

HPE 회사 코드
GR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그리스

1-3 Tzavella Str, 152 31 Halandri Athens Attikí A1 152 31 GR

관할권: 아테네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1-3 Tzavella srt.
Chalandri, 152 31
Greece
Attn: Legal Department

홍콩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홍콩 달러
HPE 법인
Hewlett-Packard HK
SAR Limited

HPE 회사 코드
HK98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관할권: 홍콩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18th Floor, Cityplaza One
1111 King’s Road
Taikoo Shing, Hong Kong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홍콩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HK00 및 HK98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오더.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공급자는 홍콩 내 모든 국내 배송에 대해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i) 솔루션 제공에 대한 HPE 의 수락 시점과
(ii) 솔루션에 대한 HPE 의 지불 시점 가운데 더 늦은 시점까지 관련 손실 및 손해의 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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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지급 조건: XT 60
통화: 헝가리 포린트
HPE 법인
Hewlett-Packard
Information Technology
Ltd./Hewlett-Packard
Informatikai Korlátolt
Felelősségű Társasá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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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회사 코드
HU3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헝가리
관할권: 헝가리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Alkotás u. 55-61.
1123 Budapest, Hungary

인도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단, 공급자가 2006 년 중소기업 육성법(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MSMED Act) 적용 대상이라는
인증을 HPE 에 제공하는 경우, NT 45 가 적용된다.
통화: 인도 루피
HPE 법인
Hewlett-Packard (India)
Software Operation
Private Limited

Global e-Business
Operations Private
Limited

Hewlett Packard
Enterprise India Privat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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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회사 코드
IN20

IN30

IN97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Hewlett-Packard (India) Software Ops Private Limited
Scanning Room, 2nd Floor Kalyani Platina
Phase-II Building, Survey No. 1 6 & 24 of Kundhalahalli Village
K R Puram Hobli Whitefield
Bangalore 560066
INDIA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인도 법률

Hewlett-Packard Global E:Business Operations Pvt Ltd.
Scanning Room, 2nd Floor Kalyani Platina
Phase-II Building, Survey No. 1 6 & 24 of Kundhalahalli Village
K R Puram Hobli Whitefield
Bangalore 560066
INDIA

준거법: 인도 법률

Hewlett Packard Enterprise India Private Limited
Scanning Room, 2nd Floor Kalyani Platina
Phase-II Building, Survey No. 1 6 & 24 of Kundhalahalli Village
K R Puram Hobli Whitefield
Bangalore 560066
INDIA

준거법: 인도 법률

관할권: 인도 방갈로르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Hewlett-Packard (India) Software Operation
Private Limited
STSD Campus Sy.No.192, Whitefield Road,
Mahadevapura Post
Bangalore 560048
India
Attn: Legal Department

관할권: 인도 방갈로르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Global e-Business Operations Private
Limited
1st floor, Hewlett Packard
Enterprise, SY No.192, Whitefield Road,
Mahadevapura Post, Bangalore,
Karnataka – 560048, India
Attn: Legal Department

관할권: 인도 방갈로르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Hewlett Packard Enterprise India Private
Limited
24, Salarpuria Arena, Adugodi, Hosur Main
Road
Bangalore 560030
India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 Packard
Enterprise Globalsoft
Private Limited

IN99

Hewlett Packard Enterprise Globalsoft Private Limited
Scanning Room, 2nd Floor Kalyani Platina
Phase-II Building, Survey No. 1 6 & 24 of Kundhalahalli Village
K R Puram Hobli Whitefield
Bangalore 560066
INDIA

준거법: 인도 법률
관할권: 인도 방갈로르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Hewlett Packard Enterprise Globalsoft
Private Limited
1st Floor Wing A, EC2 Campus, Sy. No.
39(P) HP Avenue, Electronic City, Phase II,
Hosur Road
Bangalore 560100
India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인도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IN20, IN30, IN97 and IN99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분쟁 해결. 주문서와 관련해 당사자 상호간의 논의로 해결하거나 각 당사자 내의 적절한 층위에 회부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은 중재에 회부한다. 양 당사자는 단일 중재인에 대해 합의하거나, 각 당사자마다 한 명의 중재인을 지명한 다음 지명된 두 명의
중재인이 이어서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한다. 중재는 영어로 진행되며, 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중재 장소는 방갈로르로 한다. 중재는
1996 년 중재 및 조정법(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에 따라 진행된다. 중재인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는 이에 구속된다. 단, HPE 는 자사의 지적
재산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으로부터 언제든 형평법상, 금지명령 또는 유사한 구제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문서의 해석 또는 실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인도의 일반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2.

법적 문서. 공급자는 공급자가 상기 계약을 이행하고 완료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적용될 수 있는 노동 및 산업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1970 년 계약노동(규제 및 폐지)법(Contract Labour & Abolition Act), 1952 년 근로자준비기금 및 기타 조항법(Employees Provident Funds & Miscellaneous
Provisions, EPF Act), 1948 년 근로자국가보험법(Employees State Insurance, ESI Act), 1948 년 최저임금법(Minimum Wages Act), 1965 년
상여금지급법(Payment of Bonus Act), 1936 년 임금지급법(Payment of Wages Act)에 대한 준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퇴직금 및 직원 복리후생 제공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노동법에 따라 규제 당국에 법정 기여금을 송금할 책임이 있다. 공급자는 HPE 의
요청 시 그러한 지급 사실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가 여하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HPE 는 원청 고용주로서 해당 노동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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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그러한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한 다음 해당 비용을 공급자에게 청구한다. 공급자 측의 그러한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의 면책
조항에 의거해 다루어지며, 법적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카테고리
송금 영수증

명세 문서
ESI 송금 납부증명서
EPF 송금 납부증명서
전문가 세금 납부증명서(해당 시)

주기
매월
매월
매월

해당 법률/규칙
ESI 법
EPF 법
직업, 무역 및 고용
관련 세금

등록증

출근/급여 등록(해당하는 T/R/ 양식)

매월

임금지급법

보고서/양식

ESI 제 5 호 양식 반기 보고서
보너스 연간 보고서 양식 D
노동복지기금 보고서 - 양식 D

연 2 회 - 5 월 및 11 월
연 1 회 – 1 월 또는 2 월
연 1 회 – 1 월 또는 2 월

ESI 법
상여금지급법
노동복지기금법(Labour Welfare Fund
Act)

자진 신고

ESI 및 PF 관련 송금의 증거로서 제출된 연 1 회 – 발주서 생성 또는 갱신 시 ESI 및 PF 법
납부증명서(challan)가 HPE…(법인
이름)에 배치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자진 신고
인도네시아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HPE 법인
PT Hewlett Packard
Enterprise Indonesia

HPE 회사 코드
ID99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Floor 10 (HQ), Prudential Centre, Kota Kasablanka, Jl. Casablanca Raya
Kav. 88, Jakarta Selatan Jakarta Jakarta Raya JK 12870 ID

관할권: 추가 조건의 “분쟁 해결”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Gedung Perkantoran Prudential Center
Kota Kasablanka Lt. 10 Unit A-H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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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ablanka Kav.88, Menteng Dalam, Tebet,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Indonesia
Attn: Legal Department
PT Hewlett-Packard
Berca Servisindo (50%
합작투자)

ID00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Floor 9 & 10 (HQ), Prudential Centre, Kota Kasablanka, Jl. Casablanca Raya
Kav. 88, Jakarta Selatan Jakarta Jakarta Raya JK 12870 ID

관할권: 추가 조건의 “분쟁 해결”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Gedung Perkantoran Prudential Center
Kota Kasablanka Lt. 10 Unit A-D Jl.
Casablanka Kav.88, Menteng Dalam, Tebet,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Indonesia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ID00 및 ID99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분쟁 해결. 계약 또는 주문서의 해석 또는 실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아 국가중재위원회(Indonesia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에 당시 유효한 BANI 의 중재 규칙(“BANI 규칙”)에 따라 회부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항소권 없이 구속하며,
사실의 판단과 법적 결론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아일랜드
민간부문 공급자

공공부문 공급자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지급 조건: XT 30

통화: 유로

통화: 유로

HPE 법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 Ireland Ltd.

HPE 회사 코드
IE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아일랜드
관할권: 아일랜드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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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fey Park Technology Campus
Barnhall Road, Leixlip
Co. Kildare, Ireland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Packard CDS
Ireland Limited

IE06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아일랜드
관할권: 아일랜드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63-74, Sir John Rogerson’s Quay
Dublin 2, Ireland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Packard Galway
Limited

IE13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아일랜드
관할권: 아일랜드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IE06 과 동일한 주소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아일랜드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IE00, IE06, IE07, IE13 및 IE98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책임의 제한. 계약 또는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i) 해당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거나 야기된 사망 또는 부상, (ii) 사기 또는 사기성 허위진술, 또는 (iii)
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기타 모든 책임과 관련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2.

분쟁 해결. 계약 또는 주문서에 의거한 사항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분쟁 사안은 HPE Ireland 측의 지정 경영진과 아일랜드
공급자 측의 지정 경영진에게 회부한다. 이러한 두 대표자가 합당한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안은 HPE Ireland 측
지정 직급과 아일랜드 공급자 측 지정 직급에게 회부된다. 이들 역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법적 구제책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는 위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는
대신 분쟁 사안과 관련해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공급자는 그러한 분쟁이 해결될 시점까지 계약 및 주문서의 조건에 따른 이행을 계속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스라엘

지급 조건: EM 45
통화: 이스라엘 신 셰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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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법인
Hewlett-Packard (Israel)
Ltd.

HPE 회사 코드
IL1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이스라엘

Accounting Department, 9 Dafna Street Ra’anana HaMerkaz M 43662 IL

관할권: 텔아비브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9 Daphna Street
Ra’anana, 4366223
Israel
Attn: Legal Department

Mercury Interactive
(Israel) Limited

IL40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이스라엘

Accounting Department, 9 Dafna Street Ra’anana HaMerkaz M 43662 IL

관할권: 텔아비브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IL10 과 동일한 주소

이탈리아
민간부문 공급자

공공부문 공급자

지급 조건: XT 60

지급 조건: XT 30

통화: 유로

통화: 유로

HPE 법인
Hewlett-Packard
Customer Delivery
Services Italia S.r.l.

HPE 회사 코드
IT1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이탈리아
관할권: 로마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Via Zoe Fontana
220 Edificio C
00131 Roma, Italy
Attn: Leg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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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wlett-Packard Italiana
S.r.l.

IT00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이탈리아
관할권: 밀라노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Via G. Di Vittorio 9
20063 Cernusco Sul Naviglio
Milano, Italy
Attn: Legal Department

일본
지급 조건: EM 30. 단, 트랜잭션이 시타우케법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배송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
통화: 일본 엔
HPE 법인
Hewlett-Packard Japan,
Ltd.

HPE 회사 코드
JP00
JP1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 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일본
관할권: 도쿄 지방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2-2-1 Ojima, Koto-ku, Tokyo, 136-8711
Japan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일본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JP00 및 JP1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임의 해지.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임의 해지”라는 제목의 조항에 추가된다. 책임 없이 편의를 위해 계약해지할 수 있는 HPE 의 권리는
하청법(Shitauke Act)이 적용되는 트랜잭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청법의 적용을 받는 트랜잭션인 경우, HPE 는 하청법이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
측의 해지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2.

취소 권리. 하청법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HPE 는 이에 해당하는 솔루션의 납품일 또는 서비스 수행 예정일 이전에 언제든지 공급자에게 통지해
주문서 항목을 요금이나 비용 부담 없이 연기, 감소, 증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HPE 는 계약 또는 주문서에 명시된 수락 기준에 따라 해당 통지의
발효일 이전에 이미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한다.

2021 년 5 월 개정판

3.

부패방지 법률.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부패방지 법률”이라는 제목의 조항에 추가된다. 공급자는 공급자와 자사 및 하도급업체 소속의 이사, 임원
및 직원들이 반사회적 세력(일명 “폭력단”, “폭력단 관련 기업”, 또는 “소우카이야”)이 아님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HPE 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통지 없이 HPE 와 공급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
b.
c.

공급자와 그 이사, 임원, 직원 또는 공급자의 지배적 지분를 보유한 자(이하 “구성원”이라 통칭)가 반사회적 세력이었거나 현재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공급자 또는 그 구성원이 반사회적 세력에 투자, 외상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의 하도급업체 또는 그 구성원이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함이 명백해짐에 따라 HPE 가 공급자와 해당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 해지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공급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HPE 가 전술한 조항에 따라 HPE 와 공급자 간의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HPE 는 공급자 측의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HPE 는 공급자를 상대로 얼마든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트랜잭션인 경우, 동 법률 제 13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 조건을
정한다. (1) 거래가 제 3 자 하도급업체에 의해 수행되어, “HPE 고객이 HPE 에 지급할 경우, HPE 는 HPE 고객으로부터 지급을 받은 직후 15 일 이내에
“중소기업”(해당 법률에 정의됨)에 지불해야 하고”, 또한 (2) 거래가 제 3 자 하도급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HPE 는 HPE 고객으로부터 지급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송장 날짜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급자에 지급한다.
통화: 대한민국 원
HPE 법인
한국휴렛팩커드(유)

HPE 회사 코드
KR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대한민국

(0733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31 SK 증권빌딩
14 층

관할권: 대한민국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0733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31 SK 증권빌딩 14 층
수신: 법무 부서

룩셈부르크
지급 조건: XT 60
통화: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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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법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 Luxembourg
S.C.A.

HPE 회사 코드
LU3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룩셈부르크
관할권: 룩셈부르크 시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75, Parc d’Activites Capellan, 8308,
Luxembourg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Packard PSF
Luxembourg SARL

LU01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룩셈부르크
관할권: 룩셈부르크 시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Vegacenter, 75, Parc d’Activites Capellan, L8308 Capellan, Luxembourg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룩셈부르크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LU01 및 LU3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말레이시아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말레이시아 링깃
HPE 법인
Hewlett-Packard (M)
Sdn. Bhd.

HPE 회사 코드
MY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말레이시아
관할권: 말레이시아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Level 23-25 Menara SUEZCAP 2, KL
Gateway, No. 2 Jalan Kerinchi, Ger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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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nchi Lestari, 59200 Kuala Lumpur,
Malaysia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Packard
Corporation (M) Sdn.
Bhd.

MY99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말레이시아
관할권: 말레이시아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MY00 과 동일한 주소

멕시코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멕시코 페소
HPE 법인
Hewlett-Packard Centro
de Servicios Globales, S.
de R. L de C.V.

HPE 회사 코드
MX85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멕시코

Prolongacion Reforma #700, Delegacion Alvaro Obregon Mexico City
Ciudad de México CMX 01210 MX

관할권: 멕시코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Prolongacion Paseo de la Reforma No 700,
Col Lomas de Santa Fe, Mexico D.F., 01210
Mexico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Packard Mexico,
S. de R.L. de C.V.

MX00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위의 HPE 회사 코드 MX85와 동일한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멕시코
관할권: 멕시코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MX85 와 동일한 주소

Hewlett-Packard
Servicios Profesionales,
S. de R.L. de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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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75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위의 HPE 회사 코드 MX85 와 동일한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멕시코
관할권: 멕시코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MX85 와 동일한 주소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멕시코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MX00, MX40, MX75 및 MX85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멕시코 노동법 준수. 공급자가 신규 또는 기존 제 3 자 노무제공자에 HPE 구내 또는 HPE 고객의 구내에 상주할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작업 명세서가
멕시코 노동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a.
b.

c.

노무제공자 역할의 직무는 전문화된 서비스라야 하며 멕시코 내 여하한 HPE 사업장의 다른 HPE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해서는 안
된다.
HPE 직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는 어떠한 종속적 관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고용주의 완전한 관리 및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HPE 직원은 멕시코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감독할 수 없다. HPE 관리자는 계약상 요구되는 결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현장
벤더 감독자를 통해서만 지시하고 SOW/SLA 를 활용해야 한다.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는 현장에서 직원을 관리해야 한다. 비정규직 관리자는 HPE 사이트 내 비 HPE 직원 대상에 대한 표준적 방문을
비롯해 정기적으로 직원을 방문할 권한이 있어야 하며, 현장 할당용 큐브 또는 작업 영역을 갖추어야 한다.

위 사항 외에도, HPE Mexico 에 아웃소싱 형태의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자는 직원 급여의 100%를 사회보장 연구소(“IMSS”)에 보고하는 개별
노무계획(기존 급여 계획)만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연방 노동법과 IMSS 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HPE Mexico 에서는 수수료, 커미션,
협동조합, 시민협회 파트너 등과 같은 다른 모든 유형의 지급 방식이나 둘 이상의 고용주 법인이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로코
지급 조건: NT 30
통화: 모로코 디르함
HPE 법인
Hewlett-Packard SARL

HPE 회사 코드
MA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모로코

CasaNearshore Park, 1100 Bld Al Qods, Shore 14 - 3e Etage Casablanca
CAS 20610 MA

관할권: 모로코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Casanearshore Park, 1100 Boulevard Al
Qods, Shore 14, 3eme etage, 20 610 Sidi
Maarouf – Casablanca, Morocco
Attn: Leg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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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민간부문 공급자

공공부문 공급자

지급 조건: NT 60

지급 조건: NT 30

통화: 유로

통화: 유로

HPE 법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 B.V.

HPE 회사 코드
NLK6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네덜란드
관할권: 위트레흐트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Stroombaan 16
Amstelveen, 1181 VX
Netherlands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Packard
Nederland B.V.

NL00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네덜란드
관할권: 위트레흐트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NLK6 과 동일한 주소

Hewlett-Packard
International Trade B.V.

Hewlett-Packard The
Hague B.V.

CH60
MG00
ML0
MT10
AL10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NL96
PL03
UZ00
KR60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네덜란드
관할권: 위트레흐트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NLK6 과 동일한 주소
준거법: 네덜란드
관할권: 위트레흐트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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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HPE 회사 코드 NLK6 과 동일한 주소

뉴질랜드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뉴질랜드 달러
HPE 법인
Hewlett-Packard New
Zealand

HPE 회사 코드
NZ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뉴질랜드
관할권: 뉴질랜드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Level 4, 22 Viaduct Harbour Avenue,
Maritime Square
Auckland 1010 New Zealand
Attn: Legal Department

나이지리아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나이지리아 나이라
HPE 법인
Hewlett-Packard
(Nigeria) Ltd.

HPE 회사 코드
NG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나이지리아

5th Floor, Mulliner Building, 39 Afred Rewane Road, Ikoyi Lagos LA
101233 NG

관할권: 나이지리아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5th Floor, Mulliner Towers, 39 Alfred
Rewane Road, Ikoyi, Lagos, Nigeria
Attn: Legal Department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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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건: NT 30
통화: 노르웨이 크로네
HPE 법인
Hewlett-Packard Norge
AS

HPE 회사 코드
NO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노르웨이
관할권: 오슬로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Rolfsbuktveien 4 (P.O. Box 383, 1326
Lysaker), 1364 Fornebu, Norway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노르웨이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NO0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보험. 공급자는 공급자, 그 직원 또는 협력업체, 또는 이들을 위해 모든 종류의 직무에서 일하거나 행동하는 여하한 개인 또는 법인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본 계약상의 서비스 수행 업무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 재산 피해 및 결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1 등급
보험사가 제공하는 충분한 민사 및 전문 보험에 가입했음을 진술한다. 공급자는 계약 및 주문서의 전체 기간 동안 이러한 보험을 유지하고 HPE 에 관련
증거를 제공한다는 데 동의한다. 공급자는 HPE 의 1 차 요청 시 계약과 주문서 기간 및 그 갱신 기간 동안에 상기 위험을 보장하고 있는 보험증서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전술한 보험의 가입은 그러한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여하한 손해 또는 해당 보험상의 보장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노르웨이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2.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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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지급 조건: NT 30
통화: 미국 달러
HPE 법인
Hewlett-Packard Global
Services Panama, SA

HPE 회사 코드
PA1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Torre Forum, 48th Street and Aquilino de la Guardia Avenue,
Corregimiento de Bella Vista, Panama City, Panama

관할권: 파나마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Torre Forum, 48th Street and Aquilino de la
Guardia Avenue,
Corregimiento de Bella Vista, Panama City,
Panama
Attn: Legal Department

페루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신 솔
HPE 법인
Hewlett-Packard Peru
S.R.L.

HPE 회사 코드
PE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페루

Avenida Javier Prado, 476, Piso 18, Torre Orquídeas San Isidro Lima LIM
15046 PE

관할권: 리마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Javier Prado Este 476 Piso 18 Wework
Oficinas HPE, San Isidro, Lima, Peru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페루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PE0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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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필리핀 페소
HPE 법인
Hewlett-Packard HK
SAR Limited – Philippine
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HPE 회사 코드
PH01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필리핀

25F Twenty-Five Seven McKinley Building, 25th Street Corner 7th Avenue,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 National Capital Reg 00 1630 PH

관할권: 마카티 지방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37th Floor, Robinson’s Summit Center, 6783
Ayala Avenue, Makati City, Philippines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Packard
Philippines Corporation

PH00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필리핀

25F Twenty-Five Seven McKinley Building, 25th Street Corner 7th Avenue,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 National Capital Reg 00 1630 PH

관할권: 마카티 지방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PH01 과 동일한 주소

폴란드
민간부문 공급자

공공부문 공급자

지급 조건: NT 60

지급 조건: NT 30

통화: 폴란드 즐로티

통화: 폴란드 즐로티

HPE 법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 Polska Sp. z
o.o.

HPE 회사 코드
PL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폴란드

Szturmowa 2A, Warszawa Warsaw Mazowieckie MAZ 02-678 PL

관할권: 바르샤바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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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Business Center II, ul. Szturmowa
2A, 02-678
Warszawa, Poland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 Packard
Enterprise Global
Business Center Sp. z o.o.

PL01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폴란드

Piotra Skargi 1 Wroclaw Śląskie SL 50-082 PL

관할권: 바르샤바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Ul. Ks. Piotra Skargi 1, 50-082
Wroclaw, Poland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폴란드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PL00 및 PL01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포르투갈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유로
HPE 법인
Hewlett-Packard Portugal
Lda.

HPE 회사 코드
PT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포르투갈

Quinta da Fonte, Edificio D. Sancho I, Rua Dos Malhoes, Nº4 – 1º 2774-528
Paço de Arcos Portugal

관할권: 리스본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Quinta da Fonte, Rua dos Malhoes, Nº4,
Edificio D, Sancho I Distrito: Lisboa
Concelho: Oeiras Freguesia: Oeiras e S.
Juliao da Barra, Paco de Arcos e Caxias,
Paco de Arcos, 2774 528
Portugal
Attn: Leg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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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미국 달러
HPE 법인
Hewlett-Packard
Technology Center,
Inc.

HPE 회사 코드
PR1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푸에르토리코
관할권: 푸에르토리코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Highway 110 KM 28 Bldg 1
Aguadilla. Puerto Rico, 00603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 Packard
Enterprise CRL

PR11
PR85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푸에르토리코
관할권: 푸에르토리코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PR10 과 동일한 주소

Hewlett Packard Caribe
BV LLC - Puerto Rico
Branch

PR30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푸에르토리코
관할권: 푸에르토리코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PR10 과 동일한 주소

Hewlett-Packard Puerto
Rico B.V., LLC

PR50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푸에르토리코
관할권: 푸에르토리코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Torre Chardon, Suite 801 350 Chardon
Avenue, Corner TNTE Cesar Gonzalez, San
Juan, Puerto Rico 00918
Attn: Leg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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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wlett Packard
Enterprise Holdings CRL

PR89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푸에르토리코
관할권: 푸에르토리코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PR10 과 동일한 주소

카타르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카타르 리얄
HPE 법인
Hewlett Packard Qatar
LLC

HPE 회사 코드
QA05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카타르

Al Fardan Office Tower, 11th Floor, Al Funduq Street, Westbay, PO Box
31316, Doha, Qatar

관할권: 카타르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Al Fardan Office Tower, 11th Floor,
Al Funduq Street, Westbay, PO Box 31316
Doha, Qatar
Attn: Legal Department

루마니아
지급 조건: XT 60
통화: 루마니아 레우
HPE 법인
Global E-Business
Operations Centre S.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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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회사 코드
RO02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루마니아

5, Fabrica de Glucoza Street, Building F, Floor 11, 2nd District Bucharest
Ilfov IF 020331 RO

관할권: 루마니아 내 HPE 소재지의 관할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5 Fabrica de Glucoza street, Building F,
Floor 11, 2nd District
Bucharest, Romania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 Packard
Enterprise Romania SRL

RO01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루마니아

5, Fabrica de Glucoza Street, Building F, Floor 10, 2nd District Bucharest
Ilfov IF 020331 RO

관할권: 루마니아 내 HPE 소재지의 관할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RO02 와 동일한 주소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루마니아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RO01 및 RO02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세금. 가격에는 모든 세금 및 관세가 포함된다(현지 VAT 는 제외).

2.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러시아 연방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러시아 루블
HPE 법인
Limited Liability
Company Hewlett
Packard Enterprise

HPE 회사 코드
RU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러시아 연방

Leningradskoe shosse, 16A block 3 Moscow Moskovskaya oblast’ MOS
125171 RU

관할권: 러시아 연방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Leningradskoe House 16A, Building 3
Moscow, Russian Federation 125171
Attn: Legal Department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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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사우디 리얄
HPE 법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 Limited,
Saudi Arabian Branch

HPE 회사 코드
NL03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사우디아라비아

Ulaya, King Fahad Rd. Al Faisaliah Tower, 5th floor, PO Box 67280, Riyadh
11596, Saudia Arabia

관할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Ulaya, King Fahad Rd., Al-Faisaliah Tower,
5th floor, Riyadh 11596, Saudia Arabia

싱가포르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싱가포르 달러
HPE 법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 Singapore Pte.
Ltd.

HPE 회사 코드
SG1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싱가포르
관할권: 싱가포르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1 Depot Close #11-01
Singapore 109841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Packard
Singapore (Sales) Pte.
Ltd.

SG00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싱가포르
관할권: 싱가포르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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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address as HPE Company Code SG10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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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지급 조건: EOAP + 45
통화: 유로
HPE 법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 Slovakia, s.r.o

HPE 회사 코드
SK8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슬로바키아
관할권: 슬로바키아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Galvaniho 7
Bratislava - mestská časť Ružinov
821 04
Slovakia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슬로바키아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SK8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급 조건: EOAP + 65: 단, 공급자와 해당 트랜잭션에 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B-BBEE)이 적용되는 경우, HPE 는
공급자가 송장을 발행한 날 직후부터 본 계약에 따라 유효한 송장의 대금 지불을 실시한다. 단, 공급자는 주문서상의 청구 일정 요건에 따라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대금 지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문서에 이러한 조건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HPE 가 서면으로 승인한 기한에 대금 지불을 청구해야 한다.
통화: 남아프리카 공화국 란드
HPE 법인
Hewlett-Packard South
Africa (Proprietary)
Limited

HPE 회사 코드
ZA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할권: 요하네스버그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12 Autumn Street, Rivonia, 2128 Sandton,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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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n: Legal Department

스페인
민간부문 공급자

공공부문 공급자

지급 조건: XT 60

지급 조건: XT 30

통화: 유로

통화: 유로

HPE 법인
Hewlett-Packard
Customer Delivery
Services, S.L.

HPE 회사 코드
ES03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 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스페인
관할권: 마드리드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Calle Vicente Aleixadre, 1, Parque
Empresarial, Las Rozas de Madrid, Madrid,
Spain 28232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Packard
Servicios Espana S.L.

ES20
ES30

이 국가의 HPE 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스페인
관할권: 마드리드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ES03 과 동일한 주소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스페인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ES00, ES03, ES20 및 ES3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세금.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세금”이라는 제목의 조항에 추가된다.
a. HPE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스페인 소재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공급자는 HPE 의 요청 시 일반세법 제 58/2003 호(Ley 58/2003, de 17 de
diciembre, General Tributaria)의 제 43.1.f 조에 따른 스페인 세무 당국에 대한 현재 또는 추후에 수정이 이루어진 납세 의무를 당시 시점에서
최근까지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증서를 HPE 에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지급 기간은 위에 언급된 인증서의 원본을 HPE 가
수령하게 되는 날짜까지 보류된다. 명시된 지급 기간은 HPE 가 해당 원본 인증서를 수령한 날짜부터 재개된다. 공급자가 HPE 의 최초
요청일로부터 삼(3) 개월 동안 해당 인증서를 HPE 에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류 중인 송장이 있는 경우, HPE 는 지급 시 필요하다고 단독
재량으로 판단한 모든 증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HPE 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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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만약 (i) 공급자가 스페인 소재 법인 또는 개인이 아니고, (ii) 공급자의 소재국과 스페인 간에 이중과세 조약이 존재하며, (iii)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스페인 세법, 규칙 및 규정상 로열티로서 분류될 수 있는 기타 권리를 판매하게 되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이중과세
조약의 목적을 위해 공급자의 소재국에서 해당 세무당국이 발행했고 HPE 에서 제공한, 납세자 거주증명서 템플릿에 부합하는 납세자
거주증명서(Tax Residence Certificate) 원본을 송장 발행 시 또는 HPE 의 요청 시 HPE 에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에 명시된 지급 기간은 HPE 가
납세자 거주증명서 원본을 수령하게 되는 날짜까지 일시 중지된다. 명시된 지급 기간은 HPE 가 납세자 거주증명서 원본을 수령하게 되는
날짜부터 재개된다. 공급자가 HPE 의 최초 요청일로부터 삼(3) 개월 이내에 해당 이중과세 조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납세자 거주증명서를 HPE 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HPE 는 스페인 세법, 규칙 및 규정에 따른 해당 비율을 원천징수해 이를 스페인 세무 당국에 납부한 다음, 공급자 송장
총액의 나머지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공급자는 원천징수 및 스페인 세무 당국에 납부한 금액을 HPE 에 요청할 수
없다. 그러나 공급자의 서면 요청 시 HPE 는 원천징수 및 스페인 세무 당국에 납부한 내역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납세자 거주증명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상기 조항에 명시된 지급 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HPE 에게 서면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HPE 는 스페인 세법, 규칙 및 규정에 따른 해당 비율을 원천징수해 이를 스페인 세무 당국에 납부한 다음, 공급자
송장 총액의 나머지 금액을 언급된 지급 기간 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공급자는 원천징수 및 스페인 세무 당국에
납부한 금액을 HPE 에 요청할 수 없다. 공급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HPE 는 원천징수 및 스페인 세무 당국에 납부한 내역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2.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3.

환경, 보건 및 안전.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산업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해당 규정, 규칙 및 법률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한다.
구체적으로, 공급자는 산업 위험 예방(Prevention of Occupational Risk)에 관한 1995 년 11 월 8 일자 법률 제 31/1995 호, 예방 서비스(Prevention Services)에
관한 1997 년 1 월 17 일자 칙령 제 39/1997 호, 2004 년 1 월 30 일자 칙령 제 171/2004 호 및 이를 발전, 보완,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한다.

4.

사회보장 채무. 공급자는 스페인 사회보장 당국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보여주는 스페인 사회보장 당국이 발행한 원본 증명서를 서비스 개시 이전 및
HPE 의 요청 시 언제든지 HPE 에 제시해야 한다.

5.

개인 데이터. 공급자는 개인 데이터의 무단 사용, 유포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자체 적용 중인 것과 동일한
수준이면서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1999 년 12 월 13 일자 기본법 제 15/1999 호 시행을 위한 규제를
승인하는 2007 년 12 월 21 일자 칙령 제 1720/2007 호 (Real Decreto 1720/2007 de 21 de Diciembre de 2007)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개인 데이터 보호 목적의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실행한다. 공급자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1999 년 12 월 13 일자 기본법
제 15/1999 호(Ley Orgánica 15/1999, de 13 de Diciembre de 1999, de Protección de Datos de Carácter Personal)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국법을
홈페이지상의 현행 HPE 개인정보 처리방침(https://www.hpe.com/us/en/legal/privacy.html)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준수한다. 공급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급자의 담당 직원이 서명한 “개인 데이터 처리 모델에 대한 기밀유지, 청구포기 및 승인서” 원본 한 부를 계약 또는 주문서에 첨부해 HPE 에 전달한다.
스웨덴

지급 조건: N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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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스웨덴 크로나
HPE 법인
Hewlett-Packard Sverige
AB

HPE 회사 코드
SE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 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스웨덴
관할권: 스톡홀름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Slåttervägen 20
170 67 Solna, Sweden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스웨덴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SE0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보험.
a.

b.

2.

공급자는 공급자, 그 직원 또는 협력업체, 또는 이들을 위해 모든 종류의 직무에서 일하거나 행동하는 여하한 개인 또는 법인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본 계약상의 서비스 수행 업무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 재산 피해 및 결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1 등급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당 보장 금액이 최소 일백만(1,000,000) 유로에 해당하는 충분한 민사 및 전문 보험에 가입했음을 진술한다.
공급자는 계약 및 모든 주문서의 전체 기간 동안 이러한 보험을 유지하고 HPE 에 관련 증거를 제공한다는 데 동의한다. 공급자는 HPE 의 1 차
요청 시 계약과 모든 주문서 기간 및 그 갱신 기간 동안에 상기 위험을 보장하고 있는 보험증서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전술한 보험의 가입은
그러한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여하한 손해 또는 해당 보험상의 보장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스위스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스위스 프랑
HPE 법인
Hewlett-Packard
(Schweiz) GmbH

HPE 회사 코드
CH1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 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스위스
관할권: 취리히 또는 제네바의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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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e Winterhurerstrasse 99, 8304
Wallisellan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Packard
International Sarl

CH11

이 국가의 HPE 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스위스
관할권: 취리히 또는 제네바의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Route du Nant-d’Avril 150
1217 Meyrin, Switzerland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스위스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CH00, CH10, CH11 및 CH7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책임의 제한. 계약 또는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위법 사례 및/또는 중과실과 관련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2.

일시 중단. 이로써 “일시 중단”이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3.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로써 “약물 검사 및 신원 조회”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삭제된다.
대만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대만 신 달러
HPE 법인
Hewlett Packard Taiwan
Ltd.

HPE 회사 코드
TW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대만

10F-1, No. 66, Jingmao 2nd Rd, NanGang District, Taipei, Taiwan 11568

관할권: 대만 스린 지방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10F-1, No. 66, Jingmao 2nd Rd., Nangang
District, Taipei 115
Taiwan (Province of China)
Attn: Legal Department

2021 년 5 월 개정판

Hewlett Packard
Enterprise International
Pte. Ltd., Taiwan Branch

TW10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대만

10F-1, No. 66, Jingmao 2nd Rd, NanGang District,Taipei, Taiwan 11568

관할권: 대만 스린 지방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위의 HPE 회사 코드 TW00 과 동일한 주소

태국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태국 바트
HPE 법인
Hewlett-Packard
(Thailand) Ltd.

HPE 회사 코드
TH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태국

Mitrtown Office Tower, 15th floor, 944 Rama 4 Road, Wangmai, Pathumwan
Bangkok Krung Thep Maha Nakh 10 10330 TH

관할권: 방콕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15th Floor, Mitrtown Office Tower 944 Rama
4 Road Wangmai Sub-District Pathumwan
District, Bangkok, Thailand 10330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태국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TH0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하도급업체. HPE 는 계약 또는 주문서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할 직원과 관련한 승인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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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튀니지 디나르
HPE 법인
Hewlett-Packard Global
Delivery Tunisia Center
S.A.R.L.

HPE 회사 코드
TN0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튀니지

Immeuble Hewlett-Packard, Technopole Elgazala, 2088 Ariana, Tunisia

관할권: 튀니스 1 심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Immeuble Hewlett-Packard, Technopole
Elgazala, 2088 Ariana, Tunisia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튀니지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TN00 및 TN1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책임의 제한.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책임의 제한”이라는 제목의 조항에 추가된다. 계약 또는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i) 해당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거나 야기된 사망 또는 부상, (ii) 사기 또는 사기성 허위진술, 또는 (iii) 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기타 모든 책임과 관련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터키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단, 공급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XT 60 을 지불 조건으로 함.
통화: 터키 리라
HPE 법인
Hewlett-Packard
Teknoloji Cozumleri
Limited Sirketi

HPE 회사 코드
TR01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터키

Saray Mahallesi Dr.Adnan Buyukdeniz Caddesi No: 4 Umraniye Istanbul
İstanbul 34 34768 TR

관할권: 이스탄불 중앙법원 및 집행사무소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Saray Mahallesi Dr.Adnan Buyukdeniz
Caddesi No 4 Akkom Ofis Park 2. Blok Kat:
7-8, 34768 Umraniye
Istanbul,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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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터키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TR01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임의 해지. HPE 는 사유 없이는 주문서를 해지할 수 없다.

2.

인지세. 계약 또는 주문서와 관련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인지세는 공급자가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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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연방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HPE 법인
Hewlett-Packard
International Sarl, Abu
Dhabi Branch

HPE 회사 코드
AE1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아랍에미리트 연방

International Tower (by ADNEC), Capital Center Abu Dhabi Abu Dhabi AZ
00000 AE

관할권: 아랍에미리트 연방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Office #604, Al Ghaith Office Tower, P.O.
Box 45671 Hamdan Street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Attn: Legal Department

Hewlett-Packard Middle
East FZ-LLC

AE00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아랍에미리트 연방

Innovation Hub, Building # 1, Level 3, Dubai Internet City Dubai DU 17295
AE

관할권: 아랍에미리트 연방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Innovation Hub, Building # 1, Level 3, Dubai
Internet City, Dubai
United Arab Emirates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아랍에미리트 연방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AE00 및 AE10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책임의 제한.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책임의 제한”이라는 제목의 조항에 추가된다. 계약 또는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i) 해당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거나 야기된 사망 또는 부상, (ii) 사기 또는 사기성 허위진술, 또는 (iii) 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기타 모든 책임과 관련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2.

분쟁 해결. 계약 또는 주문서에 의거한 사항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분쟁 사안은 HPE United Arab Emirates 측의 지정
경영진과 아랍에미리트 연방 공급자 측의 지정 경영진에게 회부된다. 이러한 두 대표자가 합당한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안은 HPE United Arab Emirates 측 지정 직급과 아랍에미리트 연방 공급자 측 지정 직급에게 회부된다. 이들 역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법적 구제책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전술한 내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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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일방 당사자는 위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는 대신 분쟁 사안과 관련해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공급자는 그러한 분쟁이
해결될 시점까지 계약 및 주문서의 조건에 따른 이행을 계속한다는 데 동의한다.
영국
민간부문 공급자

공공부문 공급자

지급 조건: XT 60

지급 조건: NT 30

통화: 파운드 스털링

통화: 파운드 스털링

HPE 법인
Hewlett-Packard Limited

HPE 회사 코드
GB4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 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잉글랜드 및 웨일스
관할권: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Ground Floor 210 Wharfedale Road
Winnersh Triangle Berkshire RG41 5TP
United Kingdom
Attn: Legal Department

주문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HPE 법인이 영국에 있으며 구매 지침에 따라 HPE 회사 코드가 GB00, GB01, GB40 및 GB92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1.

책임의 제한. 계약 또는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i) 해당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거나 야기된 사망 또는 부상, (ii) 사기 또는 사기성 허위진술, 또는 (iii)
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기타 모든 책임과 관련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2.

분쟁 해결. 계약 또는 주문서에 의거한 사항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분쟁 사안은 HPE United Kingdom 측의 지정 경영진과
영국 공급자 측의 지정 경영진에게 회부된다. 이러한 두 대표자가 합당한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안은 HPE
United Kingdom 측 지정 직급과 영국 공급자 측 지정 직급에게 회부된다. 이들 역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법적 구제책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는 위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는 대신 분쟁 사안과 관련해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공급자는 그러한 분쟁이 해결될 시점까지 계약 및 주문서의 조건에 따른
이행을 계속한다는 데 동의한다.
미국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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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미국 달러
HPE 법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mpany

HPE 회사 코드
US96
US97
US98
US99
USE4
USZ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이 국가의 HPE 는 전자 송장을 허용한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뉴욕
관할권: 뉴욕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주문서에 명시된 대로 및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mpany
MS: 5569
8000 Foothills Blvd.
Roseville, CA 95747
Attn: Global Procurement, Contract Notice

베네수엘라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통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HPE 법인
Hewlett-Packard
Venezuela, C.C.A

HPE 회사 코드
VE2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베네수엘라

Ave. Francisco de Miranda, Centro Lido, Torre D-Piso 4, Oficina 41-D
Caracas Miranda MIR 1060 VE

관할권: 카라카스 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Avenida Francisco de Miranda, Torre
Hewlett-Packard, Piso 18, Los Palos
Grandes, Caracas, Venezuela 1062
Attn: Legal Department

베트남
지급 조건: 계약에 명시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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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베트남 동
HPE 법인
Hewlett-Packard Vietnam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y
Limited

HPE 회사 코드
VN10

송장 발행 연락처 및 지침
계속해서 종이 송장을 다음 주소로 보낸다.

준거법, 관할권, 재판지 및 통지
준거법: 베트남

29 Le Duan, District 1, Saigon Tower, Level 10 Ho Chi Minh City Ho Chi
Minh SG VN

관할권: 베트남 호치민 지방법원
통지 및 처리 서비스 주소:
29 Le Duan,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Attn: Leg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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