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정보 윈여의주 구매계약서
이 계약은 ㈜한의정보의 윈여의주를 구매하기 위한 사용자(이하 "갑")와 ㈜한의정보(이하 "을")간의 계약서입니
다. 1.항의 구매제품종류를 기표하고 하단의 서명 난에 서명하면, 본 구매계약서 및 첨부한 사용계약서에 동의하였
음이 인정됩니다.
1. 구매제품 및 유지보수
"갑"은 "을"에게 아래 기표한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명시한 유지보수료 납부방법으로 유지보수비를 납부한다.
유지보수비는 1회분을 선납 함을 약정한다.
구매 제품 종류 ( □안에 "v"로 기표하여 주십시오.)
□ 윈여의주PG GOLD ＋ 유지보수비 1년분 선납 약정
( 제품구매, 1년분 유지보수비 , V.A.T 포함 : ￦682,000원 ＋ ￦198,000원) 합계 : ￦880,000
□ 윈여의주PG LITE ＋ 유지보수비 1년분 선납 약정
( 제품구매, 1년분 유지보수비 , V.A.T 포함 : ￦352,000원 ＋ ￦198,000원) 합계 : ￦550.000
2. 구매계약체결 및 통지
"갑"은 "을"에게 1.항에서 선정한 제품구매 비용과 유지보수비 납부방법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서명 날인한
본 구매계약서를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전송)을 통하여 “을”에게 전달하여 구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3. 유지보수비의 산정 및 납부방법
1) 유지보수비의 산정은 사용 개시 일의 익월 1일부터 산정 한다.
2) “갑” 은 최초 구입 때는 년 간 유지보수비를 제품구매 비용과 함께 지불하여야 한다.
3) “갑” 은 “을”이 청구한 유지보수비를 익년부터 매년 1회 납부 월에 납부함으로써 유지보수계약은 1년 간
연장됩니다.
4) “갑” 이 유지보수비의 납부를 이유 없이 3월 이상 지체할 경우 “을”은 사용자계약 5항에 준하여 계약이 종
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반품
"갑"이 이미 구매한 한의정보 윈여의주를 반품하려 할 때는 ㈜한의정보 프로그램 사용계약서 6.항의 설치 및
초기비용을 ￦50,000원으로 한다.
5. 기타
그 외의 사항은 첨부한 ㈜한의정보 프로그램 사용계약서와 일반 통례에 준한다.
201 년

갑 : 성명 :

(인)

월

일

을 : (주)한의정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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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 안내
※

계좌번호 농 협 100095 - 51 - 003863

예금주 : 한의정보

1. 송금시에는 한의원 명과 원장님 성함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고, 송금 후 한의정보로 전화주십시오.
2. 계약서와 같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