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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용장과 무역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 개관

신용장 개념잡기

1. 개념/정의

- 수입자가 신청, 수입자 거래은행이 발행,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지급각서

-수출자가서류를제시하면그와교환으로대금을지급할것이라는내용

2. 원칙/특성

- 독립성 : 신용장 개설 후 무역계약이 수정되어도 신용장은 수정되지 않음

- 추상성 : 물품을선적했더라도서류를누락/불일치가있으면지급하지않음

3. 수출자의 선택

- 개설은행으로 서류 송부, 신용장 금액 전부 회수 가능(금액이 많음)

- 수출자 거래은행에 제시 & 자금 조기 회수 가능(금액이 적어짐)



신용장결제방식 개관

신용장 개념잡기=서류거래

서류심사규칙 : UCP 600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ISBP 745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수입자의신청으로

수입자거래은행이발행하는

조건부(附)지급각서

제출할 서류 나열



신용장결제방식 개관

신용장거래의 원칙

1. 독립성원칙

2. 추상성원칙

3. 엄격일치원칙

Q) 무역계약 변경하면 신용장도 수정되나요 ?

A) 무역계약 내용 변경과 별개로 신용장 조건변경 절차 뒤따라야 ..

수출상 수입상

거래은행

개설은행

무역계약

신용장

서류 제시 & 선적 불이행 = 지급

서류 미제시 & 물품선적 = 지급거절

독립성

추상성



신용장결제방식 개관

사례 검토_1

Samsung America, Inc. v. Yugoslav-Korean Consulting & Trading Co. Inc.[1998](USA)

Yugoslav(수입자) 요청으로 Samsung(수출자) 앞으로 신용장 개설

1. 수출자 : 물품선적 후 개설은행에 선적서류 제시

2. 개설은행 : 선적서류상 하자를 근거로 지급거절

3. 수출자 : 수입자에게 무역계약상 물품대금 청구

4. 수입자 주장 : 

은행의 지급거절은 (수익자가) 불일치서류를 제시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임. 

따라서, 수출자는 자신(수입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

5. 법원의 판단은 ?



신용장결제방식 개관

사례 검토_2

DOCUMENTARY CREDIT

40E : Applicable Rules : UCP LETEST VERSION
31D : Date and Place of Expiry : Oct. 21, 201X Korea.

59 Beneficiary : Sung Jin Electronics Co. Ltd.

45A : Description of Goods 
1620 dozens of Readymade Woman Shirts
CIF Jeddah INCOTERMS 2010
Origin China

수출자 이름
: Sung Jun Electronics Co. Ltd.

GROSS WEIGHT PAYMENT TERM

123,456
CIF JEDDAH 

INCOTERMS 2010

QUANTITY DESCRIPTION TOTAL

1620 
dozens

Readymade
woman shirts

USD
700,000,00

COMMERCIAL INVOICE

Sung Jun Electronics Co, Ltd.
INVOICE NO : KYH 1234
DATE : Nov. 20, 201X

수출자 이름 불일치를 이유로 거절



신용장결제방식 개관

오자나 오타는 당해 단어나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서류의

하자로 되지 않는다 . 예컨대 , 물품명세에서 “machine” 대신에

“mashine”, "fountain pen" 대신에 “fountan pen”, “model” 대신에

“modle”이라고 표기되더라도 UCP600 제14조 제d항하에서 정보의 저

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컨대 “model 321” 대신에 “model 123”이라고 기재되면, 이

는 14조 d항하에서 정보의 저촉으로 간주된다.

오자와 오타 ISBP 745



신용장결제방식 개관

신용장거래의 참여자들

: 수익자(beneficiary) : (통상) 수출자를 가리킴 – 59번 참조

: 개설의뢰인(applicant) : (통상) 수입자를 가리킴 – 50번 참조

: 개설은행(issuing bank) : 신용장을 발행 & 결제를 약속한 은행

: 통지은행(advising bank) :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전달하는 은행

: 지정은행(nominated bank) :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킴 – 41번 참조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네고뱅크) : 수출자의 서류를 담보로 대출하는 은행

: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개설은행과 매입은행간 자금의 보상을 담당하는 은행



신용장결제방식 개관

개설은행
매입은행

수출자
Beneficiary

상환은행

(1)선적
서류
제시 (2) 매입자금 제공

(3) 선적서류 송부

(4) 상환(보상) 청구

상환은행 :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에 계좌관계가 없는 경우에 참여

-상환은행은 매입은행과 계좌관계, 개설은행과 계좌관계를 보유한 은행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의 계좌에서 차감 & 매입은행의 계좌에 입금처리하여 보상업무 진행

상환방식 신용장



신용장결제방식 개관

신용장의 종류 – 매입/지급/인수/매입신용장

ㄱ

ㄴ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 Irrevocable

41D Available with  : Any bank in KOREA
by : Negotiation

취소불능 : 수출자 동의없이 취소/조건변경 불가

by negotiation(매입신용장) - 지급 즉각적/할인지급
payment(지급신용장) - 지급 즉각적/원금지급
acceptance(인수신용장)       - 지급 연기/원금지급
DEF payment(연지급신용장) - 지급 연기/원금지급

지급방식 v. 매입방식 : (지급)원금 & 즉각적 결제, (매입)할인된 금액 & 즉각적 제공

인수방식 v. 연지급방식 : 

-연기된 일자에 결제 & usance 환어음 이용

-연기된 일자에 결제 & 환어음 이용되지 않음



신용장결제방식 개관

1. banker’s usance L/C

-은행이 (수입자에게) 외상기간을 주는 형태

-수출자는, at sight 어음을 할인할 때처럼, 8일간의 이자를 공제하고 자금을 제공받음

신용장의 종류 – banker’s/shipper’s usance

41D Available with … by : negotiation
42C Draft at : 90 days after sight
47A Additional conditions : 

+ Usance draft shall be negotiated at sight basis 

regardless of the tenor of the draft.
A

2. shipper’s usance L/C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외상기간을 주는 형태

-수출자는 at sight 어음 할인할 때의 이자 + 외상기간의 이자를 공제하고 자금을 제공받음

(위 신용장의 경우, 98일간의 이자를 공제하고 자금을 제공받게됨)

41D Available with … by : negotiation
42C Draft at : 90 days after sight
47A Additional conditions : 

위 문구 없음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