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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ISSUE OF DOCUMENTARY CREDIT

: 신용장의 개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은행에서 받은 문서 상단에 MT700 혹은 700이라 씌여 있으면 신용장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주로 은행이 이용하는 금융망

-Message Type(MT) : SWIFT망 이용시 사용하는 표준화된 문서

문서에 번호를 붙여 사용하고 있음

Ex) MT 700/701 - 신용장 개설할 때 사용

MT 707 –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

MT 734 - 신용장관련 서류를 은행이 거절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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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 신용장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irrevocable 기재된 경우 :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transferable 기재된 경우 : 취소불능 & 양도가능신용장

[취소가능 신용장 v. 취소불능 신용장]

: '개설은행 단독으로 신용장 취소 또는 조건변경 가능여부’ 확인 가능

(1) 취소가능(revocable) 신용장 : 개설은행 단독으로 취소 등 가능

(2) 취소불능(irrevocable) 신용장 : 개설은행 단독으로 취소 등 불가능

* 취소가능/취소불능에 대한 기재가 없으면, 취소불능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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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 v. 양도불능]

: ‘수출자가 신용장을 다른 자에게 양도/판매 할 수 있는가‘ 확인 가능

(1) 양도가능 신용장 : transferable 기재된 것

(2) 양도불능 신용장 : 위 단어가 없는 것

* 아무런 기재도 없으면, 양도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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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31C DATE OF ISSUE

: 신용장의 개설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

-무역계약에서 신용장 개설기한을 약정한 경우에 한해 의미 있는 항목

Ex) 무역계약상 신용장 개설기한을 ‘within 30 days after the contract date'와 같이

정했다면, 계약 후 30일 내에 신용장 개설 필요

-기한 내 개설하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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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31D DATE AND PLADE OF EXPIRY

: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유효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유효기간]

: 유효기간(만료일) : 개설은행의 지급약속이 살아있는 기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신용장 대금 청구 불가

[유효장소]

: 유효장소 :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는가를 판단하는 장소

Letter of Credit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 May 30, 202X in South Korea

ㅌ

-유효기간은 5월 30일, 유효장소는 한국

-수출자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 5월 30일까지 신용장 요구서류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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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50 APPLICANT

: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자(개설의뢰인/개설신청인)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일반적으로 수입자를 가리킴

[UCP600 제14조 (j)항]

: 신용장에 씌여진 주소(수입자/수출자)의 세부사항을 서류에 동일하게 기재할 필요 없음

[수출자 체크사항]

(1) 신용장 수령시 : 무역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여부 대조하기

(2) 서류 작성시 :  신용장의 주소 확인하면서 작성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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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BENEFICIARY

: 신용장 사용의 이익을 얻는 자(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일반적으로 수출자를 가리킴

* 신용장 관련 분쟁 중 하나는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이름의 오타로 인해 발생

[수출자 체크사항]

법원의 판결 중에는 수익자 이름에서의 오타는, 다른 오타와 달리, 은행이 수리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인정하는 것도 있음

(1) 신용장 수령 시 수출자의 이름이 정확한가 검토

(2) 오타 발견시, 통지은행 또는 수입자에게 신용장상 이름에 오류가 있음 통보

(3) 가능하다면, 수정된 이름으로 된 신용장 조건변경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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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32B CURRENCY CODE, AMOUNT

: 신용장 금액과 통화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금액]

: 무역계약에서 정한 금액인가 체크

-결제방식을 혼합한 경우(송금 + 신용장), 신용장 금액과 무역계약금액이 달라짐

Ex) SALES CONTRACT

- Payment Term : 30% T/T in advance, 70% L/C

[통화]

: 무역계약의 결제통화 = 신용장 통화

-아래 3 종류의 서류에 금액 기재필수 &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기재필요

<환어음, 상업송장, 보험서류>



신용장 내용 독해_1

과부족 허용범위

39A PERCENGAGE CREDIT AMOUNT TOLERANCE

: 신용장 금액의 과/부족 허용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 신용장 금액의 과/부족 허용치를 기재

-'CREDIT AMOUNT & QUANTITY TOLERANCE' 로 기재하여 신용장 금액 뿐 아니라

물품 수량의 과/부족한도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도 있음

[Bulk cargo(살물)거래와 신용장거래]

: 과/부족이 발생하기 쉬운 물품이므로 과부족 허용치를 협의할 필요 있음

- UCP600 제30조

(1) 신용장 수량 앞에 about 기재시, 10% 과/부족 허용

(2) 신용장 수량 앞에 about 미기재시, 5% 과/부족 허용

Letter of Credit

+ 39A credit amount & quantity tolerance :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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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41D AVAILBLE WITH … BY …

: 신용장 사용장소와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사용장소]

: 신용장 사용장소 = 서류제시장소 = 대금받는 장소

-with 뒤에 기재된 은행이 신용장 사용장소

-수출자 편의를 위해, 수출국에 있는 은행을 신용장 사용장소로 지정하고 있음

개설은행은 항상 신용장 사용장소에 속함

Cf) 지정은행(nominated bank) : 신용장 사용장소로 기재된 은행을 가리킴

Letter of Credit

+ 41 D Available with 국민은행

-사용장소 : 국민은행과 개설은행

Letter of Credit

+ 41D Available with any bank in 수출국

-사용장소 : 수출국내 모든 은행과 개설은행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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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사용방법 = 은행이 돈을 결제하는/주는 방법

- by 뒤에 기재된 표현이 신용장 사용방법

: 사용방법의 종류

(1) 지급방법의 경우 : by payment

(2) 연지급방법의 경우 : by deferred payment,  by DEF payment

(3) 인수방법의 경우 : by acceptance

(4) 매입방법의 경우 : by negotiation

Letter of Credit

+ 41D Available with  국민은행 by payment

-사용장소 : 국민은행과 개설은행

-사용방법 : 지급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