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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요건

42C DRAFTS AT …

: 환어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 환어음의 종류

(1) 일람출급 환어음을 요구한다면 - draft at : ‘at sight’와 같이 기재

(2) 일람후정기출급 환어음을 요구한다면 - draft at : ‘XXX days after sight’ 로 기재

: 신용장의 사용방법과 환어음의 종류

(1) 지급방식 :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거나, at sight 어음 요구

(2) 인수방식 : 반드시 usance 환어음 요구

(3) 매입방식 :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거나, at sight 어음 또는 usance 어음 요구가능

(4) 연지급방식 : 환어음 요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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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D DRAWEE

: 환어음의 지급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지급인 : 개설은행,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 지정은행 중 하나가 기재됨

* 환어음 지급인으로 은행의 약호(SWIFT address) 사용 가능

Ex) 우리은행의 스위프트 주소/코드 : HVBKKRSE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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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조건

43P PARTIAL SHIPMENT

: 분할선적 허용 또는 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 분할선적 허용여부를 기재하는 영역

(1) 분할선적 허용시, allowed 또는 permitted 기재

(2) 분할선적 금지시, not-allowed 또는 prohibited 기재

* 아무런 표기도 없으면, 분할선적 허용됨

: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 수익자(수출자)의 선택

-신용장 수량을 한번에 모두 납품 후 신용장 대금 일괄 청구 가능

-신용장 수량을 나누어 납품 후 신용장 대금 일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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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T TRANSHIPMENT

: 환적의 허용 또는 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 환적 허용여부를 기재하는 영역

* 환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운송한다면 환적 가능

다만, 신용장의 내용이 아래와 같다면, 컨테이너를 이용하더라도 환적 불가

Letter of Credit

43T Transhipment : prohibited

47A Additional Conditions : UCP 600 art.20 c)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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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A LOADING/DISPATCH/TAKING CHARGE AT/FROM

: 운송의 시작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선적항, 출발공항 또는 물품 인수장소를 기재하는 영역

해상운송은 선적항, 항공운송은 출발공항, 복합운송은 (통상) 내륙의 물품 인수지점

44B FOR TRANSPORTATION TO

: 운송의 종료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도착항, 도착공항 또는 물품 전달장소를 기재하는 영역

해상운송은 도착항, 항공운송은 도착공항, 복합운송은 (통상) 내륙의 물품 전달지점

[수출자 체크사항]
: 운송 시작/종료장소로 지리적 영역(ex. any korean ports)이 기재된 경우

-운송서류에는 해당 지역 내의 선적항(ex. 부산항) 기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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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C LATEST DATE OF SHIPMENT

: 납품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

: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운송방법에 대한 구분없이 납품기한을 기재하는 영역

-무역계약에서 정한 선적기간과 일치여부 체크

[선적기간과 관련한 표현의 해석]

(1) from, to, until, till : 기재된 일자 포함

(2) after, before : 기재된 일자 제외

(3) On or about : 기재된 일자 전 후 5일간(총 11일)

on or about 7월 10일 : 7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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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명세

45A DESCRIPTION OF GOODS/SERVICES

: 물품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상업송장 : 물품명세 반드시 기재,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 필요

기타 서류 : 물품명세 미기재 가능, 신용장의 명세와 충돌되지 않는 기재 허용

[수출자 체크사항]

(1) 무역계약 협상단계 : 신용장에 물품명세를 지나치게 자세히 포함시키지 않도록 협의

(2) 상업송장 작성단계 : 신용장의 물품명세란에 기재된 사항 빠짐없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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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류

46A DOCUMENTS REQUIRED

: 수익자(수출자)가 제출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 통상 요구되는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운송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운송장(air waybill)

- 보험서류(insurance policy / insurance certificat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

[수출자 체크사항]

독소조항 유무 검토 : 수익자가 작성할 수 없는 서류, 확보 곤란한 서류 요구 여부

'47A Additional Conditions' 항목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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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부담자

71B CHARGES

: 수수료/경비 부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신용장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수수료 및 경비 부담자를 기재하는 영역

(1) 수입국에 있는 은행(개설은행)의 경비 : 수입자 부담

(2) 수입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은행(통지은행, 확인은행, 지정은행 등)의 경비 : 수출자

부담

Letter of Credit

+ 71B Charges : ‘All banking charges outside 수입국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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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시기간

48 PERIOD FOR PRESENTATION

: (서류) 제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

: 제시기간 : 수익자(수출자)가 은행에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기한

cf) 유효기간 : 신용장상 은행의 지급약속이 살아있는 기간

-양 날짜 중 빠른 날까지 제시 필요

-신용장에 서류제시기간이 미 기재된 경우 : 선적일 다음날부터 21일까지

Letter of Credit

+ 31D : 유효기간 : 7월 30일

+ 48 제시기간 : within 10 days after B/L date

-선적일인 7월 10일인 경우 , 7월 21일까지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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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49 CONFIRMATION INSTRUCTIONS

: 확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 확인(confirmation) : 개설은행 외의, 제3은행이 신용장에 지급약속을 추가하는 행위

(1) ‘confirmed’ 기재된 경우 : 지급약속을 추가했다는 의미

지급약속 추가은행은 확인은행, 신용장은 확인신용장

(2) ‘without’ 기재된 경우 : 지급약속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