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신용장과 클린신용장

1.
2.

1.

상업신용장(Commercial L/C)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상품을 수반하는 거래
통상적으로 환어음과 이를 담보하는 운송서류를 요구
클린신용장
무역외 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용역을 거래대상으로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의 지급,
제 3 자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사용
2. 환어음, 운송서류 불필요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o 상품거래에 따른 환어음과 환어음을 담보하는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
무화환신용장(Documentary Clean Credit)
o 환어음만을 제시하고 이를 담보하는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신용장
o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 : 발행은행이 위험성 내포 →
발행은행은 Full margin 이나 이에 상당한 담보제공요구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o 발행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인 경우), 수익자의 기본관계 당사자들의 합의없이는
취소,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o 환환어음만을 제시하고 이를 담보하는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신용장

확인신용장과 무확인신용장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
o 발행은행 이외의 제 3 은행이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의 확약을 추가하는 신용장
무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
o 발행은행 이외의 제 3 은행 즉 통지은행의 확약 추가없이 발행은행의 확약만으로
통지되는 신용장으로 발행은행의 신용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은 거의 무확인 신용장으로 발행됩니다.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상환청구가능신용장
o 환어음의 지급인인 발행은행에 의해 지급거절되면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매입 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 신용장을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이라 합니다. 신용 장상 “with recourse”라는 명시적 문언이 있거나 이를
금지하는 문언이 없어야 합니다.
상환청구불능신용장
o 발행은행에 의한 지급거절시 매입은행이 환어음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발행된 신용장을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이라
합니다.

지급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매입신용장
신용장의 사용방법(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에 따른 분류입니다
신용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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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용장과 자유매입신용장




지정신용장 (Nominated Credit)
o 통지은행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장으로 지급, 연지급, 인수신용장과
매입제한신용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유매입신용장 (Freely Negotiable Credit)
o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이 가능한 신용장입니다.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o 수익자가
확인은행
기한부신용장
o 수익자가
만기일에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거나 환어음 없이 선적서류를 직접 발행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도록 규정된 신용장입니다.
선적서류 혹은 이와 함께 기한부환어음을 제시하면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
지급 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합니다.

단순신용장, 상환신용장, 송금신용장
대금상환방법에 따른 분류


단순신용장 (Simple Credit)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의 당좌계좌를 갖고 있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때
발행은행의 계좌에서 차기하여 지급되는 신용장
상환신용장 (Reimbursement Credit)
o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의 무예치환은행인 경우에는 발행은행의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는
예치환거래 은행(상환은행)앞으로 대금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송금신용장 (Remittance Credit)
o 사전에 대금지급을 수권하지 않고 매입은행이 서류를 송부하고 자기가 대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은행을 지정하면, 동 은행에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입니다.
추심신용장(Collection Credit)이라고도 합니다.
o





자금선대신용장 (Advance Payment Credit)
선적 전에 신용장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
자금선대에 관한 문구를 주기한다고 하여 주기신용장(Red Clause Credit)이라고 합니다.

회전신용장 (Revolving Credit)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 동일종류의 상품으로
수출상, 수입상이 계속적인 거래가 예상될 경우 매건마다 신용장 발행의 번거로움을 배제할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누적 회전신용장
o 사전기의 미사용잔액이 차기로 이월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비누적 회전신용장
o 전기의 미사용잔액이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