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제론

제8장 신용장 발행 및 통지



WE HAVE OPENED OUR IRREVOCABLE ①L/C NO. 48-9873. ②BENEFICI
ARY DAEHAN CO., SEOUL KOREA, ③APPLICANT AMERICAN IMPORT C
O. LTD.,, NEW YORK, U.S.A., ④AMOUNT USD 20,000, CREDIT EXPIRES 
ON ⑤SEP. 20, 20XX PLACE KOREA, AVAILABLE WITH ANY BANK BY NE
GOTIATION OPENED ⑥AUGUST 20, 20XX, COVERING ; ⑦LADIES GAR
MENTS, CIF PUSAN SHIPMENT FROM PUSAN TO NEW YORK LATE DAT
E OF SHIPMENT ⑧AUG. 31, 20XX, DETAILS AIRMAIL ADVICE BENEFICIA
RY.(① 신용장번호 ② 수익자 ③ 발행의뢰인 ④ 금액 ⑤ 유효기일 ⑥ 발행
일자 ⑦ 상품명 ⑧ 선적기일)

ㆍ This credit is issued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
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메시지 포맷 서비스 내용

MT700 화환신용장의 발행, 발행된 신용장 조건들을 표시

MT701 화환신용장의 발행, MT700에 연속되는 신용장의 내용 2쪽

MT705
화환신용장의 사전통지문, 완전한 신용장을 보내기 이전에 사전 정보사항으로 보내는 신

용장의 사전통지문

MT707 화환신용장의 조건변경 통지문, 조건변경사항을 통지

MT710/711 제3은행의 화환신용장 통지, 신용장을 다른 은행으로 통지

MT/720/721 화환신용장의 양도

MT730 화환신용장의 수신확인

MT732 하자있는 서류를 접수한 은행의 하자인수 통지

MT734 하자있는 서류를 점수한 은행의 인수거절 통지

MT740 발행은행이 상환은행으로 보내는 상환수권서의 발행

MT742 대금상환청구

MT747 상환수권서의 조건변경

MT750 하자통지

MT752 지급, 인수, 매입의 수권

MT754 지급, 인수 매입의 통지

MT756 대금상환 또는 지급의 통지

<표 8-2> 표준통신문 형식



M/O Tag Field Name

M 52A issuing bank, 발행은행

M 27 Sequence of Total, 전문의 총 쪽수에서 몇 번째 쪽인지를 표시

M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신용장의 종류를 표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으

로 간주

M 20 Documentary Credit Number, 발행은행이 부여하는 신용장 번호를 표시

O 23 Reference to Pre-Advice

O 31C
Date of Issue, 발행은행이 발행일자로 간주하는 일자를 표시,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이 전문이

발송된 일자를 발행일자로 간주

M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마지막 일자와 장소를 표시, 신용장의 유효

기일과 장소를 대부분 수출국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입국으로 하는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수입국까지의 서류도착 기일 잘 감안하여 미리 매입을 의뢰해야 한다.

M 50 Applicant, 발행의뢰인

M 59 Beneficiary, 수익자

M 32B Currenct Code, Amount, 신용장의 통화 및 금액을 표시

O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신용장 금액의 과부족 편차를 표시, 수량과 금액을 몇 %

범위 내에서 과부족이 허용되는지를 표시, 환어음 발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금액을 초

과할 수 없으나, special instructions의 내용에 따라 초과 발행할 수도 있다.

<표 8-3> MT700에 의한 신용장의 CODE별 내용



O 51A Applicant Bank

M 50 Applicant

M 59 Beneficiary

M 32B Current Code, Amount

O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O 39B Maximum Credit Amount, up to, maximum 또는 not exceeding과 같은 문언을 사용하여 신용장 금액을 표시

O 39C Additional Amount Covered

M 41D
Available with ... by ..., ‘with’ 다음에는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명을 그리고 ‘by’ 뒤에는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표

시, 신용장의 사용방법에는 payment, acceptance, negotiation, deferred payment의 4가지가 있음

O 42C Draft at ...

O 42A
Drawee 화환어음의 지급인을 표시, 화환어음의 지급인은 발행은행이 되며 발행은행이 수건을 준 다른 은행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발행의뢰인은 drawee가 될 수 없다.

O 42M Mixed Payment Details 혼합지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것들의 결정에 필요한 지급일자, 금액 그리고 방법을 표시

O 42P Deferred Payment Details, 연지급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것의 결정에 필요한 지급일자, 금액 또는 결정방법을 표시

O 43P Partial Shipment, 분할선적의 허용여부를 표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

O 44A
Loading on board/Dispatch/Taking in Charge at/from 선적항, 발송지 또는 수탁지를 표시(해상운송시 on board, disp

atch는 항공, 우편, 육상 운송시, taking in charge는 복합운송시 사용)

O 44B For Transportation to ... 최종목적지를 표시

O 44C Lates Date of Shipment, 최종선적일자를 표시

O 44D Shipment Period, 선적이 가능한 기간을 표시

O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 상품이나 용역의 명세를 표시

O 46A Document Required, 수출상이 제시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O 47A Additional Conditions, 추가조건을 표시

O 71B C 수수료가 수익자 측의 부담인 경우에 주로 표시



ㆍ Shipment date is extended to 10 March 20×× and expiry date to 20
March 20×× respectively. 또는
ㆍ Expiry date is extended to 20 July 20×× and shipment date unchang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