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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초보 무역인을 위한 무역실무가이드 ::

:: 1. 무역, 알고 보면 쉽다 05

굴을 보지 않고 하는 거래’이다.(물론 협상 등은 직접 만나서 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무역은 서류에 의한 거래이다. 물품 등의 제조와 조달은 수출자가 하게
되고 이의 처분은 수입자가 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물품의 이동은 운송업자가, 대

1. 무역, 알고 보면 쉽다

금의 이동은 은행이 맡게 된다. 이 때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와 신용장 등의 금융서류
의 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역은 ‘서류에 의한 거래’라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무역은 국제거래인 만큼 거래당사자간 언어, 관습, 관련법규 등이 서로
달라 일정한 국제규칙을 정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인코텀즈 등
이 바로 이런 국제규칙이다.
네 번째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은 상호간의 이익을 전제로 한 거래이다. 당
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을 국가 간에 이동시키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를 이익으로 향유하는 국제상거래인 것이다.
다섯 번째로 무역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거래이다. 모든 거래에는 위험이 따르겠

역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쉽게

무

지만, 무역의 경우 서로 다른 나라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상품이 분실 또

생각하면 참 쉬운 게 무역이다. 무역은 한 마디로 ‘국가 간 상거래’다. 나라와

는 손상될 위험이 있으며 사고팔 때의 시차로 인해 가격변동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거

나라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 등을 사고파는 일이다. 여기서 ‘다른 나라로부터 사는

래상대방 국가가 전쟁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 처할 위험도 있고 거래상대방인 무역

일’은 수입이고 ‘다른 나라에 파는 일’은 수출이다.

업자가 사기꾼일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위험을 담보할 각종 장치가 필요하다.

학술적인 용어를 굳이 동원하자면, 무역은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
(이하 서비스, 전자적 무체물1) 등 포함)의 이동’ 또는 ‘나라와 나라를 달리하는 사
인(私人, 또는 기업)간의 상품과 대가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과 대가의 교

그림1 무역의 개요
수출국

수입국

환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국내거래이고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뤄지면 국제거래
(International Transaction)가 되는데 이 국제거래가 무역인 것이다.
여기서 무역의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무역은 나라를 달리하는 ‘격지지
간 거래’이자 ‘비대면 거래’이다. 쉽게 말하면 ‘멀리 떨어진 나라의 거래 상대방과 얼

물품이동(운송)
A국가

B국가
대금결제
수출자 a
관세선

1) 전자적 형태의 소리, 영상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재화.

수입자 b
관세선

알아두면 유용한

알아두면 유용한

무역 노하우

무역 노하우

#1 무역을 하려면 이것부터

#2 무역실무 포인트 7

무역을 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수출인지 혹은 수입인지, 수출이라면 자가 생산제
품 수출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조달한 제품 수출인지, 수출시장은 어디이고 파트너는 누구인지,
수입이라면 자가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인지, 국내 유통을 위한 수입인지 등이다. 이외에도 많

❶ 수출입상품의 물류흐름을 이해하라
무역실무에 정통하려면 무엇보다 큰 틀에서 수출 또는 수입상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지 흐름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수출입 상품이 만들어져서(조달)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지를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서류와 기타 무역관련 실무를 이해하면 무역실무가 쉬워진다.

다. 각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를 터이니, ‘무역을 하려면 이것부터 하라’는 표현은 막연하
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다음은 무역의 출발점에 선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❶ 항상 글로벌 마인드를 유지하라

❷ 하나하나 차근차근 익혀라
무역실무를 이론으로만 외울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또 전체를 모두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무
역 플로우 차트의 큰 흐름만 먼저 이해하고 각 단계별 실무를 차근차근 익히는 게 지름길이다. 가장 좋
은 방법은 실무를 해 보면서 익히는 것이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특정 품목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을 통해 익히는 편이 좋다.

무역은 ‘글로벌 유통 비즈니스’이다. 무역인은 항상 세계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세
계시장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신문, 방송, 인터넷, 도서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❷ 글로벌 에티켓을 갖춰라
무역은 외국과의 거래이다. 나의 거래 상대방은 나와 문화와 언어, 풍습이 다르고 가치도 다르다. 상대
방에게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절은 필수이다. 자연스럽고 세련된 국제 매너와 에티켓은 거래성사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

❸ 상품지식을 갖춰라
무역은 상품(서비스 등 무체물 포함)의 거래이다. 내가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지식
과 감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새로운 트렌드에 늘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생겨날 시장과 관련 품목을

❸ 서류업무에 정통하라
무역은 기본적으로 서류거래다. 무역실무의 대부분은 서류와 관련 것들이다. 오퍼시트, 계약서, 신용장,
수출입신고서, 운송서류, 보험관련서류 등이 모두 무역실무에서 활용된다. 서류업무에 정통하는 것만으
로도 어느 정도 무역실무에 정통할 수 있다.

❹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다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이겠지만, 무역에선 특히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다. 틈새시장이나 유망시장은
늘 변한다. 자신이 취급하는 주력 품목은 시장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섬유를 수출하다
가 어느 날 식품이나 기계와 인연을 맺을 수도 있다.

❺ 무역용어에 정통하라
무역이 어렵다고 느끼는 요인 중의 하나가 무역용어이다. 대부분 낯선 용어여서 당장 이해가 어렵다. 그
러나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우선 필수 용어 10여개를 선정해 이에 대한 개념과
용법 등만 익힌 다음, 차근차근 넓혀가는 방법도 괜찮다.

눈여겨봐야 한다.

❻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라
❹ 외국어에 능통해라
거래 상대방 국가의 언어에 능통하면 상담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

한국은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을 유지해온 나라이다. 그러다보니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부터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센터 같은 유관기관에서는 무역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활용하는 사람이 임자다.

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상담이나 협상 과정에서 통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만큼 불리하다.
비영어권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익히도록 하고 영어는 필수로 익히는 게 좋다.

❼ 환율 등 무역변수를 주목하라
무역은 외국환 결제를 수반한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큰 이익을 볼 수도,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환율
의 움직임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도 상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촉
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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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눈에 보는 수출입 절차 09

표1 수출입의 3단계
수출입 3단계

2. 한눈에 보는 수출입 절차

[제1단계]
무역계약 확정단계

[제2단계]
수출이행단계

[제3단계]
수입이행단계

활

동

주요내용

 수출입 마케팅

시장조사·거래제의·신용조사·협상
수출자 : 해외수주활동, 수입자 : 발주활동

 무역계약 체결

청약(offer)과 주문(order)·계약체결

 신용장 개설·수취

외국환계약체결·신용장개설·신용장수취·
신용장 검토(신용장=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서)

 수출물품 조달

해외수입·국내구매, 생산관리·물품대금 결제

 선적 준비

수출승인(수출제한품목인 경우)·수출통관·
선적 전 검사

 선적

보험계약(보험증권)·운송계약(선하증권)

 수출대금 회수

매입의뢰(NEGO)·무역금융상환

 수출 사후관리

입금확인·수수료지급·관세환급

 수입대금 결제

수입대금결제·선적서류수취

 수입물품 수취

수입통관·수입물품수령

 수입물품 국내영업

국내 판매영업·수출품제조영업

2.1 수출과 수입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그림1] 무역의 개요
에서 보듯이 수출은 A라는 수출자가 B라는 수입자에게 상품을 보내고(팔고) 대금

Tip

무역업자와 오퍼상

을 받는 일련의 과정이다. 수입은 반대다. B라는 수입자가 A라는 수출자로부터 상

무역업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하에 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

품을 받고(사고) 대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한다. 무역업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무

그런데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작정 상품을 주고받으며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

역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약사법 등 48개 개별법에서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소관
품목에 대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충족하

니다. 사전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여야 한다. 오퍼상(offer agent)은 위에서 말한 무역업자의 판매대리인 또는 구매대리인으

을 거치게 된다. 이후 운송업체를 통해 물품을 주고받게 되며 수입자가 은행을 통

로서(수출입 본거래에는 개입하지 않음) 오퍼 발행을 통해 커미션을 취하는 자이다. 우리나

해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라에서는 보통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수출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오퍼
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오퍼상이 아니고 무역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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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출 절차

장조사) 등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수출은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2.2.2 바이어 발굴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이어 발굴(마케팅)이다. 바이어는

그림2 수출 절차도

말 그대로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사는 고객이다. 동네 구멍가게조차 고객

수출 아이템
선정

바이어
발굴

상담/오퍼

수출계약

신용장
수취 등

수출승인
(필요시)

운송/보험

수출상품
확보

수출통관/
선(기)적

네고

관세환급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바이어 발굴은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
이다. 이 단계에서 바이어가 믿을만한 바이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바이어 신용
도 조사 등)이 필요하다.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3.1 거래처 발굴
은 어떻게 하나>를 참고하면 된다.

사후관리

2.2.3 상담/오퍼
해당 수출상품에 관심을 가진 바이어를 찾았으면 수출상품의 품질 및 가격, 수량,

2.2.1 수출 아이템 선정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그림1] 무역의 개
요에서 보듯이 수출은 A라는 수출자가 B라는 수입자에게 상품을 보내고(팔고)
대금을 받는 일련의 과정이다. 수입은 반대다. B라는 수입자가 A라는 수출자로
부터 상품을 받고(사고) 대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런데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작정 상품을 주고받으며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운송업체를 통해 물품을 주고받게 되며 수입자가 은행
을 통해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수출의 첫 번째 절차는 어떤 상품을 수출할 것인지 정하는 일이다. 제조업체의
경우 이미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이미 가지고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수출할 상품을 정해야 한다. 이 때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해당 상품이 수
출상품으로서 시장성과 경쟁력이 있는지, 어떤 시장에 수출을 할 것인지(해외시

납기 등 기본상품조건은 물론 결제통화, 운송수단, 결제방법 등의 기타 무역거래조
건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상담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
치면서 오퍼(offer)와 역오퍼(counter-offer), 승낙 등의 청약이 이뤄지게 된다.

Tip

무역업고유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
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대외무역법 및 동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나와 있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받아두는 게 좋다. 현재 무역업고유번호
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부여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신청장소 : 한국무역협회 회원 서비스센터, 11개 지부
※업체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지역에서 신청가능

■처리기간 : 즉시
■소요비용 : 없음
<신청서류>
① 무역업고유번호부여(신청)서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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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수출계약

기재된 일부 수출금지 또는 제한품목의 경우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수

상담과 오퍼, 승낙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양 당사자가 최종 합의한 내용을 문
서로 만드는 일이 수출계약이다. 계약서에는 개별조항과 일반조항에 최종 합의

출승인은 관련부처나 업종별 단체에서 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한국
의류산업연합회에서 받으면 된다.

한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한 양 당사자의 서

2.2.7 수출상품 확보

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을 해외에 보내는 단계에 접어들 차례다. 상품을 해외로

그림3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

보내기 위해서는 수출상품을 조달해야 한다. 자체 생산의 경우 납기에 맞춰 생산
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자체 생산이 아닌 경우, 국내 구매나 수입, 제3국 직접운
수출입마케팅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협상(Business Negotiation)
청약과 승낙
청약(Offer) : 유효기간, 확정적, 구속의 의사표시
승낙(Acceptance) : 경상(鏡像)의 원칙(Mirror Image Rule)

송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수출상품을 확보하면 된다.

2.2.8 운송/보험
수출상품이 확보되었으면 이제 해외로 실어 보내면 된다. 운송은 배로 실어 나
를 것인지, 항공기로 실어 나를 것인지 등에 따라 전문 운송회사에 맡기면 된다.

수출입 본계약

대부분 포워더들에게 맡기면 선박(항공기) 수배부터 국내운송, 선(기)적까지 알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포괄계약(Master Contract)

아서 진행해 준다. 이 때 패킹리스트(P/L)나 인보이스(Invoice) 등의 서류를 준비
해야 한다. 보험은 수출상품이 운송 도중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
는 적하보험(손해보험사)과 대금회수 위험 등에 대비하는 무역보험(한국무역보

2.2.5 신용장 수취 등

험공사)을 가입하면 된다.

수출계약서의 무역거래 조건이 신용장 방식인지, 현금 지불 방식인지 등에 따
라 신용장을 수취하거나 선불을 지급받거나 하는 단계다. 신용장을 받으면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위험요인이나 독소조항은 없는지, 대금회수는 안전한지 등
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2.2.9 수출통관/선(기적)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의 컨테이너 야드(CY) 등에 반입한 후 필요한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통관절차를 완료한 다음,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된
다. 이 과정은 대개 관세사를 통해 진행한다. 이후 운송회사가 본선 적재 이후 선

2.2.6 수출승인(필요시)
대부분 품목은 별도의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

하증권(B/L)을 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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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입 절차

수출상품을 실어 보냈다는 증빙을 하고 대금을 받는 단계이다. B/L 등 운송서
류와 원산지증명서 등 네고서류를 갖춰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을 수령하면
된다.

수입은 수출과 반대의 절차라고 생각하면 쉽다.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절
차를 통해 진행된다.
그림4 수입 절차도

2.2.11 관세환급
수출상품 조달 과정에서 원부자재 등을 해외에서 수입했을 경우 수입 과정에
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는 단계이다. 수출자가 직접 해도 되지만, 관세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처리해 준다.

2.2.12 사후관리

수입 아이템
선정

수입상품
소싱

수입상담 및
계약

선적서류
내도

신용장
개설 등

수입승인
(필요시)

수입대금 결제 및
서류인수

수입통관

반출

수출입 제한품목이나 특정거래형태의 경우 법규에서 정한 사후관리, 또는 대
금회수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클레임을 당했을 경우 등에는 이에 대
한 신속하면서 정확한 처리가 요구되며 거래지속을 위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2.3.1 수입 아이템 선정
수입의 경우는 1) 제조업체의 자가 물품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 수입인지, 2) 국
내 조달처의 사전 의뢰를 받아 공급하기 위한 것인지, 3) 국내 유통을 통해 이익
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등 여러 경우가 있을 것이다. 1)과 2)의 경우 이미 아이템
이 정해져 있겠지만 3)의 경우 내수시장이나 환율, 가격변동 여부 등을 파악해
아이템을 선정한다.

2.3.2 수입상품 소싱
아이템이 선정되었으면 어느 나라의 누구로부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상
품을 소싱(Sourcing)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공급자들
(Suppliers)로부터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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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나 교역상담회, 카탈로그 북, 광고 등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방법부터 e-

신용장 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보낸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으로

마켓플레이스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최신 방법까지 활용하

도착하면 은행은 이를 심사한 후 수입상에게 통보하게 된다. 수입상은 이 선적서

면 된다.

류를 가지고 운송업체로부터 수입상품을 인수할 수 있다. 참고로 항공화물의 경
우 서류보다 수입상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수입화물선취

2.3.3 수입상담 및 계약

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를 통해 화물을 인수하면 된다.

관심 있는 상품과 공급처를 찾았으면 상대방을 만나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
하면 된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받는 일부터 포장

2.3.7 수입대금 결제 및 서류인수

이나 운송수단에 관한 일, 기타 무역거래조건을 정하는 일 등이 모두 이 상담과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려면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계약 단계에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확정물품매도확약서

일람불(At sight)인 경우 즉시 대금을 결제하고 유전스(Usance)일 경우 만기일

(Firm offer)를 받은 후 이를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에 결제하면 된다.

은 추후에 있을지 모르는 클레임 등에 대비해 조항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야 하
며, 변호사 같은 전문가나 무역유관기관 등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2.3.7 수입통관
은행으로부터 받은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을 선사나 항공

2.3.4 수입승인(필요시)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인 경우 주무부처나 관련
기관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에 제시하면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데, 이 때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이나 타소장치장에 부려놓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세관의 검사와 심사가 끝나면 은행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필
증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이 통관인데, 보통 관세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다 처리해

2.3.5 신용장 개설 등

준다.

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확약 방식인 신용장(L/C) 거래일 경우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고, 송금방식 중 사전송금방식 거래일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선

2.3.8 반출

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지급한다.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개설신청서에 간단 명료

이제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을 찾아 수입자의 창고나 적정한 장소에 옮겨 놓으

정확하게 수입오더 내용을 적되 수입계약서의 내용(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

면 되는데 이 과정이 반출이다. 보세구역에 수입신고필증과 딜리버리 오더(D/O,

항, 선적기일, 유효기일 등)과 일치시켜야 한다.

Delivery order)를 제출하면 물품을 내어 준다. 이제 수입물품을 제조 원부자재
로 사용하든지, 국내 유통을 시키든지 하면 된다. 한편,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거

2.3.6 선적서류 내도

나 계약과 다를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다든지 등의 조처를 취하면 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무역 노하우
❷ “바이어 맞선” 전시회·무역상담회 참가하기

#3 바이어 찾기 노하우
무역은 어떤 측면에서 ‘파트너 찾기 게임’이기도 하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바이어와 ‘궁합’이 잘 맞아야
한다. 궁합은 상호 이익이다. 궁합이 잘 맞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는 ‘선’을 잘 봐야 한다. 그리고 선을
잘 보려면 뚜쟁이(거래알선사이트 등)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 직접 인연을 찾아나서는 일도 중요하
다. 바이어를 찾는 방법들을 정리한다.

❶ “나 여기 있어요” 우리 회사·제품 홍보하기
바이어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회사와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의 한 예가 해외매
체 광고이다. 가능하면 타깃 시장의 바이어들이 보는 전문잡지를 이용하는 게 좋다. 중소기업청이나 지
자체에서 광고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카탈로그나 회사 홍보브로셔를 만들어 바이어에게 직접 보내는 길이 있
다. 카탈로그 등은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요즘은 전자카탈로그(e-카탈로그)를 만들어 전자우편(이메
일)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바이어리스트를 구하는 방법은 무역관련 유관기관의 도움을 얻거나 디렉
토리 전문 사이트 등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디렉토리 사이트나 거래알선 사이트, e-마켓플레이스 등에 기업과 상품을 미니홈
피 형태로 등록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SNS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링크드인(LinkedIn.com)이나 페이스북(Facebook.com)에 계정을 만들
고 각종 툴을 활용하면 바이어들과 관계맺기가 가능하며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홍보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려면 당연히 외국어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외국어 홈페이
지는 수시로 업데이트 및 관리가 되어야 하며 바이어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특히 외국
어 번역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체크포인트> 인터넷 해외마케팅 노하우
•시장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 파악
•꾸준히 제대로 제공하여 신뢰도 쌓는 것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타깃 층과의 신뢰도 형성이 중요
•홈페이지는 1차적으로 신뢰도 확보에 큰 역할
•홈페이지는 온라인 얼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직원
•CEO가 직접 챙기고 전사적 관심 필요

전시회나 무역상담회는 회사와 제품 홍보도 가능하지만, 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다. 무역은 기본적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 하는 ‘비대면 거래’이지만, 바이어와의 스킨십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전시회나 무역상담회는 스킨십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
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긴 하지만, 초보 업체들의 경우 지자체나 무역유관기관들이 참가비용 등을 지
원하는 해외전시회나 무역상담회에 참가하면 된다.
전시회의 경우 사전 마케팅이 필수적이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
후적으로도 내방 바이어에 감사메일을 보내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체크포인트> 해외전시회 활용 5계명
1. 신제품 안내메일 등 사전준비부터 철저히 하라
2. 현장방문 바이어를 놓치지 마라
3. 유관기관 지원 전시회를 활용하라
4. 감사메일 등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라
5. 단발성 수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참가하라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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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조사는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해외시장 조사의 방법으로는 자사의 해외 지점이나 사무소에 직원을 파견
하고 직접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하는 직접조사 방법, 공적·사적 기관이 발
행하고 있는 조사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하는 간접조사 방법, 해외 전문조

3. 꼭 알아야 할 무역실무

사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는 위탁조사 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조사
방법 등이 있다.
요즘은 인터넷 조사 방법이 많이 활용되는데 아래 사이트들을 참고할 만하다.
표2 인터넷 해외시장 조사 사이트
대

상

인터넷 사이트
 한국무역통계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무역통계

 중국무역통계 - 중국상무부 english.mofcom.gov.cn
 일본무역통계 - 일본무역진흥회 www.jetro.go.jp
 미국무역통계 - 미국무역 대표부 www.export.gov
 무역정보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3.1 거래처 발굴은 어떻게 하나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상대방이 있다. 무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출자와 수

 품목별 시장 동향
 품목별 수출입요령
 무역상담
 국가일반 : 국가개요, 정치/사회 동향, 한국과의 주요이슈

KOTRA 국가정보
(www.globalwindow.org)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주요산업동향,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무역 : 수출입동향,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비즈니스 참고정보 : 시장특성, 물가정보, 바이어 발굴,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무역/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진출성공/실패사례, 출장가이드

입자는 서로에게 파트너이자 거래처인 상대방이다. 수출자 입장에서 거래처를 발
굴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해외경제통상정보

 한국무역협회 FTA 포털 www://okfta.kita.net
 FTA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
통상 및 FTA 정보

 외교통상부 FTA 정보 http://www.fta.go.kr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지식경제부 FTA 포털 http://mke.go.kr/FTA

3.1.1 해외시장조사
먼저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만한 시장을 조사하
는 일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해당 시장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일반적

3.1.2 거래처 발굴

인 개황부터 산업무역 동향과 무역관련 제도, 시장특성, 상관습, 유통구조,

목표시장이 정해지면 바이어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개별 접촉을 시도하거나

수입시장 규모와 현황, 시장접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확인하는 게 좋

해당지역 언론매체에 자사제품을 소개하는 등 홍보 활동을 통하여 거래처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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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한다. 바이어리스트는 KOTRA나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구할

(www.wtpfed.org)를 포함하여 현재 약 1,000여개의 ETOs 사이트가 있다. 우

수 있다. 거래처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보아 전통적인 접근 방법과 전자거래

리나라에는 한국무역협회(www.tradekorea.com), 중소기업진흥공단(www.

알선 등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gobizkorea.com), KOTRA(www.buykorea.org), 지방자체단체 등의 유관기관

전통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우선 국내외 해외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광고하는
방법과 국내외 무역 관련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과 (주)EC21, EC Plaza 등의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
또한 Kompass와 같은 전문 DB, Yellow Page와 같은 일반 DB를 활용하여 바

또 잠재적인 바이어를 대상으로 거래제의서(Trade Inquiry)와 함께 직접 제

이어리스트는 물론 전시정보 등 각종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Listz.com등 유

작한 카탈로그(Catalogue) 등을 발송하는 방법, 시장개척단이나 국제전시회에

료 메일링리스트전문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신뢰성이 높은 메일링리스트를 확보

참가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방문하거나 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목표시장의 고객을 웹사이트를 통

잠재적인 바이어는 해당 국가의 무역업자총람(trade directory)을 활용하거나
한국무역협회, KOTRA 등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전자거래알선은 효율성과 즉시성, 간편성 등을 이유로 최근 들어 각광받는 거
래처 발굴 방법이다.
먼저, 이마켓플레이스(EMP; e-Marketplace)라고 불리는 무역거래알선 전
문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바이어 발굴은 물론 회사와 수출상품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유명 디렉토리 및 이마켓플레이스 등
에 자사의 상품을 등록하거나 상품(회사)홍보를 게재하는 방법도 있다. 즉, 자
사의 홈페이지를 해외유명 검색엔진(google, Yahoo), 세계무역연합(www.
wtpfed.org), Kompass 등에 등록하거나 배너광고를 시행함으로써 자사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이를 다양한 거래알선사이트나 무역 관련 사이트 등에 연결하여
잠재고객을 찾을 수 있다.
ETOs(Electronic Trading Opportunities) 사이트에서는 인콰이어리, 상
품 카달로그 및 기업 디렉토리 정보 등을 검색하거나 자사의 정보 등을 등록
할 수 있으며, 오퍼타입(Buy/Sell)별, 품목별 및 업체명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
할 수 있다. 전 세계에는 UNCTAD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계무역연합 사이트

Tip

대표적인 ETOs

① World Trade Point Federation(http://www.wtpfed.org)：155개국의 1만개 무역 관련 기관과 연결
되는 세계 최대 거래 알선 사이트로 월간 평균 13만 건을 무료로 처리하고 있다.
② World’s Top 100 Free Trade Lead Site (http://www.5five.tv/tradeleads.htm)：전 세계 거래 알
선 사이트가 1위에서 100위까지 순서별로 링크되어 있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③ Kompass Directory (http://www.kompass.com): 세계 최대의 기업 정보 디렉토리로서 품목별
로 수출, 수입, 유통, 제조업체 검색이 가능하며 약 160만개 업체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유료로
이용가능하다.
④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Online (http://iserve.wtca.org)：전 세계 100여 개국 300개의
무역센터가 모인 세계무역센터협회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자 카탈로그, 오퍼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⑤ Yellow Pages Directory on the Web (http://www.infobel.com)：전 세계 170여 개국의 Yellow
pages, White Pages, 비즈니스 디렉토리, E-mail 주소, Fax 리스트 등의 링크서비스를 무료
로 제공하고 있다.
⑥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무역협회) (http://www.kita.net, www.kita.org)：무역협회
회원사에 대한 정보제공, 품목명, 회사명, HS번호 등으로 검색가능(회원무료)
⑦ EC21 (www.ec21.com) EC PLAZA (www.ecplaza.net) ：한국에서 운영하는 전자거래알선 전문
사이트로 오퍼정보 검색 및 등록, 전자 카탈로그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⑧ Asian Sources Online (http://www.globalsources.com): 전자 카달로그가 포함된 상품별
(82,000), 공급자별(110,000), 국가별(148) 생산업체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⑨ Alibaba(중국) (http://www.alibaba.com): 중국에서 운영하는 ETO 사이트로 수출입 오퍼정보,
카탈로그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유료 사이트이다.
⑩ Trade Korea(www.tradeKorea.com) :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무역 거래알선 및 e-마켓플
레이스로 국내기업과 해외업체간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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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접 찾아 볼 수 있으며, 웹사이트 상에서 무역전시회(Cyber Fair)에 참여

한 외상거래가 관행화되어 있으므로 채권확보에 신중을 기하고 결제기간에 따

하는 방법도 있다.

른 이자를 미리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링크드인(linkedin)이나 페이스북(facebook)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SNS)를 활용하여 거래처를 발굴하는 방법도 각광받고 있다.
한편, 수입의 경우 거래처 발굴이란 수입자가 해외의 물품공급자를 물색

표3 전통적인 거래알선과 전자거래알선
전통적인 방법

전자무역 거래알선

•디렉토리 간행물 활용

•전자알선사이트 오퍼정보검색

(Sourcing)하는 과정과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과정 등 두 가지 측면에서

•CD-ROM 정보검색

•온라인 웹디렉토리검색

살펴볼 수 있다.

•해외홍보매체광고

•전자카탈로그제작 및 홍보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

•개별업체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cyber fair참가

해외의 물품공급자를 물색하는 방법은 기업 디렉토리 활용이나 전문매체의
광고 활용, 국제전시회 참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마켓플레이스나 거래알선
사이트들의 활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수입자는 이런 방법으로 국내시장에 적합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를 확보
하고, 유리한 수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상담 활동을 전개한다. 상담 과정에서
는 절감할 수 있는 원가항목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이를 절감하는 것이 이익
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자가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의 경우에는 국내 영업활동이 필요하지 않겠
으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위한 일반적인 수입 마케팅에서는 해외에서 물품공
급자를 물색하는 활동보다 국내 영업활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
면, 수입은 국내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국내시장에서 미리 판매한 후에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 거래시
중요한 사항은 수입물품의 국내 시장규모와 국내 거래관행, 그리고 시장지배자
(Market Leader)를 파악하는 일이다. 정확한 재고수준을 예측하고, 국내의 결
제관행을 파악하여 재고위험과 결제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는 미리 품목별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수입준비단계에서부터 재
고발생가능성을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악성재고에 대하여는 이를 손실
로 처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내 결제 시에는 주로 어음에 의

알아두면 유용한

무역 노하우

#4 바이어를 관리하는 특별한 전략
❶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하라
무역은 게임이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수출업체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수입업체는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한다. 한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

는 자세로 대하면 그 거래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또한 바이어에게 수시로 시장정보를 제공하면서 판촉 노하우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바이어가 주문한
샘플에 대해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조언도 해야 한다. 신속하게 메일이나 문의에 응하는 것도 바이어
만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내에 문의에 대한 답을 해야 한
다. 기다리는 바이어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이 정반대라면 자기 전에 답을 해주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메일을 체크하여 바로 바로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무역은 두 주체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다. 바
이어는 수입업체의 성장 없이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수입업체도 수출업체의 협조에 전적으
로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수출로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수입업체가 돈을 벌까를 밤낮으로 고민하면 된다. 너무 단기간
에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한 건의 거래로 수지를 따지지 말라는 얘기이다.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단기이익에 집착하면서 소량거래를 등한히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소량 거래에 응
하면 이익을 남기기 힘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무료로 상품
을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고, 설령 바이어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물
류비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어 입장이 되어 본다면 소량거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신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처음 보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데 1차 주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품질을 확인하는데 필
요한 소량이면 족한 것이다. 그런데 수출업체가 소량주문에 응하지 않으면 바이어는 제품을 테스트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다. 소량 오더인 경우 당당하게 정가와 물류비를 요
구하는 대신 거래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처음부터 대량 거래는 없다. 신뢰를 쌓고 제품이 인
정받으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❷ 고정 거래선을 늘려라
고정 거래선을 늘려야 한다. 주문이 많아도 고정 거래선이 적으면 이윤율이 높아지기 힘들며 그나마
고정 거래선이 무너지면 수출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고정 바이어를 늘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바
이어가 불만을 제기할 때 열과 성을 다해 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클레임 발생 시 바이어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클레임이 걸리면 15일만
끌면 된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바이어를 지치게 만들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면 이익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바이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클레임이 발생했
을 때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신속하게 응하면서, 잘못이 수출업체에게 있다면 기꺼이 손해도 감수한다

<체크포인트> 바이어 관리 5계명
① 소량거래에 적극 임하라
② 자주 시장정보를 주어라
③ 클레임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
④ 판촉 전략에 아낌없이 조언하라
⑤ 바이어와 같은 시간대에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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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FOB, CIF 등 인코텀즈(Incoterms)2)상의 11가지 생략부호를 사용하
고 있다.

거래처를 발굴한 이후에는 거래에 필요한 상담과 오퍼, 승낙, 계약 과정을 거치
게 된다. 앞에서 말한 대로 무역은 원격지 거래이자 비대면(얼굴을 보지 않고) 서
류거래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상담과 오퍼, 승낙, 계약 과정에서 가격이나 품

표4 무역계약서의 구성
범 주
기본사항

질, 수량, 포장 등과 같은 기본적인 상품조건 이외에 무역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정형거래조건 등 무역거래조건들을 서로 확인해

상품자체사항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가격조건(Terms of Price)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계약이행사항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계약불이행사항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클레임조항(Claim Clause)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 등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준거법(Governing Laws)

야 한다.

3.2.1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조건들
무역계약의 내용은 거래상대방, 거래하는 상품, 거래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체적으로 구분하여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계약서에 포함되는 기본사항들이다. 계약당사자, 계약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계약조건
•당사자(Principal) 및 서명
•계약확정문언
•계약체결일, 계약의 유효기간(Validity) 등

다섯째, 무역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및 중재조항
을 약정한다.

조항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 계약체결일과 계약의 유효기
간, 유효한 서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물품자체에 대한 기본 조건이다.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기본 조건으로서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및 포장조건이 있다.
셋째, 계약이행에 대한 조건으로서 선적조건, 결제조건, 그리고 보험조건이 있
다.

3.2.2 정형거래조건
위의 여러 가지 조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정형거래조건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수출입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인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
(수입자)이 합의한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그런데 매 계약마다 당사자의 모든

넷째, 당사자 간에 약정한 제반 무역계약조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형거래조

의무를 합의하여 기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매매당사자가 계

건(Trade Terms)을 채택한다. 정형거래조건은 무역계약 체결 시 우리가 통상 사

약 내용을 일일이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단지 알파벳 3자리의 부호를 선택함
으로써 계약내용을 확정하도록 한 것이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다.

2)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서 발췌하여 합성된 조어이다.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 또는 간단히 “정형거래조건통일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민간기구인 국제
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1936년에 Incoterms를 제정하였으며, 국제운송 및
통신의 발달과 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라서 수차례(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개정·보
완되었다. 현행 Incoterms 2010은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정형거래조건은 물품인도와 관련하여 인도장소, 인도방법, 인도증빙, 운송·
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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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FOB, CIF 등) 사용한다.
Incoterms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를 제외하고 유형재로서 매매되는 물

구분

의미와 위험이전(A)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
(지정인도장소)

- 매도인이 수출통관된 물품을 자신의 영업구
내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
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
<인도시점>
a) 지정장소가 매도인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때
b) 기타의 경우: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
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 매도인은 A(위험이
전)까지의 모든 비
용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지정목적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

- 매도인은 A
(위험이전)까지의
모든 비용 부담
- 물품의 적재비용 및
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 중에서 운송계
약상 매도인이 부담
하기로 한 비용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지정목적지)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
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
담하여야 하는 것
-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
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
을 체결함

- 매도인은 CPT 조건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된 목적지까지
의 적하보험료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목적항 또는 목적
지의 지정터미널)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
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
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
이 인도하는 것
-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
을 운송하고 취급하는 데 수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의도하는 경우
에는 DAP 또는 DDP가 사용되어야 함

- 매도인은 A(위험이
전)까지의 모든 비
용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 매도인은 A(위험이
전)까지의 모든 비
용 부담
- 운송계약상 매도
인이 부담하기로
한목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인도)
(지정목적지)

-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 매도인은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 위험과
비용을 모두 부담함

- 매도인은 A(위험이
전)까지의 모든 비
용 부담
- 운송계약상 매도인
이 부담하기로 한 목
적지의 양하비용

- 수출입통관·
승인
: 매도인의무

품의 인도와 관련된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Incoterms는 인도장소, 인도방법(반입인도·적재인도), 인도의 증빙(인도서류),
위험 및 비용분담,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당사자, 운임 및 보험료 부담자, 수출
입허가 승인, 수출입통관의무, 관세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ncoterms는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관계만을 규정할 뿐 종속계약인 운송계약,
보험계약, 지급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 이전 및 계약위
반과 구제 등은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준거법(governing law)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통일된 해석규칙이므로 통일법이나 조약과
같이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오직 계약 당사자들의 상호 협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체결 시 자신들이 선택한 정형거래조건
이 ‘Incoterms 2010’에 따라서 규율되기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준거법조항과 함
께 다음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Trade Terms: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10”

정형거래조건 중 많이 적용되는 조건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5 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
구분

의미와 위험이전(A)

비용이전(B)

비고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어떠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복합운송 포함 모든 운송방식)
EXW(Ex Works)
(공장인도)
(지정인도장소)

- 매도인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인도하는 것

- 매도인은 A
(위험이전)까지의
모든 비용 부담

- 수출입통관·
승인
: 매수인의무

비용이전(B)

비고

알아두면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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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노하우
구분

의미와 위험이전(A)

비용이전(B)

비고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해상운송 포함 수상운송방식)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지정선적항)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
정된 본선의 선측(예컨대, 부두 혹은 바지선)
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이 아닌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전형적이므로 FAS 규칙보다
는 FCA 규칙이 사용되어야 함

- 매도인은 A(위험이
전)까지의 모든 비
용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지정선적항)

-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
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
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함
-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
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
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FCA 규칙이 사용
되어야 함

- 매도인은 A(위험이
전)까지의 모든 비
용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지정목적항)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
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을 의미함.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
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
-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
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
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CPT 규칙이 사용
되어야 함

- 매도인은 A(위험이
전)까지의 모든 비
용 부담
- 물품의 본선적재비
용 및 합의된 양륙
항의 양륙비용 중에
서 운송계약상 매
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
함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
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을 의미함.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
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
-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
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게약
을 체결하여야 함
-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
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
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CIP 규칙이 사용
되어야 함

- 매도인은 A(위험이
전)까지의 모든 비
용 부담
- 물품의 본선적재비
용 및 합의된 양륙
항의 양륙비용 중에
서 운송계약상 매
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 매도인은 인도지점
으로부터 적어도 지
정목적항까지 물품
을 보호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함

#5 무역상담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바이어와 상담할 때 주의할 사항이나 성공 노하우 등은 어느 나라 바이어인지, 혹은 상담 장소나 상황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바이어 상담 주의사항 및 노하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❶ 철저한 상담 준비
상담 전 한 페이지로 된 회사 소개, 상담 목적 등 사인이 들어간 비즈니스 레터와 명함을 준비한다. 또한
카탈로그를 송부할 때 비즈니스 레터를 포함시키면 바이어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카탈로그는 제품 설명이 세부적으로 된 것을 사전에 송부한다. 이 경우 상담 때에는 제품 설명보다 계
약 관련 내용에 초점이 모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허술하게 만들어진 카탈로그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카탈로그에는 수출 상대국의 도량형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ft’와 ‘inch’ 또는 ‘pound’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번역은 간결한 현지어로 하는 게 좋다. 전시회 등에서 여러 국가의 바이어를 만나 상담할 경우에는 영
어를 사용하면 된다. 한국 문장을 현지어로 다시 만든다는 자세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전문가에
게 의뢰해 친근한 번역을 하면 바이어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❷ 비즈니스 매너 갖추기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첫 대면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이 잘 안 된다거나 의사소통 장애 등의 이
유로 얼굴을 찌푸리는 등의 몸짓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거래가 이뤄지지 않더
라도 상대방은 미래의 바이어라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겸손한 자세로 상담해야 한다. ‘이 분야는 내가 더 잘 안다’면서 상대를 가르치는 말투를 지양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상담에 임한다.
상담 중인 바이어와 이야기가 잘 안 통해도 다른 데서 구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시장정보를 얻거나 다른
바이어를 소개받을 수도 있으니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된 가격표와 제품 설명서를 제시하고 상담에 임하기보다 날씨, 문화,
상대방의 취미와 특기 등 다양한 주제로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바이어의 성향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구축하면서 제품 사양과 가격 이야기로 자연
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시에는 제품의 정확한 스펙과 효능, 구입에 따른 이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옷차림은 정장이 바람직하다. 넥타이를 안 매더라도 깔끔한 복장이 요구된다.

❸ 상관습·문화에 유의하기
바이어가 속한 나라마다 상관습이나 문화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제품 설명 시에는 반드시 검지를 사용하
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가장 긴 중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중지는 상대방에
대한 욕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피한다. 또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이나 종교적인 이야기는 삼간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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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중동 바이어에게 알라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서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없다.
상담 후에는 느긋한 자세로 기다려야 한다. 바이어가 관심이 있으면 자신의 업무계획에 맞춰 세부사항
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상담 후 즉시 통보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

와 연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바이어와 만나기로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임의로 초
대하는 것은 지양한다. 다른 사람을 초대할 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업체들은 바이어와 상담 후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중개할 중개인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

다리는 것이 좋으며 너무 독촉을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인종 차별적 표현, 음주, 흡연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흑인을 ‘아
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칭하거나 ‘니그로’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한국식 음주문화에 익숙하지 않
은 바이어가 많으므로 술을 권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바이어가 사양하면 더 이상 권하지 않는다.
바이어와 이야기할 때는 꼭 ‘Could’, ‘Please’, ‘Thank you so much’ 등의 표현을 써서 기본적인 예절
을 지키는 게 좋다. 한편 ‘Next time’은 바이어에게 약속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
므로 신중하게 사용한다.

거래를 원하는 바이어의 반감을 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실제 일부 한국 업체들이 바
이어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식사 자리에 중개인을 대동하고 나타나 바이어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❹ 쌍방향 대화 형식의 프리젠테이션
제품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는 자료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바이어들에게 질문
을 던지고 호응을 유도하면서 쌍방향 대화를 시도한다. 현지 바이어들은 강의식 프레젠테이션보다 발
표자와 대화하며 이해하는 제품설명과 시연을 선호한다.
상담 중 한국어로 이야기하면서 웃거나 화를 내면 바이어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고 불가피
한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❺ 전시장에서의 부스 매너
상담요원이 부스에 앉아 있으면 바이어는 누가 부스를 방문해도 개의치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
터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환영받지 않는 상담을 하고 싶은 바이어는 없으므로 부
스에서는 바른 자세로 서서 맞이해야 한다. 또한 부스 안에서 책이나 잡지를 읽는 것은 좋지 않다. 바
이어는 상담요원이 책을 읽는 모습에 감명 받지 않는다.
식사나 흡연 후에는 구강청정제 등으로 입 냄새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늘과 김치 냄새 등은 금
물이다. 상담요원이 음식을 먹고 있으면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만큼 전시회 기간 중 부스
에서 마시거나 먹지 말아야 한다. 부스 안에서는 껌을 씹지 말아야 한다. 껌을 씹으면서 정확한 발음으
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우며 바이어들에게 예의가 없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내방한 바이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담 중일 때 바이어가 오면 상대방에 대한 인지표시를 하거나
같이 대화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추가로 상담요원을 배치해 별도 상담을 진
행하는 것이다.
전시회 기간 중 바이어의 옷차림 등 외관상의 모습으로 그들의 실질 구매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며
칠 동안 계속되는 전시회를 둘러보기 위해 편안한 차림을 하는 바이어도 있기 때문이다.
바이어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참가업체의 부스이므로 부스 청결에 각별히 신경 쓴다. 쓰레기
통과 재떨이는 항상 비어 있어야 하며 카탈로그 등의 인쇄물과 서류가방, 옷 등은 안 보이는 곳에 둔다.
바이어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다. 상담 중 이름을 호명하면 상대방에게 친근감
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바이어의 성 앞에 ‘미스터’나 ‘미스’를 붙여 호명하는 것이 예의 바르다는 인
상을 준다.

❻ 기타 유의사항
바이어들은 저녁식사를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쓰는 경향이 강하고 대부분 비즈니스 미팅은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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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금결제의 여러 방법들

가. 사전송금방식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 before shipment)은 수입상이 무역대금

무역대금 결제는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etter of credit)
의 3가지 결제방법이 있으며 국제팩토링, 포페이팅 등도 활용되고 있다.

전액을 미리(선적 전) 수출상에게 송금하고 수출상은 계약서의 약정기일 이내
에 계약상품을 선적하는 방식이다.
무역계약서의 “Terms of Payment” 난에 “T/T remittance after receiving

3.3.1 송금(remittance)

firm offer sheet”, “T/T remittance in advance on Sept. 5, 2009.”, “By T/T

수입자가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

remittance before shipment in our favor”, “T/T in advance in our favor”,

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By T/T (Telegraph Transfer) in advance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 등의 방

Sales Contract” 등으로 기재하며, 대금송금을 받을 은행의 명칭과 정확한 계

법으로 수출업자에게 송금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별도로 통보하여 알려준다.

표6 송금 방식의 종류별 개요
송금방식
사전송금방식
(advance
remittance
before shipment)
사후송금방식
(later remittance
after shipment)
현품인도 결제방식
COD(cash on
delivery)
서류상환 결제방식
CAD(cash against
documents)

선적통지부
결제방식
(open account)

혼합 방식
(Mixed Payment)

그림5 사전송금방식 흐름도
개요

•선적 전에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미리 송금하는
방식, 일시선불과 분할선불, 수입상 자금부담.
•단순송금방식(advance payment),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or cash in advance)
•주문지급(cash with order: CWO, 특정상품의 주문 생산)
•수출상이 대금을 받기 전에 상품을 미리 선적하고,
수입상이 상품수령 후에 대금을 지급함.
•선적서류지급불, 상품인도지급불, 외상지급
•후지급(open account), 기한부지급(deferred payment)
•현금교환인도조건: 수출상이 상품선적 후 서류를 자신의
대리인(수입자 국가 소재)에게 송부하고, 대리인이 물품을
수취한 후 수입상이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
금을 결제함.(사후송금방식)
•서류교환인도조건: 수출상이 상품선적(선적 전 검사를
수입상의 대리인이 수행함) 후 서류를 수입상의 대리인
(수출상 국가 소재)에게 인도하면서 대금결제 수취함.
(사후송금방식). D/P의 유럽방식
•수출상이 선적 후 매입은행에 선적통지채권을 매입 의뢰하
면 매입은행이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방식.
•수입상은 송금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매입은행에 송금.
결제기간은 통상적으로 30일에서 180일
•외상거래, 상호계정방식, 청산거래방식(사후송금방식)사후
송금이므로 수출상의 신용위험이 존재함
•선지급, 동시지급 및 후지급을 혼합한 결제조건
•송금방식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적용됨.
•누진불 지급방식(progressive payment base, installment
payment) : 예컨대, 매수인이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1/3,
선적 완료후 1/3, 잔액은 화물도착후에 지급하는 방식.
선박, 증기기관 및 기계, 설비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방식. 미국에서는‘Rate Payment’라고 함.

위험부담
상업위험
mercantile risk
(수입상)
신용위험
credit risk
(수출상)
신용위험
credit risk
(수출상)
수입상의 대금
지급거절
가능성

수출상의 선적 후
수입상이 대금지급
거절 가능성

수출상은 후불
부분, 수입상은
선불부분에
각각 위험 존재

결제은행
settling bank
④입금통보

③송금의뢰
④입금통보

지급은행
paying bank

송금은행
remitting bank

⑤대금입금통보
수출업자
exporter

②대금지급
①사전송금 계약 체결
⑥상품선적

수입업자
importer

사전송금방식이 비록 수입상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 결제금액이 작아 상품(견본·시험상품 등) 인수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출상의 지명도·신용도가 높아 물품을 받는 데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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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거래선, 본·지사간의 경우처럼 수출상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있는

다. 선적통지부 결제방식(open account)
수출입상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기본매매계약(OA

경우
- 물품의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미리 송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등

Master Contract)을 체결한 후, 매 건별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등
에 의거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상에게 송부하면,

나. 사후송금방식

수입상은 기본매매계약서상의 결제조건에 따라 선적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사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 after shipment)은 수출상이 대금을 받기 전

이 경과한 후(또는 일정기일)에 수출상이 지정한 Account로 대금을 송금하

에 수입상에게 상품과 선적서류를 발송하고, 수입상은 상품을 수령한 후에 물

여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인 사후송금방식 수출의 경우에

품대금을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사후송금방식은 그 성격

는 선적서류 또는 수출물품이 수입상에게 ‘인도’되어야만 수출채권이 성립하

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른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Open Account(O/A),

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OA 방식은 수출업체가 물품을 선적한

COD, CAD, European D/P 등이 있다.

후 해외의 수입상에게 선적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수출채권이 확정된다는

무역계약서의 “Terms of Payment” 난에 “T/T in favor of supplier upon

점에서 양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OA 거래의 이러한 특성(수출상

receipt a non-negotiable copy of clean on-board B/L consigned to the

이 수입상에게 선적 사실을 통보하는 시점에서 외상채권이 성립됨)으로 인

buyer”, “By a T/T(Telegraph Transfer)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B/

하여, 수출상은 선적완료 후 즉시 당해 외화채권을 거래은행에 매각함으로

L” 등으로 기재하며, 대금송금을 받을 은행의 명칭과 정확한 계좌번호를 계약

써 조기에 현금화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OA NEGO’라

서에 기재하거나 별도로 통보하여 알려준다.

부르고 있다.

그림6 사후송금방식 흐름도

그림7 선적통지부 결제방식 흐름도

결제은행
settling bank

수출업자
exporter

③대금지급
①사전송금 계약 체결
②상품선적

수입업자
importer

매입은행

④통관 및 선적

수입상
Buyer
⑦송금의뢰

⑥대금입금통보

⑥수출 금융 제공

송금은행
remitting bank

⑤선적통지
채권 매입 의뢰

지급은행
paying bank

③거래승인 및
약정체결

⑤입금통보

②거래문의 및 상담

⑤입금통보

④송금의뢰

①매매계약 체결

수출상
Seller

⑧수출대금송금

송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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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품인도 결제방식(COD : Cash On Delivery)

마. 서류상환 결제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nts)

현품인도 결제방식은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상업송장, 선하증

서류상환 결제방식(Cash Against Documents; CAD)은 수출상이 상품을 선

권, 보험서류 등)를 자신의 지사나 대리인(주로 수입업자의 국가에 소재함) 또

적하고 선적서류(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서류 등)를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

는 거래은행에게 송부하여 현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사나 대리인이 화

인(주로 수출상의 국가에 소재함)에게 제시하거나 또는 해외의 수입상에게 직

물을 수입통관하여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수입상이 직접 현품을 검사한 후

접 서류를 송부하여, 당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방식이다.

아래 [그림8] 현품인도결제방식 흐름도에서 ③서류송부의 방법에는 두 가지

통상 수입자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

가 있는데, 하나는 수출업자가 직접 수입업자의 소재지에 있는 자신의 해외지

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PSI : Pre-Shipment Inspection)를 한

사 또는 대리인, 거래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수출업

후 지급한다. 대개의 경우 수입상(또는 대리인)이 선적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자가 자기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자 거주지의 은행에 서류를 추심의뢰하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출입상간의

는 방법이 있다.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금의 송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COD 거래조건에서는 수출업자는 선적서류를 작성할 때, 수화인(consignee)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등이며 보통 동 선

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하고 착화통지처((notify party)를 수입업자로 하

적서류를 은행을 통해(B/L상의 Consignee가 은행) 수입자에게 전달하게 되며

여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지 못하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받고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은행은 그 대금을 수

도록 하여야 한다.

출자에게 송금하게 된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9] 서류상환결제방식 흐름도에서 ⑤ 서류송부의 방법에

그림8 현품인도결제방식 흐름도

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수출업자의 소재지에 있는 수입업자의 해
외지사 또는 대리인, 거래은행이 직접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이고, 다른

①OCD 매매계약
수출업자

수입업자

하나는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하는 방법이 있다.

②선적
⑤상품검사후
대금결제
물품인도

⑥대금송금

④서류제시
물품획인

⑦대금지급
수출업자의
거래은행

③서류송부

수출업자의 해외지사
또는 대리인, 거래은행

CAD 방식의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한 상태에서 수입업자가 자신
의 해외지사 또는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게 되는 경우에
는 수출업자는 이미 발송한 물품을 회수하여야 하는 등의 곤란한 상황에 처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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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서류상환결제방식 흐름도
④ 무역조건의 해석기준 및 준거법(Trade Terms and Governing Law)을 명시한다.
①CAD 매매계약

⑦통관·물품인수

수출업자

⑤ 계약위반, 보상(Breach, Indemnity)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여 명시한다.
⑥ 인도지연(Late Delivery)에 따른 지체보상금 산정 및 청구의 내용을 명시한다.

수입업자
② ③의 검사후 선적

2) 사후지급 송금 결제방식에서 수출자의 실무적 유의사항
⑥서류인도

③서류제시

④대금지급
서류인도

② 수출자는 수출대금의 회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출보험에 가
입하는 방법(http://www.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이 가장 안전한 대안이며 또는 차선책

③서류송부
ⓐ수출업자의 해외지사
또는 대리인, 거래은행

① 수출자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이행하여 신뢰성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으로 대리인을 선정하여 거래하는 방식인 COD 및 CAD 거래로 유도하여 단순송금방식보다는
수입업자의
거래은행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③ 수입상이 신용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수출보험대상이 아닌 경우, 또한 대리인을 선정하여 거래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출대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신용장방식 또는 보증서방식의 거래
를 택하여야 한다.
④ 수출상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대한 과잉의욕 또는 수출거래에서 발생될 이익에 치중하여 거래

Tip

송금결제방식의 실무유의사항

하는 자세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상품의 공급과잉으로 국제상품시장이 바이어시장(buyer’s
market)으로 바뀜에 따라서 해외바이어의 송금방식 요구가 증가한다.
⑤ 송금방식에 대한 수출금융수단으로‘수출팩터링’및‘O/A(Open Account) 매입’이 이용되고 있

1) 매매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구체적 사항 명시

송금방식은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음법을 적용시킬 수 없는 거래이다. 송금방식거래에
적용되는 국제규칙도 존재하지 않으며,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은행의 지급확약도 없기 때문에 오직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거래가 성립되어진다. 그러므로 송금방식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① 클레임 제기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
은 상세한 검사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한다.
② 각종 불가항력사태를 열거한 목록과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③ 소송에 의한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무역분쟁은 일반적으로 중재에 의하여 해
결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서의 중재(Arbitration)조항에 중재지, 중재기관 등의 중재에 관한 사항
을 합의하여 명시한다.
“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
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으나 취급기관인 금융권의 해외리스크 평가 및 관리능력 미흡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 사전송금 결제방식에서 수입자의 실무적 유의사항
사전송금 방식은 수입상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므로 사전송금방식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실무적으로 대금회수에 관한 대응방안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수입자는 수출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이행하여 신뢰성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선지급 한 대금의 회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입보
험에 가입하는 방법(http://www.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이 가장 안전한 대안(현재 수입
보험은 HS 조회를 통하여 가입가능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이며 또는 차선책으로 대
리인을 선정하여 거래하는 방식인 COD 및 CAD 거래로 유도하여 단순송금방식보다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③ 수출상이 신용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수입보험대상이 아닌 경우, 또한 대리인을 선정하여 거래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지급 한 대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보증신용장방식 또는 보증서방
식으로 거래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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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추심(Collection)
추심(Collection) 결제방식이란 송금(Remittance) 결제방식과는 반대로 수
출상이 먼저 매매계약에 일치한 물품을 수입상 앞으로 선적한 후에 계약서에
명시된 선적서류에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Bi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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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추심방식의 거래 형태들
구분

개요

위험부담

지급인도방식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상이 상품선적후 서류와 일람지급화환어음을 수출상 거래은행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추심은행)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은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면서 지급받은 대금을 추심의
뢰은행에 송금하여 결제받는 방법. 무신용장 at sight 방식(환어음 기
재 예 : at sight)

수입상 유리.
수출상은 대금지급
거절 위험

인수인도방식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출상이 상품선적후 서류와 기한부화환어음을 수출상 거래은행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추심은행)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은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면 수입상이 환어음을 인수
(acceptance)하고 환어음의 만기에 지급받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
에 송금하여 결제받는 방법. 무신용장 usance방식(환어음 기재 예 :
at 90 daysafter sight)

수입상 유리.
수출상은 대금지급
거절 위험

Exchange, Draft)을 첨부하여 이를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추심(Collection)을 의
뢰하면 이 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의뢰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추심결제 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영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일람지급(At sight)의 지급인도방식(D/P; Documents against

관여하는 은행은 단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중개인 또는 보조자의 역할을 담

Payment)과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상)이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Acceptance)

당하게 될 뿐이다. 즉 신용장방식은 수출상에 대한 지급책임이 개설은행에 있는

의 뜻만 표시한 후에 선적서류를 영수하고 일정기간 후(환어음의 만기일)에 대

데 반하여, 추심방식에서는 그 지급책임이 오로지 수입상에게 있다는 점에서 양

금을 결제하는 기한부거래(Usance)의 인수인도방식(D/A; Documents against

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cceptance)의 두 가지가 있다.

또한 추심방식은 환어음이 발행되고 거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송금방식과 구별이 된다. 송금방식은 채무자인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그

<추심방식(collection) 특징>

대금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추심결제방식은

① 환어음 사용(어음법 적용)

채권자인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거래은행을 통해 추심함으로써 그

② 국제규칙(URC, 추심통일규칙) 적용

대금을 회수하는‘역환’의 방식이다.

③ 서류와 대금을 관계은행(추심은행, 추심의뢰은행, 제시은행)을 통하여 송부함.

추심결제방식의 관계당사자는 다음과 같다(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 URC :

④ 본·지사간 거래, 신용이 아주 두터운 거래선 사이에 사용됨. 은행의 지급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제3조).

확약이 없음.
⑤ 신용장거래보다 낮은 은행수수료 부담
⑥ 환어음의 지급인(Drawee)은 수입상임.

•추
 심의뢰인(principal) : 물품을 선적하고 거래은행에 추심을 지시하는 수출
상(seller, exporter)을 말한다.
•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지시받은 수
출국의 은행이다.

추심방식 거래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개입되지 않고 수출입 당사자간의 신용을

• 추심은행(collecting bank) : 추심의뢰은행이 요청한 추심의뢰서(collect

기반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용장방식과 구별되며, 추심거래에

order)에 따라 지급인에게 추심하여 대금을 송부하는 수입국의 은행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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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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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수출상)이 거래하는 은행(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에 추심

• 제시은행(presenting bank) : 환어음의 지급인에게 제시를 하는 수입국의

(collection)을 의뢰하여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추심은행 :

은행을 의미한다.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추심은행은 수입

collecting bank)으로 보낸다. 수입상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인

자와의 거래관계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입자에 대한 서류의 제시가 곤란한

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며 지급받

경우에는 다른 추심은행(제시은행)으로 추심서류를 송달하여 다시 추심의뢰

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해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하게 된다(대개의 경우는 추심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되도록 추심은행
을 선정한다. 즉, 조속한 추심을 위하여 최초의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이 되

그림10 지급인도방식 거래흐름도

도록 하는 것이다).

①D/P 무역계약 체결
수출자

표8 추심방식의 거래 프로세스
1. 매매계약 체결

수출자와 수입자가 D/P, D/A 방식 매매계약 체결하고 지급조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함
① D/P “Payment Terms : By a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at sight”
② D/A “Payment Terms : By a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at XX days after sight”

2. 추심의뢰

①수
 출자는 수출물품 선적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작성한 환어음과 계약조건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추심의뢰은행에 제시하여 수입지 은행(추심은행)으로 추심하여 줄 것을 의뢰함
②수
 출자 거래은행은 수출자가 제시한 선적서류에 결제조건 등 추심에 수반되는 제조건을
작성한 추심의뢰서를 첨부하여 수입지 은행 앞으로 송부함

3. 서류도착

①수
 출자는 수출물품 선적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작성한 환어음과 계약조건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추심의뢰은행에 제시하여 수입지 은행(추심은행)으로 추심하여 줄 것을 의뢰함
②수
 출자 거래은행은 수출자가 제시한 선적서류에 결제조건 등 추심에 수반되는 제조건을
작성한 추심의뢰서를 첨부하여 수입지 은행 앞으로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추
심서류가 내도되면, 수입자에게 추심서류 도착통지를 하여 조속한 어음의 결제(어음 제시
즉시 결제 : D/P) 또는 인수(기한부 지급 : D/A)를 요청함부함

4. 결제 및 선적서류
인수

①추
 심서류를 받은 수입자는 추심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지급(인수)거절을 하고, 하자가 없으
면 추심대금을 결제(D/P)하거나 인수(D/A)하고 추심은행은 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함
②D
 /P의 경우 추심은행은 결제와 동시에 추심의뢰은행 앞 추심대금을 송금하며, D/A의 경우
는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추심대금을 결제 받아 송금함

5. 통관

수입자는 인수한 선적서류와 기타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통관함

수입자
②상품선적

③추심의뢰
(매입의뢰)
(sight bill)

⑩수출대금지급
추심후지급(bill collection)
④추심전지급(bill purchased):
은행이 환어음 매입하고
수출대금 선지급(서류완비,
담보제공)
추심의뢰은행
(매입)

⑥서류·어음
제시

⑤추심의뢰 서류송부
예치환거래은행 지정하여
동 은행으로 입금의뢰
⑨출금통보

⑨입금통보
결제은행

⑦어음일람후
즉시 수입대금 결제
(at sight)
(전신환매도율)

추심은행
(제시은행)
⑧결제지시
추심은행구좌에서
차기(debit)하여
추심의뢰은행으로
대기(credit)

위 흐름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대금의 지급방식이 D/P조건인 무역계약을 체결

가. 지급인도방식(D/P, Documents against Payment)

한다.

지급인도방식(Documents against Payment; D/P)이란 신용장이 없는 at

② 수출업자는 필요한 경우(수출제한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출승인

sight(일람지급) 방식의 개념으로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상품

(Export License, E/L)을 받고 수출업자의 보험부보조건인 경우(CIF, CIP

을 선적하고 관련서류(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서류 등)가 첨부된 일람불화

조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수입업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인 경우에

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하여 발행

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 소정의 수출절차를 종료한 다음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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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의뢰인이 지시한 경우에는 지정한 추심은행을 이용하며, 지정하

③~④ 수출업자(Principal)는 D/P계약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업송장, 선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심의뢰은행 임의로 선정한 지급지나 인수지 국가

증권(B/L), 보험서류 등 약정한 서류와 수입업자 앞으로 일람출급환어음

에 있는 어떠한 은행으로도 추심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다(URC 제5조). 그

(sight bill)을 발행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

리고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추심은행은 수입자와의 거

에 추심(또는 추심전매입)을 의뢰한다.

래관계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입자에 대한 서류의 제시가 곤란한 경우에

수출업자가 추심(또는 추심전매입)을 의뢰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으며 부

는 다른 추심은행(제시은행)으로 추심서류를 송달하여 다시 추심의뢰하게

도에 대비한 채권보전조치를 은행이 취한 경우에는 은행은 추심전매입

된다(대개의 경우는 추심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되도록 추심은행을

(B/P; Bill Purchased)으로 환어음을 추심전에 매입하고 그 대전을 선지

선정한다. 즉, 조속한 추심을 위하여최초의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이 되도

급한다. 이 때 은행은 선지급한 환어음대전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추심은

록 하는 것이다).

행(collecting bank)에 송부하여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나중에 수취하므로
우편송달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성격의 환가료를 공제해 산출한 금액을 수
출업자에게 선지급하게 된다. 위의 흐름도에서 ④는 추심전지급에 해당하

⑥ 추심은행(제시은행)은 운송서류를 수령하고 이를 수입업자에게 추심서류
도착통지를 하여 조속한 어음의 결제를 촉구한다.
⑦ 수입업자는 운송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일람출급환어음을 일람한 후

는 것이다.

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운송서류를 인도 받는다. 이 때 전신환매도율을

반면에, 추심의뢰은행이 선지급하지 않고 추심절차에 의하여 추심후지급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은행에 지급한다. 수입상은 관계 화물을 통관·

(B/C; Bill Collection)으로 취급하게 되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

인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서 환어음과 서류를 추심은행 앞으로 송부하여 추심은행이 수입업자로부

⑧~⑨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이 지시한 결제은행의 자행계좌에서 차기

터 대금을 수취한 후 서류를 인도하며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으로 보내고

(debit : 출금)하여 추심의뢰은행의 계좌에 대기(credit : 입금)할 것을 결

추심의뢰은행은 이를 다시 수출업자에게 지급한다. 추심후지급에서는 수

제은행에 의뢰한다. 결제은행은 추심은행에게 차기(출금)를 통보(debit

출자에게 지급되는 되는 경우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한다.

advice)한다. 결제은행은 추심의뢰은행 앞으로 대기(입금)되었음(credit

⑤ 추심의뢰은행(또는 추심전 매입은행)은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추심은행

advice)을 알린다.

(collecting bank)에 송부하고 대금을 자신의 해외 예치환거래은행의 계

⑩ 추심의뢰은행은 자기은행 계좌에 입금된 수출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

좌에 입금시키도록 의뢰한다. 수출상으로부터 추심의뢰 요청을 받은 수

한다. 이 경우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추심후지급(bill collection)의 절

출지의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추심에 수반하는 모든 지시

차를 통하여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수입업자는 추심은행으로부터 인도받

(instruction)를 기재한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추심서류와 함께 추심은

은 서류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수입승인을 득하고 소정의 수입신고절차

행에 송달하여 수입자 앞으로 추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때 추심의뢰

를 필한 후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면 거래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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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수인도방식(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위 흐름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수인도방식(D/A)이란 신용장이 없는 기한부(usance) 방식의 추심결제방
법이다.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서류 등의 약정한
선적서류를 첨부한 기한부 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에 수입상을 지급

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대금의 지급방식이 D/A조건인 무역계약을 체결
한다.

인으로 기재하여 발행하고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수출상의 거래

② 수출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출승인을 받고 수출업자의 보험부보조건인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추심은

경우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수입업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인 경우에

행)으로 송부하면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은 해당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

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 소정의 수출절차를 종료한 다음에 계

부터 어음의 인수(Acceptance) 서명을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

약상품을 선적하고 운송서류를 준비한다.

에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한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

③ 수출업자(Principal)는 D/A계약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는 방식이다. 그 흐름은 D/P방식과 동일하며 D/P방식(일람출급 환어음 발행)

(B/L), 보험서류 등 약정한 서류와 수입업자 앞으로 기한부환어음(usance

과 다른 점은 기한부 환어음이 발행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환어음을 인수하는

bill)을 발행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에 추

절차와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이 결제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심(또는 추심전매입)을 의뢰한다.
④ 수출업자가 추심(또는 추심전매입)을 의뢰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으며 부도

그림11 인수인도방식 거래흐름도

에 대비한 채권보전조치를 은행이 취한 경우에는 은행은 추심전매입(B/P;
Bill Purchased)으로 환어음을 추심전에 매입하고 그 대전을 선지급한다.

①D/A 무역계약 체결
수출자

수입자
②상품선적

③추심의뢰
(매입의뢰)
(usance bill)

대금을 나중에 수취하므로 우편송달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성격의 환가료

⑩수출대금지급
추심후지급(bill collection)
④추심전지급(bill purchased):
은행이 환어음 매입하고
수출대금 선지급(서류완비,
담보제공)
추심의뢰은행
(매입)
⑨입금통보

이 때 은행은 선지급한 환어음대전을 추심은행에 송부하여 수입자로부터

⑥서류·어음
제시

⑤추심의뢰 서류송부
예치환거래은행 지정하여
동 은행으로 입금의뢰
⑨출금통보
결제은행
(Settling Bank)

⑦어음일람후
환어음 인수서명
선적서류 수취후
만기에 대금 지급

추심은행
(제시은행)
⑧결제지시
추심은행구좌에서
차기(debit)하여
추심의뢰은행으로
대기(credit)

및 usance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공제한 환율(구 기한부환어음 매입률)
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출업자에게 선지급하게 된다.
반면에, 추심의뢰은행(수출자 거래은행)이 선지급하지 않고 추심절차에
의하여 추심은행(수입자 거래은행)으로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송부하여 수
입업자로부터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수취한 후에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
행으로 보내고 추심의뢰은행은 이를 다시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추심후
지급(B/C : Bill Collection)의 경우에는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한다. 상기의
흐름도에서 ④는 추심전지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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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심의뢰은행(추심전 매입은행)은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추심은행에 송부

여기서 “개설은행의”란 표현은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의 결정적/최종적인 지급

하고 usance 기간 이후인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자신의 해외 예치환거

책임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수입상이 파산하거나 다른 이유로 지급불능

래은행의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의뢰한다.

사태에 처해지더라도 수출상의 대금을 못 받을 위험은 없다.

⑥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수령하고 이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한다.
⑦ 수입업자는 운송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기한부어음에 인수 서명표시
를 하고 선적서류를 인도 받는다. 수입업자는 추심은행으로부터 인도받

또 “조건부”라는 말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상이 제
시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신용장의 모든 내용이 조건이다.(예 : 날짜관련조건,
서류관련조건, 기타조건 등)

은 서류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득하고 소정의 수입신고

마지막으로 “지급확약서”(Undertaking of Payment)란 개설은행이 대금지

절차를 필한 후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한다. 수입업자는

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절대 지급보증서(Guarantee of Payment)가 아니다. 지

usance 기간 이후인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지급한다. 이 때 전신환

급보증은 일차적으로 수입상이 지급의무, 개설은행은 2차적 지급책임의 개념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은행에 지급한다.

이 된다.

⑧~⑨ usance 기간 만기일에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이 지시한 결제은
행의 자행계좌에서 차기(debit : 출금)하여 추심의뢰은행의 계좌에 대기

가. 신용장거래의 효용

(credit : 입금)할 것을 결제은행에 의뢰한다. 결제은행은 추심은행에게 차

신용장방식은 송금방식이나 추심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중립적인 결제

기(출금)를 통보(debit advice)한다. 결제은행은 추심의뢰은행 앞으로 대기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수출입상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

(입금)되었음(credit advice)을 알린다.

① 사후송금방식이나 D/A 방식 모두 상품의 인도 후에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

⑩ 추심의뢰은행은 자기은행 계좌에 입금된 수출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

짐으로 인하여 수출상으로서는 대금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나, 신

한다. 이 경우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추심후지급(bill collection)의 절

용장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수입상의

차를 통하여 성립한다.

신용과는 관계없이 대금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② D/P 방식하에서 수입상의 결제거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재선적

3.3.3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고객(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

또는 재판매 등과 관련한 손실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수출상으로
서는 매우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약정한 조건과 일치 및 서류제시와의

③ 사전송금방식의 거래에서 수입상은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그 대

상환으로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익자(Beneficiary) 또는 그 지시인

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상품인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데 반

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conditional

하여, 신용장방식에서는 신용장의 제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입수

bank undertaking of payment)이다.

한 후에 그 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상품인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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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Importer 또는 Buyer를 말하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자 로서 개설인(opener),

물론,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기인한 한계성으로 인하여 수출입상 모두

환어음의 지급인으로서 Drawee, 대금지급의 무자로서 Accountee, 화물의 수

에게 어느 정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

하인으로서 Consignee, 신용공여자로서 Accreditor라고도 한다.

고 신용장방식이 여타의 결제방식에 비하여 매우 중립적인 결제 방식임에
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용을 확신할 수 없는 신규거래 또는 초

② 수익자(Beneficiary)

기거래의 단계에서는 양자에게 모두 공평한 신용장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상품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 신용장에 의해 혜택을 받는 당사자를 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며, 발행신청인의 반대개념으로서 각각 Exporter, Seller, Drawer(발행인),
Accounter(대금수령인), Consignor(송화인), Accreditee(신용수령인)라고도

나. 신용장의 한계

한다. 신용장을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자(user)로도 부른다.

먼저 수출자 입장에서 보면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서류만을
근거로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자가 이러한 성질을 악

③ 발행은행(Issuing Bank)

용하여 수출상이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사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서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고,

소한 불일치(minor discrepancy)를 트집잡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격할인을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 등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은행이다.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 입장에서 보면 수입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반드시 수입할 수 있다는

④ 통지은행(Advising Bank)

보장이 없다. 신용장 거래는 오직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이러한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신용장발행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계약 체결

추상성을 악용하여 매매계약서와 다른 저질품이나 전혀 다른 상품을 선적하고

은행(Correspondent Bank)으로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 해주는 은행.

서류만 신용장 조건대로 작성하여 제시하더라도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

notifying bank ; transmitting bank라고도 한다.

야 하고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반드시 대금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입자 입장에
서는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정확하게 입수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수

⑤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입자가 신용장 조건에“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용장발행은행의 대외적 신용도가 낮거나 수입국의 대외지급제한 가능성 등
에 대비하여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발행은행과 별도의 지급 확약인 확

다.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들
① 발행신청인(Applicant)
상품매매계약에 따라 수출상에게 신용장을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인(confirmation)을 추가하는 은행, 수출상 의 입장에서는 발행은행과 확인은
행의 두 은행으로부터 각기 독자적인 지급확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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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⑪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신용장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매입하는 은행. 매입은행은

신용장의 최초 수익자(first beneficiary)가 제 2수익자(second beneficiary)

신용장상에 지정될 수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에게 신용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시킬 수 있는 양도가능 신용장
(transferable credit)의 양도 절차를 의뢰 받은 은행을 양도은행이라고 한다.

⑦ 지급은행(Paying Bank)
수익자가 제시한 환어음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은행으로서 신용장 발
행은행,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발행은행의 Corres은행, 또는 제3국의 은행이
된다.

라. 신용장 방식의 거래흐름도
그림12 신용장 방식의 거래흐름도

결제은행 D
(D는 A, B와 치환거래은행)
(A와 B는 상호 예치환거래은행)

⑧ 인수은행(Accepting Bank)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해 발행된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 or time

③대금결제 수권 의뢰

bill)을 인수(acceptance)하는 은행으로서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개설은행 A

된다.

⑩서류인도 대
·금결제

익자가 제시할 때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에게 만기일을 기재한 연지급

⑧서류심사 및 도착통보

연지급 확약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수

②신용장신청 개
·설

⑨ 연지급 확약은행(Deferred Payment Undertaking Bank)

확약서를 발행해주는 은행이다.
수입업자
(Applicant)

⑩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⑦어음대금 결제 청구
⑨대금출금 통보

⑨입금 통보

⑦환어음 및 서류송부

매입은행 B

③신용장개설·통지의뢰
(A와 C는 환거래은행)
⑥화환어음 매입
의뢰 및 서류심사후
대금지급

통지은행 C
(필요시 확인은행)
④신용장통지
(진위검토 및
필요시 확인을
첨가하여 통지)
①매매계약서 체결
⑤상품선적

수출업자
(Beneficiary)

신용장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매입은행 등에게 지급하는 은
행을 말하며 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결제은행(Settling Bank), 환어음

① 매매계약서 체결 : 계약서의 Payment 난에 “Sight Draft for the invoice

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어음지급은행(Drawee Bank)이라

amount under Transferable Irrevocable e L/C”, “ By an irrevocable L/C at

고도 한다.

sight confirmed by THE XXX BANK in Seoul, Korea”, “ By an irrevocable
L/C at sight opened by XXX Bank, Dubai, U.A.E”, “ By an irrevo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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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선적기일이 너무 빠르면 선적기일을 연장하는 등 신용장의 조건변
경(Amendment)이 필요하다.

불은 자유매입 취소불능 신용장(freely negotiable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을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신용장 개설기한(L/C to be opened within xx days

⑤ 상품선적 : 세관수출신고 절차 후 선박회사에 선적의뢰(shipping request,

after contract. L/C to be opened by xx date.)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R)를 하고 선박회사는 화물을 선적하고 운송함. 수출업자는 물품의 원자재를
수입(Master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여 필요한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함) 또는

② 신용장신청·개설 :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 조사한 후

국내(Local L/C 개설하여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매함)에서 조달가능. 상품의 선

외국환거래 약정서 체결, ㉡ 개설의뢰인의 담보 제공 여부(일부 또는 전체금

적은 신용장상의 최종선적기일(latest shipping date)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액), ㉢ 개설한도약정(credit line), ㉣ 개설신청서 심사, ㉤ 개설수수료(term
charge), 전신요금(cable charge) 등 관련 수수료 지급

⑥ 선적서류매입의뢰 및 매입은행의 서류심사후 매입(Nego) : 신용장의 제
조건(terms and conditions)과 제시된 서류의 기재내용의 일치여부를 심사한

③ 신용장개설·통지의뢰·대금결제수권의뢰 : ㉠ 개설은행이 직접 수익자

후 일치하는 경우에 환가료(exchange commission : 매입은행이 자기자금을 먼

에게 통지하는 방법(신용장의 진위성 문제)과 ㉡ 개설은행이 수익자 소재지의

저 지급함에 따른 자금부담이자로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받을 때

개설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개설사실을 알리고 이들로 하여금 수익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성격의 금액) 및 취급 수수료(Nego charge)를 공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the

제하고 매입은행이 자기자금으로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negotiation 방식의 신

apparent authenticity)을 검토한다. 개설은행은 결제은행으로 대금결제수권의

용장일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은행과 통지은행은 동일한 은행일 경우가 많다.

뢰를 하여 매입은행의 대금청구에 대비한다.
⑦ 서류송부·대금결제청구 : 매입은행은 매입한 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송
④ 신용장통지 : 진위검토 및 필요시 확인[confirmation : 1차적으로 지급확

부한다. 그리고 대금청구를 위하여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결제은행 앞으

약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설은행의 요청으로 제3의 은행(확인은행)이 2차적으

로 결제용 환어음을 송부하여 대금결제신청을 한다(상환방식·매입방식의 신

로 신용장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확약의무를 부담하는 것. 개설은행의 신용

용장인 경우).

도가 낮거나 국가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경우에 수익자(수출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발생]을 첨가하여 통지한다(일반

⑧ 서류심사·도착통보 : 개설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용장의 조건일치여

적으로 advising bank에서 확인을 추가하게 되면 confirming bank를 겸하게

부를 확인한 후 수입업자에게 서류의 도착을 통지한다. 서류의 일치여부에 따른

됨). 수익자는 신용장(master L/C)의 수취 후에 L/C의 내용을 상세하게 점검한

지급 또는 부도권한은 서류접수 익일부터 5은행영업일 내에 개설은행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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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부도통보시에는 하자 내용의 전부를 한꺼번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대금결제 : 개설은행은 서류의 조건일치여부를 심사한 후 하자가 없을 경
우에 개설은행의 자기자금으로 먼저 매입은행에게 대금을 결제한다. 개설은행
의 대금결제수권을 받은 결제은행(settling bank, reimbursing bank)은 개설
은행의 구좌에서 출금하여 매입은행의 구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각각 ⑨ 출금통
보(debit advice)와 ⑨ 입금통보(credit advice)를 동시에 한다. 개설은행으로부

환어음 인수의 뜻을 어음의 배면에 표시하

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했던 대금의 반환요

면 백지배서와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어

청(소구권, with recourse right)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과 확인은

고 있다. 인수의 뜻은 다음과 같이 어음의

음의 전면에 표시하는 것을 상관습으로 하
표면(전면)에 표시한다.

행의 경우에는 소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기한부 D/P(D/P usance)

⑩ 서류인도·대금결제 : 개설은행은 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개설의뢰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서류를 인도하지
않는다.(선하증권의 배서, 개설은행의 지시식 →‘the order of issuing bank’),
(참고사항 : 수입화물선취보증(L/G), 수입화물담보대도(T/R) 제도)

D/P Usance 거래란 추심은행이 Usance 기간 동안 서류를 보관하다가 그 이후에 수입자에게 제시
하여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D/P 거래에서 수입지의 추심은행(수입자 거래은행)은 추심서류가 도착한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즉
시 수입업자에게 서류를 인도하여야 하지만, 선하증권이나 어음의 발행일자 후 일정기간에 서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D/P at sight’라 하고 후자를 ‘D/P usance’라고 한다. 예컨대
결제조건에 대한 표현이 “D/P at 30days after B/L date”라고 되어 있으면 추심은행은 서류가 도착
하였더라도 “B/L 일자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짜”에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약 B/L의 일자가 8월
20일이라면 9월 19일에야 수입자에게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Tip

결제수단에서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이란 국제거래에서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
급인(drawee)에게 일정한 금액(a certain sum)을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er) 또는 소
지인(bearer)에게 일정한 기일 내에 일정한 장소에서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ly) 지급할 것을 위
탁(order)하는 요식유가증권(要式有價證券: formal instrument)이며 유통증권(流通證券: negotiable
instrument)이다.
국제간 환어음의 유통에는 적어도 2개국이 개입되며, 각 나라마다 어음 유통력 강화와 공신력 유지
를 위해 강력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환어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리
하게 되어 있다.

‘D/P at sight’에서는 추심은행(수입자 거래은행)이 상품이 도착되지 않았더라도 서류를 수입업자에
게 인도하여야 하고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하므로 자금 부담이 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D/P at 30days after B/L date”와 같이 기재하여 물품 도착시기에 맞추어 서류를 인
도하도록 하면 수입업자가 자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므로 ‘B/L 일자 후 30일’에 서류를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심은행(수입자 거래은행)은 반드시 ‘B/L 일자 후 30일’에 인도를 하여야지 그렇지 않
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화물이 지정일자 전에 도착하여
어음지급인이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리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심의뢰은
행(수출자 거래은행)의 용인을 받아야 한다.
‘D/P usance’가 ‘D/A’와 다른 점은 ‘D/A’에서는 서류가 도착하는 즉시 인수하도록 하고 대금결제를
일정기간 후에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D/A 30days after sight”이면 수입자가 ‘환어음 및 선적서류
를 인수한 날로부터 30일’에 지급하는 것이다. ‘D/A’에서는 서류가 도착되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인도
가 되지만 ‘D/P usance’에서는 서류가 도착되는 즉시 서류를 인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정기간 후
에 인도하여야 하며 서류를 인수할 때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알아두면 유용한

:: 3. 꼭 알아야 할 무역실무 63

무역 노하우
3.4 통관과 선적, 이것만 알면 된다

#6 환율을 알아야 달러를 번다
여러 차례 언급한대로 무역은 서류상 거래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대로 수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손해 본다)”라는 말이 있다. 무역의 경우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환율
때문이다. 분명 수출이 잘 됐고 큰 이윤이 기대됐는데, 환율이 갑자기 내리는(원화절상) 바람에 원화로
환전해 보니 결국 손해가 나는 것이다.
수입의 경우도 이런 상황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외상(Usance)으로 수입했는데, 대금을 결제하는 시점
에 환율이 올라(원화절하)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결제금액이 크게 높아져 자칫 손해를 보게 된다.
결제시점의 결제통화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제통화가 아닌, 거래 상대국의 통화가치가 급변

입 상품이 오가는 현품 거래이다. 이 때 상품이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
을 통관이라고 한다.
수출을 기준으로 상품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수출상품의 생산 또는 조달(공
장)→내륙운송(트럭, 철도 등)→보세구역 도착(부두, 공항)→통관(관세청)→선(기)

동하면 수입자의 수익이나 손해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단지 결제통화의 환율만이 아닌, 거래상대국

적→수입지 도착”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무역의 특성을 가장 많이 드러

의 환율 변화도 잘 살펴야 한다.

내는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 통관과 선(기)적일 것이다. 통관은 일반적으로

환율 변화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환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출자가 선적 일정을 감안해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에서 이를 승인하여 수출신고

업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헤지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가 단순한 선물환과 환변
동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필증을 발부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통관시점은 위의 이동 경로에서 수출물품 생

아울러 최적의 헤지 시점을 선정해야 하며, 헤지 거래 실행 후 손절매, 만기연장, 헤지상품거래 재구조

산 이전이나 내륙운송 이전에도 통관이 될 수도 있고, 보세구역 도착 이후에도 될

화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늘 환리스크 헤지를 놓고 망설일 수밖에 없다. 원화강세를 염두에 두고 헤지를 하자니
환율이 오르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안 하자니 환율이 떨어질 때 속절없이 손해를 볼 것 같아 답답하다.

한편, 수입의 경우 상품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입항 및 하역→보세구역반입·

먼저 중소기업 CEO들은 매출액 중 몇 %를 헤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별, 품목별, 수출입 형

보세운송·장치확인→수입신고→신고서심사·물품검사→수입신고수리→세액납

태별로 매출액 중 헤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전문적으로는 외환포지션

부”의 순으로 진행된다.

에 대한 기본 헤지 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전략적 헤지라고 한다.
전략적 헤지 비율이 결정되고 난 다음, 전술적으로 환리스크 헤지를 실행해야 한다. 환율 동향에 따라
얼마 정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환리스크 관리에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헤지를 실행하는 순간 환율의 역변동으로 인한 기대 이익
은 냉정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3.4.1 수출신고와 통관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종이서류 없는 인터넷 신고로 하며, 화주 또는 화주의 위

헤지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의뢰하면 명쾌한

탁을 받은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 법인이거나 완제품공급자 등이 할 수 있

방안을 알려주므로 이용할 만하다.

다. 수출신고서류는 수출신고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의한 구비
서류, 전략물자 수출허가서, 위약수출 및 재수출조건 이행사실 입증서류 등이다.
수출신고는 수출 물품 선적일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전
송신고 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전산통보 받거나 신고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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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면

포워더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 적하목록(Manifest)에

된다. 참고로 수출신고 시점은 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를 부여한 시점이다.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여 세관에 선적 완료한 사실을 신고한다.

세관에서는 수출통관시스템(CEDIE, Customs EDI for Export)의 전송신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

자료가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원칙

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

적으로 수출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한다.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

그러나 ①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품목 중 수출신고수리
전에 요건구비 증명이 필요한 물품. 단, 요건확인기관과 전산망이 연계된 물품
제외 ②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

하여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을 선적한 운수기관의 출항 적하목록이 제출되면 CEDIE에 선적 여부가
기록된다.

출 ③ 수출자가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재수입시의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상의 필요) ④ CEDIE에서 서류제출 대상으로 통보된

①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은 적재기간을 경과하여 미적재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

물품 ⑤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인에게 “수출신고 수리 취소 예정통보”를 한다.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CEDIE로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세관장이

② 수출신고수리 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

다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수출신고를 수리하

인규명을 하여 적하목록 정정, 수출신고 정정, 적재등록 등의 방법으로 원

고 이 경우 현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인해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출통관시 검사대상물품은 통관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에 의해 선
별하며, 세관별로 1% 이내이다.

③ 미적재 원인규명 결과 적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
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출신고필증은 일반적으로 신고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후 관세사가 날인하여
수출화주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화주가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의 처
리담당자가 날인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수출신고가 수리된다.
이와 함께 수출신고 수리전 보수작업은 물품의 원상태가 변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3.4.3 수입통관
반대로 수입의 경우 통관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우선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
이 입항한 후 부두를 수배하여 물품을 하선하게 된다. 동시에 세관에 수입신고
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세관에서는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수입물품의 현품을 확인
하거나 검사하여야 하는 경우는 창고배정을 받아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하

3.4.2 선적
선적작업 개시 직전에 운송회사는 수출신고필증의 제시를 요구한다. 이후 본
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발급한다.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선사 또는

고, 필요한 경우 수입검사 등을 하게 된다. 이후에 수입신고수리가 이뤄지면 물
품을 반출하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절차가 통관이다.
좁은 의미로는 세관에서 직접 관할하는 절차로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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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수입신고한 후 필요한 경우 심사와 검사를 거쳐 수입신고수리를 받고 수

보세3)구역은 보세화물을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구역으

입물품을 인수한 후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기까지의 일련의

로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정보세구역과 개인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

절차를 말한다.

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및 부
두CY가 있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1) 입항신고

보세판매장이 있다.

해상수입 화물인 경우는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하기 24

보세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보세화물을 국내의 보세구역간에 이동하는

시간 전까지, 항공수입 화물인 경우는 항공기가 착륙하기 2시간 전까지 선박

것으로서 보세운송구간은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허가장소간 이외에도 개항, 세

을 운항하는 선사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관관서, 통관역 및 통관장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한다.
적하목록은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으로서 수

(4) 수입신고

출입물품을 집하·운송하는 선사 또는 항공사, 공동배선인 경우 선박 또는 항

수입신고는 수입하고자 한다는 의사 표시이다. 따라서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공기의 선복을 용선한 선사 또는 항공사,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

제출하면 된다. 수입신고서에 수입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세율, 납부세

성하여 발행하며, 화물의「하선-운송-보관-통관」의 각 단계별로 화물을 총괄

액, 관세감면액과 법적근거, 물품수출자와 특수관계 여부 등 과세가격 결정에 참

관리하기 위하여 최초로 생성된 화물정보이다.

고가 될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와 함께 관세감면이나 분납신
청을 하려면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세감면 또는 분납신청을 하여

(2) 하(기)선

야 한다.

운항선사는 Master B/L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정하여 세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또는 통관법인 등이 할 수 있으며, 신고시기에 따라

관장에게 하선신고서 제출한다. 선사가 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컨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보세구역장치후신고 등 4가지의

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야드(CY; Container

유형이 있다.

Yard)이다.
하역업자는 하선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장소에 물품을 반입하는데,
하선장소 보세구역설영인은 보세구역 반출입요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House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서류
는 화주가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Fax, Copy 포함)도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는 신고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B/L단위로 반입신고 한다.

(3) 보세구역 반입 및 보세운송

3) 보세는 일반적으로「관세유보」또는「관세미납」을 의미하며,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아닌 무세품도 수입통관이
완료되기 전에는 보세화물이라고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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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수입물품 찾기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도착통지를 받고 대금을 결제한 후 선하

② 송품장

증권 원본을 영수한다. 수입업자는 선하증권 사본으로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③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원본은 운송회사에 제시한 후 운송회사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④ 선하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Order, D/O)를 발급받아 이를 창고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영수한다.

⑤ 포장명세서

수입물품은 도착하였으나, 은행에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

⑥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선하증권 원본 대

⑦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

신 사용한다.

른 신고수리 전 구비서류
(5) 신고서 심사 및 물품검사

3.5 FTA 활용하기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후 세관에는 수입통관시스템(CEDIM, Customs EDI for
Import)에 조회하여 C/S결과, 통관검사 및 검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수리, 심사대상, 물품검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입신고서 처리방법 결정한다.

3.5.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해하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체결국 간에 배타적인 무
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쉽게 말하면 회원국간 수출과 수입을 하는 과
정에서 상대방에게 관세 및 비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약속이다. 이에 따라

(6) 수입신고수리

상대방 국가와의 교역에서 대체로 즉시 또는 일정 유예기간이 지난 후 협정대상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부과하지 않게 된다.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
고필증을 교부하며, 신고수리시에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입통관절차가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수입제세 과세절차를 통관
절차와 분리되었으며, 수입제세의 납세의무자인 수입화주가 수입제세를 납부하
는 방법은 납부시기에 따라 신고수리 전에 납부하는 사전납부방법과 신고수리
후에 납부하는 사후납부방법이 있다.

FTA의 직접적인 효과는 수입자가 누리게 된다. 수입할 때 내는 관세를 획기
적으로 낮출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의 수입에서 기존 관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상품이 원부자재일 경우 완성품의 수출 또는 내수경쟁
력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
수출자의 경우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 생산자/수출자 보다 낮
은 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판
매가격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협정 활용을 통하여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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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체결한 9개 FTA 협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평균 FTA 활용률은
2013년 11월 현재 66.9%로 집계되었다. 협정별로는 EU(80.9%)·미국(76.4%)

3.5.2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아세안(10개국),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과 9개 FTA(46개국)가 발효되어 있으며 콜롬비아
와는 협상이 타결돼 국내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일본, 캐나다, 호주 등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38.5%)ㆍ인도(43%) 등과의
FTA 활용은 저조하다.
각 회사마다 수출입 품목, 시장, 경영환경, 관련 FTA 내용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FTA 활용은 크게 품목번호(HS코드) 확인, 관세특혜
대상여부 확인,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 원산지증명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기업 차원에서 FTA를 활용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지원기

3.5.3 FTA 활용하기
보통 FTA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 회사가 FTA를

관을 찾아가면 된다. 전국 각 지역마다 FTA활용종합지원센터(콜센터 1380)를 찾
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히 알려주고 지원해준다.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 품목번호(HS코드) 및 관세특혜 대상 여부 확인
그림13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우리 회사가 수입 또는 수출하는 품목의 HS코드를 아는 일은 FTA로 인해
관세인하 효과 대상품목인지는 물론, 언제부터 얼마나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그리고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통관상의 문제나 FTA
사후관리 문제의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HS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으나 관세사나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의뢰하면 간단히 할 수 있으
며 분석이 필요한 경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관
세청(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에 직접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을 하면 된다.

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원산지 증명
해당 품목이 관세특혜 대상일 경우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느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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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가 해당 FTA 체결국의 원산지로서 기준을 충
족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수출품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부분은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
다. 기업 입장에서 애로가 있을 경우 FTA 종합지원센터(www.okfta.or.kr)를
비롯한 FTA 지원기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다.

FTA 활용 7계명
1. 자동으로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FTA는 ‘양허 대상 품목, 거래 요건(당사자 거래), 직접 운송, 원산지 결정 기준, 형식적 요건’의 5
대 조건이 충족되어야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들 중 FTA가 발효되면 자동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
는 줄 아는데 위 요건을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CEO가 적극 나서야 한다
FTA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내에서도 최고경
영자(CEO)가 관심이 없으면 실무자도 애써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3.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 중앙부처는 물론 한국무역협회, KOTRA,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에서도 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 지원에 나
서고 있다.
- FTA 종합지원센터(www.okfta.or.kr)
- FTA 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
-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 자유무역협정 FTA(www.fta.go.kr)
4. 관세 2~3%라도 대단한 것이다
관세 인하 혜택이 2~3%에 불과하다고 FTA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이어 입장
에서 마진율이 10%라면 2%는 이익의 20%에 해당한다. 당연히 가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5. FTA 활용 안 한다고 해서 본전이 아니다
FTA 발효로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주지 않아 FTA 혜택
을 볼 수 없게 된다면 바이어는 다른 거래처를 찾을 것이다. FTA 활용을 안 한다고 해서 본전
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6. 무역장벽 완화효과에 안주하지 마라
FTA 체결국가로부터의 수입에서 얻는 관세인하 효과나 수출에서 얻는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
만 주목하지 말고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 발굴과 시장개척 기회 활용 등 적극적인 FTA 활용
에 나서야 한다. 가령, 기존의 거래처를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3국간 거래 활
용 등 눈을 크게 뜨고 보면 FTA가 가져다주는 이익은 생각보다 크다.
7. 사후검증에 관심을 가져라
원산지증명서의 증빙서류 유지와 관리가 FTA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임을 명심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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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무역서류는 어떤 게 있나
Offer sheet

수출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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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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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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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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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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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남양주시기업지원센터
(http://1472.nyj.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