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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활용 및
무역사기 대응 설명회
10. 7 (월) 14:00~16:30

ㅣ일

시 ㅣ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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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ㅣ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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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주

관 ㅣ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ㅣ 참가대상 ㅣ 수출입업체 임직원 150여명

ㅣ 프로그램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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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활용 및 무역사기 대응 설명회

1
수출실적 활용을 통한
자사수출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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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실적 활용과 확대방안2019. 10 07
강동우/무역실무상담 전문위원
1

우리회사가 수출실적을 쌓으면 신청할 수 있는 혜택

수출실적 = 우리회사기 무역을 통해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능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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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과 수출실적
OUTBOUND
①수출(대행)자/Exporter
②수출화주/Seller
③제조사/Manufacturer
④구매자/Buyer

수출
○거래대상품목
유체물
무체물

수출실적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25조

○거래형태별
FOB 금액
거래구분(36개 중
13개 실적무관)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직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서 수리일.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적재

물품대금 입금(有/無)

有償/無償에 관계없이

3

참고자료-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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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간접수출 일반무역거래 FLOW

무역 거래형태별 이해

발주 의뢰

AAA(갑)
BBB(을)
물품공급자/제조사

<EXPORTER/
수출자/대행자>

간접수출실적

직접수출실적

 SALES CONTRACT
 PURCHASING

 OFFER SHEET

ORDER(P/O)

 PROFORMA
INVOICE

<거래대상품목 >
유체물(일반상품)
전자적무체물/

BUYER

TENDER(VENDOR)

IMPORTER

용역제공/ 기술제공

PURCHASER

2

•

수출상품공급계약서

•

수출대행계약서

•

구매확인서/국신용장)

질문-1 : 수출대행의 경우 수출실적

A(自社)는 수출계약 당사자로 필요에 따라 세관수출신고시 B에게 수출
대행을 위탁하였음/수출대행계약서(위탁자 및 수탁자)
외국으로부터 물품대금은 직접 A가 받고 수출통관을 진행한 경우 수
출실적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수출(대행)자

B (실적)

화주

A

제조사

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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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수출상품을 공급한 경우 수출실적

C사(自社)는 제조사로 수출자 A의 요청에 따라 수출상품을 공급(판매)
하였고 A사는 매입한 물품으로 수출이행을 한 경우 C사(自社)는 수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없는지요?
수출(대행)자

A (직접수출실적)

화주

A

제조사

C(간접수출)

구매확인서
수출자가 물품공급자앞으로
발행

https://ulocal.utradehub
.or.kr/
○영세율세금계산서
○거래대금입금

간접수출실적확인신청

7

질문-3 : 중계무역의 경우 수출실적/3국간 3자거래

당사는 터키로부터 수출오더를 접수하였고 상품인도는 중국에 있는 제
조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외국인수수입)하여 바로 해외 바이어 터키에
물품을 인도(외국인도수출)하여 수출을 진행한 경우 수출실적은 어떻
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요?

중계(中繼)무역
외국인도수출금액(FOB) – 외국인수수입(CIF)
해외계약서
외화송금 및 입금증명서
수출수입의 실적 및 증명발급신청서 /
수출실적인정 :외국환거래은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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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간 중계무역 거래 FLOW

XXXX(A)
INTERMEDIARY
중계무역 당사자
매매계약
(SALES
CONTRACT)

주문서
(PURCHASING
ORDER)

ENDBUYER

대금지급
(PAYMENT)

선적서류
인도

대금지급
(PAYMENT)

선적서류 제공

MAKE
DELIVERY(SHIP
MENT)

MANUFACTURER
(SUPPLIER)

중계무역 VS 중개무역

차이점

중계(中繼)무역

중개(仲介)무역

계약당사자

각각에 대해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님

거래수익

중계차익

커미션

수출실적

중계차익(수출FOB-수입CIF)

외화가득으로만 인정

매출계상

매입과 매출 계상

대리점 수수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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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 3국간 4자거래의 경우 수출실적

○당사(A)는 해외 터키바이어로부터 수출용 주문오더를 접수하였고 이
를국내 국내(B)사에게 공급의뢰를 하였음(수출상품공급계약서 체결)
○국내(B)사는 중국에 있는 제조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외국인수수입)
하여 바로 해외 바이어 터키에 물품을 인도(외국인도수출)하여 수출을
진행한 경우 수출실적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요?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A사 : 외국인도수출실적
B사 : 외국인수수입실적
수출수입의 실적 및 증명발급신청서 /외국환거래은행
* 회계처리 :계산서(B사) 및 물품인수증(A사) 제공
11

3국간 4자거래 무역거래 FLOW
* 회계처리 :계산서 및 물품인수증 교환

발주 의뢰

AAA(갑)

수출상품공급계약

BBBB(을)

Shipping
Docs.-2
구매요청(P/O)

외국인도수출
대금지급
(PAYMENT)

ENDBUYER

Shipping
Docs.-1

외국인수수입

Shipping
Docs.-3
MAKE
DELIVERY(SHIP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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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탁주문

SUPPLIER/
MANUFACTURER

대금지급
(PAYMENT)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물품인수증예시

RECEIPT OF CARGO

13

질문-6 : 해외위탁판매를 위한 수출의 경우 수출실적

당사는 해외 아마존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상품을 위탁판매용
으로 세관의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내 보낸 경우 수출실적과 관련, 어떻
게 수출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Consignor

Consignee

위탁판매용 물품을 해외로 내보내는 경우 세관신고 :
거래부호 # 31/FOB 신고금액 실적인정
보세창고도 해외위탁판매 포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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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 해외위탁판매를 위한 수출의 경우 수출실적

해외위탁판매거래 형태 FLOW
거래부호 # 31

재수입시 면세

15

위탁판매계약서 내용 일부 예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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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 : 특송 및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수출실적확인 방법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역직구방법으로 수출오더 물품을 특송으로
보내는 경우 어떤절차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특송으로 수출을 하게 될 경우,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함.
따라서,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UNI-PASS,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 교부 및 적
재가 이루어져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17

질문-8 : 용역및 전자적무체물의 경우 수출실적확인방법

○당사는 법무관련 서비스업을 업종으로하는 회사임.
이번 해외기업으로 부터 요청을 받고 한국진출관련 법무관련 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화로 수령하였음
○자사는 중국에 있는 회사로 부터 게임 소프트웨어 공급을 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를 수령한 경우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입실적확인 및 증명서발급사이트
http;//onlinetrade.kita.net에 접속후 준비한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약

서, 외화입금증빙서류등을 스캔하여 준비된 pdf파일을 신청서작성과
함께 업로드한후 담당자확인 및 승인통보가 떨어지면 비로소 실적증
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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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역의 범위)
제3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
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
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
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양도), 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의 허락
19

질문-9 :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거래를 통한 간접수출실적

Q : 당사는 국내 수출업체의 요청을 받고 수출상품을 공급하게 되었습
니다. 수출상품공급자인 당사도 수출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
은 없는지요
A : 수출자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부자재 구매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해서 받으신
후 물품공급이되는 동일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후 해당 물품대금
이 입금이되면 간접수출실적확인 요건이 되어 간접수출실적인정 신청.

구매확인서 발급대상
국내 수출자에게 수출상품(원재료/반제품/완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나 공급
자를 대상으로 내국신용장과같이 발급

구매확인서 혜택
-대외무역법상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12 -

20

21

질문-10 : 기타 자사수출실적 확대를 위한 실무 TIP

Q : 외화도 수령하였으나 때로는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되지않는 사례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실무적인
요령
1)외화는 수령하였으나 물품은 국내로 인도되는경우-보세구역반입증명서
2)무상수출로 샘플 발송시-세관에 신고절차
3)용역제공의 대가로 외화를 수령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업종,업태 /경영상담업,
디자인.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등록
4)무상수출로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화,출
품을 위하여 무상반출한 물품중 현지에서 매각된것-입국시 세관확인/상업송장
5)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공사용장비 또는 기계류수출

-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만 해당
6)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대금지급자)과 계약후 물품인도는 국내로 한
경우-해당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7)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실적 – 순차적발급(supply chai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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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실적 증명의 활용 요약

3

전문무역상사
•무역금융,
•무역기금융자
•무역의 날
포상 신청

해외지사설치

지정

정부/무역지

인증 추천

원기관의 수출
지원정책 신청

ABTC 카드
외국인
사증발급-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3

부록

1.세관 수출신고관련 거래부호
2.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양식건
3.수출입 실적 증명발급 신청서 및 증명서 양식(용역/전자적무체물)
.

수출입실적관련 상담
Call Center

1566-51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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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거래부호 알아보기

부록에서 찾아보기

25

거래구분 예시
거래구분 11
일반형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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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예시

거래구분 89
수출품수리후 재수출

27

무역거래 형태별 용도별 거래구분/ 수출실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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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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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수출신고서

31

첨부서류 :
1. 수출입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은행이 발급한 외화매
입 증명서류(외화 타발송
금확인서 등 송금인/수취
인 명시 및 USD환산액 표
기) 1부.
4. 기타 거래 및 인수․인
도사실 증명서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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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실적 증명서발급
별지4호서식

별지4-1호서식-신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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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출실적 활용 및 무역사기 대응 설명회

2
무역사기 예방 및
무역분쟁(클레임) 해결방안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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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 및
claim 대응
2019. 10.
변호사 김범구
KITA 무역실무분쟁대응상담위원
1

前 - LG전선주식회사 및 벤처기업 등 근무 (기획, 해외영업)
- 무역/오퍼업체 운영 (중국, 베트남 등)
- KOTRA 외국인투자유치지원단
- 전략물자관리원 강사
-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現 - 변호사
- 변리사, 기술거래(중개) 전문
- 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분쟁대응 상담위원 (`15.1.~)
- 무역종합실무가이드 저술(공저, 한국무역보험공사)
- Skywalkers(무역, 물류 컨설팅) 대표
- 중소벤쳐기업부 불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이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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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여직원 : 사장님!
사장님 : 왜? 무슨 일이예요?
신입여직원 : 궁금한 것이 있어서용… ^^
첫째, 수출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수입업체가 이견을 달았어요.
거래은행에게 사유를 설명해야 할지요?
둘째,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의 외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셋째,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의 상환청구를
당할 수 도 있나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상환의무를 부담하나요?
넷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수입업자의 완전한 상호명이
아닌 간략한 명칭의 선적서류로는 수출대금 지급을
도저히 청구할 수 없나용?
다섯째,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선적서류의 제시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차
1.무역사기의 유형

2.무역사기의 예방
3.무역결제의 주의사항
4.물류 관련 분쟁의 사례 및 예방
5.분쟁해결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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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무역사기의 유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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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위조
1. 비율 1위
2. 사례

가. 송금증 (입금영수증) 위조, 제출하고 surrender B/L로 화물 인수
나. 법인등록증, 납세증명서 및 허위의 홈페이지 등 법인이 실존함을 가장하는
서류 생성

다. 수표 위조
라. 선사의 홈페이지를 캡쳐하여 선적한 것처럼 B/L 번호 생성하고 nego 시도
마. 유령은행을 이용한 신용장 위조
바. 중요문서 (광물분석서 등)의 위/변조로 nego 시도

7

서류위조의 사례 1.
1. 신용장 사기 사례
가. 수출자(수익자)의 사기 사례

(1) 계약물품(중국산, 냉동고추)과 다른 품질의 제품 및 폐품을 선적하였지만,
수입국(부산)의 통관절차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신용장대금지급금지 가처분
(injunction)으로 물품대금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난 경우
(2) 물품(스틸 파이프 등)을 선적하지도 아니하고 허위의 선적통지서 등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청구한 상황에서 “제시된 선적서류 등의 위조”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지급금지 가처분 (injunction)이 인용되어 물품대금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난 경우
(3) 광물의 성분분석서를 위조하여 선적한 후 수출자가 성분분석서 등 지급
청구에 필요한 제시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한 상황에서 위조사실을 입증하여
신용장대금지급금지 가처분 (injunction)이 인용되어 물품대금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난 경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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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의 사례 2.
나. 수입자(개설의뢰인)와 개설은행(유령은행)의 공모 사기 사례
: 수출자는 물품 선적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지만,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고
이에 매입은행이 수출자를 상대로 수출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상황
*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개설은행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위 매입은행은 수익자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
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를 상대로 그 신용장 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10.9. 선고 2002다2249 판결).

9

서류위조의 사례 3.
허위의 보증도로 수출화물을 인수하려는 경우
: 운송인 등이 보증도를 하는 경우에는 화물선취보증장(L/G)의 진정 성립
여부의 확인 책임이 있으며, L/G의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B/L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운송인 등은 L/G 없이 B/L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한 결과가
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 L/G가 화물선취보증장(L/G)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여
확인 책임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보증장이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로 발행된 경우라고 하여도 운송인에게 그 보증장의 진정 성립
에 대한 확인 책임이 있음은 마찬가지로서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 아닌 사람에게 인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10.9. 선고 2002다2249 판결 등)
cf. L/G : 수입화물은 수입 항구에 도착하였지만 아직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수하인)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적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수입자와 연서의 형식으로 발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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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류위조의 사례 4.
위조 B/L번호로 선적통지하고 수출대금 편취하려 시도한 경우
상담 기업 A는 주석 원료의 수입업체로서,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다.
수익자 B는 이 사건 구매계약의 목적물을 선적하지도 아니하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입은행 C에게 매입을 의뢰하였다.
C는 B로부터 관련된 선적서류 등을 인수하면서 B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은행 D에게 신용장대금지급을 청구하여 왔다.
이에 A는 개설은행 D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선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 을 근거로 Injunction의 가능성 및 그 요건 등을 상담 받았다.

11

○ 매입은행 C 및 개설은행 D는 [B가 제출한 선적서류의 위조 내지 허위작성의 사
실을 알 수 있었기에],
①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② 매입은행도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
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
다면
신용장개설의뢰인은 그 요건 등을 객관적으로 구비하여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에 신용장대금지급금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속하게 서류를 접수, 진행하여 보증보험 1억 원의 증권
납부를 조건으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내었다.
○ 이 사건에서는 목적물이 선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한국 및 현지의 F/W 및
선사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증 등을 접수하여 자료를 준비하였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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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의 사례 5.
허위의 입금증으로 수입자가 화물 인수한 경우
대금 결제 또는
수출업자
(한국)
수출업자의 동의 없이
물건인도

수입업자
(미국)

용차
(국내 트럭킹)
미국 F/W
방역, 포장 등

한국 F/W

운송인(liner)

한국 F/W의 관리, 감독 책임

13

2 . 이-메일 해킹
1. 비율 2위

2. 현황
가. 이메일
- 2013
- 2014
- 2015

무역사기로 국제공조수사요청 건수
: 44건
: 88건
: 150건

나. 피해업체의 분포 현황
- 서울, 부산 : 각 29.8%, 경기 : 23.4% 등
- 주로, 대도시 산업공단의 중소기업 집중
다. 활용계좌국가
- 나이지리아(원조), 헝가리, 영국 (최근 자주 등장, 바클레이은행… )
- 중국, 미국 등
- 국내 은행 15% 활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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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가. 피해 기업의 약 40%, 중소기업 / 14%, 금융권
나. 매일 400개 이상의 기업 / 기업 당 두 명 이상 타깃 / 회계 담당 간부급 목표
다. 평균(년) 30억 달러 이상 피해 / 22,000 개 이상의 기업 피해 (FBI 보고)
라. 송금 유도 이메일 사기 수법의 시초는 ‘나이지리아 419’ 스캠
: 나이지리아 IP (46%), 미국 (27%), 영국 (15%), 남아공 (9%) 등
마. 선도 그룹 존재
: 전체 이메일의 12%가 1개의 그룹에 의해 발송. 나이지리아(1위), 영/미 발
바. 일반적 주중 근무 시간 (GMT 기준)
: 보통 오전 7시 작업 시작 / 오전 11시~오후 2시 휴식 / 오후 6시 작업 완료
사. request, payment, urgent, transfer, enquiry 등
: 의심 회피, 보안 솔루션 무력화 등의 효과

15

국민일보 2017.7.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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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법
가. 무역업체의 업무용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후,
수출/입 거래에 중요한 이메일을 해킹 후, 가장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나. 거래처의 이메일과 매우 유사한 가짜 이메일 주소 생성
Ex: 이메일 글자의 재정렬,
순서교체(il-li)
교체(b-p)
문자 가감(dd-ddd) 등

17

3. 금품갈취
1. 비율 3위
2. 사례

가. 국제입찰, 원/부자재 공급 등에 필요한 입찰서류 수속비, 보증금(커미숀),
변호사 비용, 공증비용, 수수료, 담당자 로비(선물)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사취
나. 정부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대기업 직원 등의 사칭
다. 최근 도착항에서의 통관비용 등 인상 명목의 금품 갈취 빈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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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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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의 사례 1.
화물이 목적항구에 도착하였지만 c`nee의 미등장
운송인 A는 싱가포르항을 목적항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을 출발하여
예정기일 내에 도착하였지만,

수하인 내지 싱가포르 현지 F/W의 착오로 싱가포르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통관할 수 없고 현지에 체화되어야 하는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였다.
송하인 B와 수하인 C 사이의 매매계약은 F.O.B조건이었다.
- 체화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은 누구의 부담이어야 하는가?

21

금품갈취의 사례 2.
운송인이나 수하인이 양육항구에서 통관정책 변경 내지 항목추가로
인하여 당초 없었던 비용항목을 고지하고 금액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Ex :
운송인으로부터 14일의 free time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의 경과
이전에 Storage charge를 청구받았다고 c`nee가 비용을 청구하여 온 경우
운송인이 부두 사용비용이 인상되었다고 갑자기 비용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등
대책 : 만일 항만당국이 비용을 인상하였다면 운송인 내지 수하인은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근거 자료를 송하인에게 보내왔을 것이기에 공문을 요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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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체류용도의 초청장 발급 요청

23

5. 결제사기
1. 결제 거부
- 소액거래의 원만한 결제로 수출자를 안심시킨 후, 큰 규모의 최종 거래에서
의도적으로 결제 거부하는 사례
- 연속거래 규정되는 경우, 무역보험 혜택 상실
2. 무리한 규모의 샘플 요청
- 다량의 샘플 요청하고 연락 두절되는 경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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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관리
1. 분쟁해결방법의 우수 순위 및 채권관계의 정리정도
> 분쟁해결수단

합의 > 조정 > 중재 > 소송

채권정리정도

명확

불명확

2. 채권관리의 강화
(1) 정보력 강화 (해킹 예방 및 거래말기의 연락 두절 현실 예방 등)
- 거래처 정보 최신유지, 복수의 담당자 확보 등

- 거래처의 경제력 (부동산, 예금, 거래처 채권 등) 확인
- 거래처의 거래 상대방 (거래처의 선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정보 획득
- 거래 상대국의 법률제도, 통관제도 등 이해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
- 취급 item 또는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관의 유관기구
(ex, 기계조합, 서울지회) 등

25

(2) 채권관리 강화 (거래 종결 시기의 어수선함, 피해의 최소화 등)
- 미수의 확대예방
a. 일정액의 미수 도달 시점에는 추가발주 금지 등을 포함하여 계약효력의
일시 유예가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포함
전체금액 기준 내지 비율(미수금액의 비율, 기간 등)
b. 계약해지사유로 명시

- 채권금액의 일치화, 명확화 노력
a. A/S 처리비용의 명확화 (대체품의 판가, 발송비용, 출장비용 등)
b. claim 처리비용

c. 상계내력 등의 정리를 위하여 내용, 확인절차 및 유권한자 등의 관리
(3) 이메일 해킹에 대한 책임귀속의 명확화 등
26
(4) 철저한 신용조사를 통하여 악성채권을 예방하고 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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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적거절 내지 다른 물품의 선적
1. 입금 후 연락 두절하며 의도적으로 선적거절하는 경우
2. 의도적으로 계약 목적물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

cf. injunction (신용장대금지급금지가처분)에 의한 구제

27

7. 기타
- 해외투자(정부입찰) 사기
- 고의적인 기업부도 내지 법정관리 사실 통지로 대금미지급 시도

- 상표권의 무단 등록 후 현지에서 판매정지 등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며
덤핑으로 매수하려는 시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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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사기의 예방

29

1. 총론
1. 거래 전, 상대방의 정보확인
- 거래 상대방의 거래은행을 통한 정보확인,
공신력 있는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Kotra, K-sure 등) 활용
- 사업자등록, 재무상황표 등의 수시 상황
- 개인 이메일(X)

2. 우호적인 거래조건, 급한 거래는 의심
- 지나치게 대량적인 주문, 선금제안, 각종 부수비용의 바이어측 부담 제안
- 송금증의 확인을 넘어 계좌 입금까지 확인
3. 이메일 이외의 다른 교신수단 확보, 계좌번호 변경통지의 의심 및 실체 확인
4. 무역보험, 선금비율 강화 및 입금 전 B/L 제공 금지 및 제품의 조기 선적 금지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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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관리
1. 계약서 작성 원칙
- 본 계약내용의 확정 및 성립 여부 확인

- 정당한 당사자 여부의 확인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주의사항
2. 분쟁해결조항은 계약서 작성 당시 삽입할 것 (특히 중재의 경우)
3.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
4. 계약서에 결제계좌 명시, 정보의 변경 시 수정을 통하여 관리할 것

5. 해킹으로 인한 피해 귀속주체 결정

31

6. P/O만으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클레임 관련 조항의 추가
7. 클레임제기 관련 조항

- 수령일로부터 ____ 일 이내,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 준비, 서면 방식
- 기한 경과 시, 클레임 반려 문구 명시
8. 영어 작성
9. 하주적입화물인 경우에는 적입 당시 및 완료 후의 상태 등을 사진으로 기록,
보관할 것
10. 내용증명 (courier, e-mail 사용)
11. 회신의 요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응으로 일관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 ____일 까지 회신받지 못하면 통보한대로 처리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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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관리 (권장조항)
1. 채권자 기업의 계좌번호 내지 담당자 변경 등은 계약서 변경을 경유한다.
2. 해킹 피해는 송금자가 부담한다.

3. 제품 하자 여부는 제3국의 기관이 판정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수용한다.
4. 미수금액이 일정 기준에 달하면 추가 발주는 제한된다.
5. 제품의 원료, 유류 등 제품 공급에 필요한 항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인상되어
제품 공급가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 수입자는 수출자가 요청한 회의에 응한다.
6. 사업종료 시, 부품가 및 A/S 비용 등 정산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승인을 요한다.
7. 일방의 확인 내지 회신 요청을 3회 무시하면, 상대방의 요청 승락으로 간주한다.
8. (수출자 부담인 인코텀즈를 제외하고) 통관절차 미숙지 및 준비소홀로 인한
손해는 수입자의 부담으로 한다.
33

3. 해킹예방
1. 피해발생의 예방
- 입금계좌의 변경 (특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채무금액을 할인해 준다.) 을
통지하는 이메일의 수신 시, 유선전화 내지 팩스를 통한 사실 여부 확인
-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회사 내의 PC 사용 및 log in 기록 검토
(비밀번호, 8자리 이상의 조합 설정, 정기적 / 주기적 변경 등)
-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창 내지 이메일 메시지 등의 경계
- 계약서 상에 지불계좌의 명시 (지불계좌의 변경 통보의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
- 팩스를 활용한 발주서의 수/발신

- 상대방 업체, 복수 담당자의 유선전화번호 확보
- 스마트 폰, 노트북을 통한 결제 금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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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발생 이후
가. 은행 상대 : 중간송금은행에 대한 지급유예요청 (단, 시간적 제한 있음)

나. 경찰 상대 : 경찰청 신고
cf. 그러나 외국 경찰들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매우 희박
법무부가 영국경찰에 보낸 공문을 1년 반 만에 회신 받은 사례
FBI의 경우, 5억 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선 수사 미 실시
다. 업체 상대 : 손해의 공동부담 요청
cf. 법적으로 해킹 당한 업체 및 상대방 업체의 책임은 없음
그러나 피해를 입은 업체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거래를 약속하며,
손해의 분담을 요청
상대방 업체는 피해 업체에게 채무의 이행을 거듭 요청할 수 있지만,
거래처 상실의 위험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손실부담을 감내할 수 있음
35

3. 구제의 한계
- 지급정지의 곤란

- 사후반환요청은 수취인의 동의 요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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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 작성 tip
1문서 1목적 원칙 지향, 중요부분 강조, 전화통화(증거 없음)보다 메일로 교신할 것,
질문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회신기간의 장기화 초래),

확인과정의 적극적 진행, 우리의 반복된 의사전달에 답이 없으면 다른 방법(SNS) ,
정말 급한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는 덜 급한 의사소통, 과도한 감정표현 자제,
가격인상의 경우에는 변동범위/적용시기의 분명화, 첨부파일 등 자료 유첨 표시,
약속시간의 구체화 및 강조, 비난하지 말 것, 불만의 표현은 완곡할 것,
클레임 표시의 끝은 우호적으로, 변명은 짧고 건조하게, 감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되 자주하지 말 것, 종교적 색채 강한 표현은 하지 말 것, 나의 약점을 자주 표현
하지 말 것 등
37

3. 무역결제의 주의사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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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결제의 주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1. 수익자, 개설의뢰인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어 사용 자제
2.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circa 등의 표현이
있으면 10% 이내에서 과부족 인정
3. 선적기일, 유효기일, 서류제시 기일의 표기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 없도록 월

신용장 자체

표시는 문자(March)로 하며, 날짜 표시 앞에 to, until등이 있으면 그 날도
포함함에 유의
4. 신용장의 제시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운송서류의 발행일 이후 21
일까지를 제시기한으로 하여 이후에 제시된 서류는 수리거절된다.
5. Transfer – 신용장의 양도

환어음
및
결제

1. 환어음 발행금액은 상업송장과 일치해야 하고 신용장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2. 지급기일은 계약서 등 지급근거와 일치하여야, at sight/usance
3. 결제방법은 지급, 연지급, 매입, 인수 등 4종

39

1. 무역결제의 주의사항
1. 요구되는 선적서류의 총류, 통수 및 선적서류의 조건 충족
운송서류

2. 기본서류 : B/L, C/I 및 보험증권(I/P).
보충서류 : C/O, P/L, 검사증명서 등.
1.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복잡한 명세의 경우는 첨부서류 활용.

상품 및 선적 2. 선적기한, 선적항 및 도착항의 계약서와의 비교.
3. 분할선적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
1. 선적서류 제시기간 - 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stale B/L로 지체서류
용인조항이 없는 한 수리거절, 단 신용장의 유효기간은 엄수되어야.
2. 중계무역시 제3자 서류의 허용여부
특수조건

- 중계무역의 경우에 제3자가 수하인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거절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수리 가능.
3. 과부족용인조항 - 과부족의 불허규정이 없는 한 어음발행액이 신용장을 초과
하지 아니하면 5%의 과부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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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 무역결제(신용장) 관련분쟁
1.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명세에 누락
되어 있다면,
별도의 첨부서류인 포장명세서에 신용장과 동일한 포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하여 상업송장의 하자를 보완
할 수는 없으므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6327 판결).
2.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는 반드시 a.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b.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가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
과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24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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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보험 증권은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구간에서 물건 위험을 부보
하여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신용장상의 도착지인 ‘XINGANG’은 중국 신강항을 가리키고, 보험증권
상의 도착지인 ‘XINJIANG’은 중국 신지앙 자치구 또는 산시성 신지앙현을 가리
키는 영문 표기로서,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는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도착지와
명백히 다른 곳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유효한 보험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다6327 판결)..
4.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
사유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육상에서의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운송인이나 그 피용자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도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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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차 UCP 제9조 d항(UCP 600의 제10조, a항)은 “제48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불능신용장에서 규정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장 조건 등의 변경은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취소불능신용장의 이러한 조건변경 제한규정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
에 대한 지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다88337 판결).

43

6. 제5차 UCP 제14조 d항 ⅰ호, ⅱ호 (제6차 UCP의 제16조)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 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등).
그러나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후에 새롭게 추가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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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 있는 무역결제
A.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하자 있는 서류를 매입한 경우의 조치
수익자(매입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1. L/C를 선적서류에 맞추어 amend 후 매입하는 경우
2. 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한 후 매입하는
경우

3.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된 경우에 지급하는 방법
4.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의뢰인에게 하자서류에
대한 협상권을 행사하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선적서류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결제한다는 L/G]를
받고 매입을 의뢰하며, 만일 수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수출자가 책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한 후 매입하는 방법
45

B.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의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의 조치
1.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 사이의 불일치 여부 확인
cf. 기준 : 상당한 주의, 신용장의 명시 서류만을 심사, UCP 및 ISBP 등의 기준
2. 접수일의 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 내지 거절여부의 결정
3. 거절통지는 전신 등 신속한 방법으로

4. 수리의 거절시에는 서류를 수출자 내지 매입은행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5. 신용장조건과 불일치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개설은행은 의뢰인과 하자 있는
서류의 수리여부에 대한 교섭 가능
6. L/G가 발급되면 추후 도착하는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클레임의 제기 불가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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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관련 분쟁의
사례 및 예방

47

cases
송하인의 책임으로 보이는 사례

운송인의 책임으로 보이는 사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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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주적입 컨테이너
수하인 A는 무고장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 도중 파손당한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선사 B에 대하여 묻고자 한다.
- 이 경우 송하인 C가 직접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봉인한 다음 운송인
B에게 인도하여 선적하는 형태인 컨테이너 운송인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와
내용은 무엇인가?
- 컨테이너 운송이 아닌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와 내용은 무엇인가?

49

송하인측에서 직접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적입)하여 봉인한 다음 운송인에게 이
를 인도하여 선적하는 형태의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 제814조 제
1항 소정의 선하증권의 법정기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혹은 그 선하증권의 유
통편의를 위하여 부동문자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였다."는 문구가 선하
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 중략
, 이와 별도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 이에
의하여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의 상태에 관하여까지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
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송하
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무조건 양호한 상태로 선적된 것이 추정되는 것이 아님)
관련 판례 : 대법원 판결 98다4907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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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L 분실시
B/L은 화물의 대표성 (내지 화물 자체로 인정), 상환성 및 제시성 등
선하증권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하여 재발행 되지 아니함.
대안 :
1. 개설은행 등이 연서로 보증하는 L/G을 발급받아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
2. 화물가액의 120 ~ 200%를 담보로 제공하고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
3. 법원으로부터 B/L의 제권판결을 받고 해당 B/L을 무효로 하는 방법

51

3. 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 부두수취증(D/R)이나 입고확인서(재래화물)를 발급할 시점에 화물의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clean B/L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이로 인한 하주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화물의 손상이나 위의 상태가 양 당사자간
에 확인된 경우, 그리고 하주가 그로 인한 선박회사의 손해 보상에 대하여 서
류로 약속하는 경우, 선박회사는 화물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는 것처럼
정상 B/L을 발급하는 경우
- LOI는 발급한 송하인(수출상)과의 관계에서만 유효할 뿐, 수하인이나
제3의 B/L 소지인에게는 대항요건이 될 수 없다는 한계
- 수출지에서 이상이 있었던 만큼 도착항에서는 반드시 claim이 발생할 것인데,
선박회사는 LOI와 무관하게 수하인(수입상)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응하여야 하나
배상금액의 상환이 매우 어려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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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물인도지시서 (D/O) 없는 화물반출
1. 의의
: 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B/L 이나 L/G를 받고 본선 또는 터미널(CY 또는 CFS)
에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
(선주 또는 그 대리점이 본선의 선장에 대하여 발행하는 화물인도의 지시서)

2. 절차
- 수입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B/L에 배서하여 선박회사 제출
- 하역업자는 보통 양륙대리인을 겸하고 있는데, 양륙화물은 창고(장치장)에
반입되어 정리되고 창고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되기 때문에
- 수하인은 하역업자 앞으로 작성된 지시서를 선박회사로부터 받아 이것을 하역
업자에게 제출 및 양륙비용의 지급 후 하역업자가 발급하는 창고앞 지시서를
받아 창고로부터 화물 인수
- 화물도착통지를 받은 후 OB/L surrender 여부의 조회 후, surrender
조치 완료된 경우에는 Freight Invoice 상의 금액을 납부하고 D/O 수령

53

5. Clean B/L 소지인과 운송인의 관계
Clean B/L의 소지인이 수령한 화물에 훼손이 발생한 경우의 입증책임 및 내용
1. FCL화물의 경우

: 소지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할 당시의 손괴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며
이 훼손상태가 운송 중에 발생한 것 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음.
(단 외관상 명백한 경우의 하자에나 인정)
2. Shippers loaded & Counted 화물의 경우
: 소지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사실도
입증 요구
cf. 이유 : 하주의 감독 하에 수행
3. LCL화물의 경우
: FCL화물의 경우와 동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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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W와 liner의 소통 오류
송하인으로부터 수출화물을 받아 간 F/W가 운송인에게 c`nee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어 화물이 목적항구에서 체화된 경우의 배상책임

55

7. 운송인의 송하인 상대, 컨테이너 파손추궁
송하인의 선적작업 부주의 내지 포장불량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컨테이너가
파손되었다고 운송인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운송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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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 운송 tip

57
일양수출포장 제공자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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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박스의 smart container

* Smart Container는 포장규격 표준화를 실현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산물 포장의 규격화 및 물류비의 절감 기대 가능
* 보온, 보냉이 가능하며, RFID칩을 통한 수산물이력추적 가능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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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해결방법

61

1. Claim 절차
1. 클레임의 제기방법
(1) 제기 주체 및 상대방 – 당사자가 제3자인 경우에 주의
(2) 제기 기간 – 계약서의 조항이 법률규정/상관행에 우선 적용
(3) 제기 방법 – 서면 통지, 6하 원칙에 의한 기술, 증거서류 구비(내용증명 등)
(4) 제기 내용 – 클레임, 권리주장을 통한 요구사항
(5) 제기 이유 – 계약 조항의 불이행
(특히, 계약 내용의 해석상 차이 및 계약 내용의 흠결 등에 주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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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기에 대한 검토
(1) 합의 내용의 이행 부족 여부

(2) 클레임 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
(3) 하자 입증의 객관적 자료 존부
(4) 품질검사 방법/결과의 객관성 담보 존부
(5) 손해배상 청구액의 합리성 존부
(6) 권리주체의 정당성

(7) 예측가능한 특별한 사정 및 손해의 반영 여부 등
(8) 특약에 의한 조건 등
63

2. 무역분쟁의 원인
수출입과정의 분쟁은 위험 이전시기 및 통관비용 등 부담주체의 확정으로 귀결

위험이전
인도 시점

(수출자-->

비용부담

수출통 수 입 통
관

수입자)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 구내 또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에서 매
EXW

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시점

물품을 인도한 시점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매도인

입

관

입

이하 생략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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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
1. 효율성 (예방>조정>중재>재판)
2. 당사자의 해결 : 화해

3. 제3자의 개입
가. 알선 나. 조정 – 당사자 일방의 요청으로도 가능(vs 중재), 조정안 불복 가능
다. 중재 –
라. 소송 – 채무자의 나라 및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나라 등 (피고주소지주의)
승소/집행가능성의 사전조사
cf. 한계 : 외국과의 사법공조협정 없이는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아니함(우리의 재판권이 상대국가에 미치지 못함)
cf. 한국인 채권자의 (중국 거주)한국인 채무자에 대한 수원지법 판결의 집행승인
65
하는 중국법원 판결 등장(청도시 중급인민법원)

1. 요건
- 계약 당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 합의의 3요건 : 중재지/중재기관/중재규칙

2. 장점
- 분쟁의 신속(보통 3개월 내) & 공정한 해결, 저렴한 비용, 절차의 비공개,
단심제, 거래에 밝은 중재인,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 외국에서의 집행보장 등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법원에의 제소 금지
3. 특징
- 중재인의 판정에 대한 복종의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외국에서도 집행 보장,

4. 근거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뉴욕협약/한국73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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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우리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도 중국 내 집행이 용이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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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들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김범구 변호사 (무역, 물류 컨설팅 전문)
bkk0909@hanmail.net
www.4skywalk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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