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최신판 <해커스 외환전문역 II종 최종핵심정리문제집> 2쇄 오타정정노트 
 

(2018. 7. 23. 업데이트) 
페이지 수정 부분 수정 전 → 수정 후 수정일 
제 2회 적중 예상 실전모의고사 

20 3번 문제 보기 ① FI조건하에서는 ~ → FO조건하에서는 ~ 18.7.5 
48 제2과목 57번 정답 ② → ④ 18.7.5 

 
 
 

* 아래 내용은 2017년 7월 18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규정 상 ‘대외채권회수의무 관련 제도’ 폐지로 인해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11월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페이지 수정 부분 수정 전 → 수정 후 수정일 
제1과목 수출입실무 

30 

18번 문제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대외채권회수의무’를 외환위기 등의 비상시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하였다. 다음 
중 외국환거래 관련 세이프가드(Safegua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벌칙 조항이 상향 조정되어 조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③ 대외채권을 해외에 보관 또는 예치할 경우 절차적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④ 외화를 도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목적으로 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한해 처벌을 받게된다.  

18.7.23 

18번 해설 
정답: ④ 
외화를 도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목적으로 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이외에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3 9번 문제 

원산지의 표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세트 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②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
여야 한다.  
③ 밀가루 등과 같이 당해 물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물품의 최소포장·용기 등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④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5 9번 해설 정답: ④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회 적중 예상 실전모의고사 

21 9번 문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제3자와 결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후 거래하여야 하지
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중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수입대행업체에게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계약 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수입대금을 수출상이 아닌 다른 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로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④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18.7.23 

48 9번 해설 정답: ② 
제3자와 결제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후 거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