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최신판 <해커스패스 외환전문역 2종 최종핵심정리문제집> 1쇄 오타정정노트 
(2015. 10. 15. 업데이트) 

페이지 수정 부분 수정 전 → 수정 후 수정일 
제 1과목 수출입실무 

23 핵심포인트 해설_표 [8단계] ~ 매입 뢰 또는 추심의뢰를 통해 수출대금을 → [8단계] ~ 매입의뢰 또는 추심의뢰를 통해 수출대금을  (빨간색 글자 추가) 
15.9.17 

34 핵심포인트 해설_(3) ~ 외상거래조건으로 물풀을 수입할 수 있음→ ~ 외상거래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 
39 지문 ~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 ~ 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15.9.8 

45 
핵심포인트 해설_(4) 
_ ① 

㉠ Fowarder’s Cargo Receipt → Forwarder’s Cargo Receipt  
㉡ Fowarder’s Certificate of Shipment → Forwarder’s Certificate of Shipment  (빨간색 글자 추가) 15.9.17 

66 문제 33번 지문 가. Renogo → 가. Renego 15.9.21 

79 
핵심포인트 
해설_(1)_②_표 

 

지급신용장 • 지정은행이 무예치환거래은행이거나 → 지급신용장 • 지정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이거나  (빨간색 글자 삭제) 
15.9.10 

89 보기 ① D/P거래란 수입상이 ~ → D/A거래란 수입상이 ~ 
91 핵심포인트 해설_(1)_④ Perfomance standby L/C → Performance standby L/C  (빨간색 글자 추가) 

15.9.17 
103 25번 해설 Reimbursement Authoraization → Reimbursement Authorization  (빨간색 글자 삭제) 
116 보기 ③  before : 2015년 3월 5일 → before : 2015년 3월 2일  15.7.3 
145 32번 보기 ③ Conlular Invoice → Consular Invoice  (빨간색 글자 추가) 

15.9.17 
148 

37번 보기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생산자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하는 생산자의 
39번 보기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가 

제 2과목 국제무역규칙 
189 27번 지문  sub-article 20(1) → sub-article 20(a) 15.9.17 

219 
지문 The standby provides for honour → The standby must NOT be honoured  

15.9.21 
지문 해석 ~ 결제하여야 한다. → ~ 결제되어서는 안 된다. 

231 
12번 지문  “extend or pay” implies that → “extend or pay” does NOT imply that 
12번 지문 해석 함의한다. → 함의하지 않는다. 

제 3과목 외화관련여신 

304 

핵심포인트 해설_제목 외환대출의 실행 및 운용 → 외화대출의 실행 및 운용 

15.9.30 

핵심포인트 해설_(1) (1) 외환대출의 실행 → (1) 외화대출의 실행 

핵심포인트 해설_(1)_표 대출취급시기 •지급시점 또는 대외송급시점 등 ~ → 대출취급시기 •지급시점 또는 대외송금시점 등 ~ 
 

핵심포인트 해설_(2) (2) 외환대출의 운용 → (2) 외화대출의 운용 
322 핵심포인트 해설_표 1열 [4단계] 전결권자의 결제 → 전결권자의 결재 15.10.8 
실전모의고사  

8 53번 보기 ③ 확인은행은 신용자의 조건변경에 확인을 ~ → 확인은행은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확인을 ~ 
15.10.15 

13 53번 지문 ~ on Monday SEP. 9, 2015 → ~ on Monday SEP. 14, 2015 
실전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56 정답 48 ② → 48 ④ 
15.10.15 

61 53번 해설 URDG758하에서, 2015년 9월 9일(월)에 → URDG758하에서, 2015년 9월 14일(월)에  
74 35번 해설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수출실적증명~ →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수출실적증명~ 15.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