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해커스 무역영어 1급 이론+기출문제> 1쇄 오타정정노트  

  
(2019. 05. 03. 업데이트) 

페이지 수정 부분 수정 전 → 수정 후 수정일 

1부 무역실무 

78 (4) 양하비용 
CPT, CIP, CFR, CIP, DAP, DDP에서는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이 ~ 

→ CPT, CIP, CFR, CIF, DAP, DDP에서는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이 ~ 
19.04.17 

79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59. 해설 
CPT 조건의 경우 Seller가 자신을 위하여 적하보험에 부보한다. 

→ CPT 조건의 경우 매수인(Buyer)이 자신을 위하여 적하보험에 부보한다. 
19.04.09 

85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53. 해설 

도착지인 부산항에서의 THC(터미널 이용료)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 

인도지인 부산항에서의 THC(터미널 이용료)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19.05.03 

117 2. 신용장 거래의 기타당사자 

개설의뢰인(Applicant), 

매수인(Buyer), 

수출자(Importer) 

~ 요청하는 자를 말하며 그 밖에도 매수인(Buyer), 

수출자(Importer), 대금결제인(Accountee), 수하인(Consignee), 

채무자의 지위가 된다. 

→ 

개설의뢰인(Applicant), 

매수인(Buyer), 

수입자(Importer) 

~ 요청하는 자를 말하며 그 밖에도 매수인(Buyer), 

수입자(Importer), 대금결제인(Accountee), 수하인(Consignee), 

채무자의 지위가 된다. 
 

19.04.09 

123 (2) 양도가능신용장의 특징 
~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될 수 있으며, Tractionable, Divisible 

→ ~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될 수 있으며, Fractionable, Divisible 
19.04.17 

130 [표] 육상운송증권 
∙ 철도운송에서의 책임은 국제철도물품운송협약 CMI를 기초로 하여 규율됨 

→ ∙ 철도운송에서의 책임은 국제철도물품운송협약 CIM를 기초로 하여 규율됨 
19.04.17 

141 13. 신용장 수수료 [표]_환가료 
∙ 환가료 = 매입금액 x 매매기준율 x 환가요율추심일수/360 

→ ∙ 환가료 = 매입금액 x 매매기준율 x 환가요율 x 추심일수/360 
19.04.17 

178 
(3)운임 부과방법에 따른 

지급요건_[표] 

종가운임 

(Ad – Valorem Value) 
고가품목이나 손상발생으로 배상액이 ~ 

→ 

종가운임 

(Ad – Valorem Freight) 
고가품목이나 손상발생으로 배상액이 ~ 

 

19.04.17 

181 
2. 정기선의 부가운임_  

(1)할증료(Surcharge)_[표] 

  

체선할증료 

(Congestion Surcharge) 
양륙항이 혼잡하여 양하하는 데 오랜 시간이 ~ 

환적할증료 송하인이 환적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19.04.17 



(Transhipment Charge) 위하여 부과하는 운임 

중량할증운임 

(Bulky Charge) 
일정 중량 이상의 화물 적재 시 ~ 

환적할증료 

(Transhipment Charge) 

송하인이 환적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운임 

(빨간색 부분 삭제) 

214 (2) 해상위험의 범위_② 
② 해상위험(Martime Perils) 

→ ② 해상위험(Maritime Perils) 
19.04.17 

229 [표]_4 조 

포장 또는 운송용구의 불완전∙부적절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Oacking or Preparation) 
면책 면책 

화물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 - Matter Insured) 

→ 

포장 또는 운송용구의 불완전∙부적절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면책 면책 

화물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 - Matter Insured) 
 

19.04.17 

237 
3. 수출입보험의 환변동제도 

비교_[표] 

구 분 수출환변동 수입환변동 

가입목적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방지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방지 

→  

구 분 수출환변동 수입환변동 

가입목적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방지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방지 
 

19.04.17 

332 합격자의 Tip_가산세와 가산금 

징수액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해당 부족세액의 10% 

∙ 해당 부족세액 x 일수 x 0.03% 

체납된 관세의 3% 상당액 

→  

징수액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해당 부족세액의 10% 

∙ 해당 부족세액 x 일수 x 0.025%* 

체납된 관세의 3% 상당액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 

1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