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최신판 <해커스 국제무역사 1급 > 1쇄 오타정정노트  

 
(2019. 07. 02. 업데이트) 

페이지 수정 부분 수정 전 → 수정 후 수정일 

1편 무역계약 

55 
3. 기타조항_(2) 

권리불포기조항_② 예문 

Thus The mare failure or delay of either party to require 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 Thus The mere failure or delay of either party to require 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19.05.29 

116 
(3)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의 발행 

(3)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의 발행 

→ (3)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의 발행 
19.06.04 

119 
05_2._(3)_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CFS/CY(LCL/LCL) 
→ CFS/CY(LCL/FCL) 

18.12.13 

119 
05_2._(3)_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 여러 화물을 매수하여 운송할 경우 포워드에게 위탁하여 혼적 

→ ~ 여러 화물을 매수하여 운송할 경우 포워더에게 위탁하여 혼적 
18.12.13 

119 
05_2._(3)_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CFS/CY 
(LCL/FCL) 

· 다수의 수하인 화물을 단일의 송하인에게 보내는 운송형태 

CFS/CFS 
(LCL/LCL) 

· 다수의 수하인 화물을 다수의 송하인에게 보내는 운송형태 

→ 

CFS/CY 
(LCL/FCL) 

· 다수의 송하인 화물을 단일의 수하인에게 보내는 운송형태 

CFS/CFS 
(LCL/LCL) 

· 다수의 송하인 화물을 다수의 수하인에게 보내는 운송형태 
 

19.01.24 

161 영어로는 이렇게 나온다! 

·보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관한 설명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deemed to be concluded when the propasal of the 
assured is accepted by the insurer, ~ for the purpose of showing when the proposal was 
accepeted reference may be ~  
→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deemed to be concluded when the proposal of the 
assured is accepted by the insurer, ~ for the purpose of showing when the proposal was 
accepted reference may be ~  

18.12.13 



171 
04_1._(3)_가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의 보상한도 

미평가보험 

(Unvalued Policy) 
보험계약 당사자 간 보험금액을 정하지 않은 ~ 

기평가보험 

(Valued Policy) 
보험금액을 정하여 놓은 보험(약정보험가액)을 ~  

→ 

미평가보험 

(Unvalued Policy) 
보험계약 당사자 간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 

기평가보험 

(Valued Policy) 
보험가액을 정하여 놓은 보험(약정보험가액)을 ~  

 

18.12.13 

172 04_2._(2)_② 

· 손상가격 = 400 ⅹ 200 = $80,000 

→ ·손상가격 = 400 ⅹ $200 = $80,000 

18.12.13 

172 04_2._(2)_② 

∴ 손해보상액 = $300,000 ⅹ (160,000 – 80,000)/160,000 = $150,000 

→ 손해보상액 : 보험금액 =$300,000 X (400/1000) = 120,000 

                $120,000 X (160,000-80,000)/160,000 = $60,000 

18.12.13 

178 
04_3._신협회적하약관(2009)의 

보험조건별 담보범위·면책범위표 

지진, 분화, 낙뢰(Earthquake, Volcanic eruption of Lighting) 

→ 지진, 분화, 낙뢰(Earthquake, Volcanic eruption, Lighting) 

18.12.13 

185 
핵심기출 다시보기 

09 번 정답 

09. X 

→ 09. O  

18.12.13 

185 
핵심기출 다시보기 

09 번 해설 

손해액이 3%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고 3%를 초과할 경우에만 손해를 전부 보상한다. 

→ WA 3% 조건인 경우, 손해액이 3% 미만인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화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손해면책률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18.12.13 

2편 무역결제 

245 
07_3. 상환청구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표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한 후, 개설은행이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신용장 

→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한 후, 수익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신용장 

19.01.04 

247 07_5._(2)_④ 

~ 할인된 잔액을 조기에 수취할 수 있으나 이 때 A/D Change 등 수수료와 ~ 

→ ~ 할인된 잔액을 조기에 수취할 수 있으나 이 때 A/D Charge 등 수수료와 ~ 

18.12.19 



247 07_5._(2)_④ 

~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s(A/D Change) are to buyers’s ~ 

→ ~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s(A/D Charge) are to buyers’s ~ 

18.12.19 

249 07_10._(2)_③ 

③ 제시해야 하는 서류로는 불이행진술서(Cetificate of Default), ~  

→ ③ 제시해야 하는 서류로는 불이행진술서(Certificate of Default), ~ 

19.01.04 

250 07_11. 연계무역신용장 표 
동시개설대응신용장(Back – to Back Ceredit) 

→ 동시개설/대응 신용장(Back – to Back Ceredit) 
19.01.04 

257 08_4._(1)_ ③ 표 

~ 세관(Customs Authorities), 무역부(Dapartment of Trade) 등 ~ 

~ 세관(Customs Authorities), 무역부(Dapartment of Trade) 

 
→ ~ 세관(Customs Authorities), 무역부(Department of Trade) 등 ~ 

~ 세관(Customs Authorities), 무역부(Department of Trade) 

19.01.04 

283 
핵심기출 다시보기 

55 번 문제 

선하증권상에 “Good are be loaded on deck”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  

→ 선하증권상에 “Good are loaded on deck”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 (be 삭제) 
19.01.04 

290 
핵심기출 다시보기 

[95~96] 지문 

GROSS AND NET WEIGHT OF EACH PACKAGE 48/Period of presentation: ~  
→ GROSS AND NET WEIGHT OF EACH PACKAGE  

48/Period of presentation: ~ (줄 바꿈) 
19.01.04 

343 
적중예상 실전테스트 

35 번 문제 보기③ 

지금대금과 수령대금을 장부상 상계하는 방법 

→ 지급대금과 수령대금을 장부상 상계하는 방법 
19.01.04 

3편 무역규범 

386 03_1._(2)_⑥ 표 
장용품의 원산지 :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봄 

→ 포장용품의 원산지 :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봄 
19.01.04 

399 
핵심기출 다시보기 

37 번 문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매치)증명서, 내국신용장, ~  

→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 
19.01.04 

402 
핵심기출 다시보기 

55 번 문제 

~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는 것을 ~ 

→ ~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 
19.01.04 



402 
핵심기출 다시보기 

57 번 문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선수금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 

->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 
19.07.02 

408 02_(5) 기타용어의 정리 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 
19.01.04 

413 2_(4)_①_ⅲ) 

~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과 그 밖의 관련 비용 

→ ~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18.12.20 

419 05_4_(2)_④ 

~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 

→ ~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 

18.12.20 

437 4. 보세판매장_(1)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주한 외국대사 등 과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 

→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 

18.12.12 

477 
핵심기출 다시보기 

29 번 문제 해설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총 과세가격 150 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 

->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총 물품가격 150 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 
19.07.02 

4편 무역영어 

579 
빈출 서식/서류 양식 _ 6 

Insurance Policy(보험증권) 

INVOICE USD 5,000 ⅹ 110% 

→ INVOICE USD 50,000 ⅹ 110% 

19.01.15 

611 08 번 문제 보기 ④ 

~ An amount paid by a vessel’s operator to a charter if loading ~  

→ ~ An amount paid by a vessel’s operator to a charterer if loading ~ 

19.01.15 

623 
적중예상실전테스트  

40 번 문제 보기③ 

~ 정보를 듣고 나서 바로 이후의 연락을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 ~ 정보를 듣고 나서 바로 이후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2.31 

부록_실전모의고사 

3 6 번 문제 보기 ② 

② 인국인도수입 

→ ② 외국인수수입 

19.01.15 



19 65 번 문제 보기 ③ 

② 보험서류의 일자는 선적일 이전이어야 한다. 단, ~ 

→ ③ 보험서류의 일자는 선적일 이전이어야 한다. 단, ~ 

18.12.31 

21 73 번 문제 보기 ④ 

③ 통화선물거래는 청산소가 계약이행의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  

→ ④ 통화선물거래는 청산소가 계약이행의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 

18.12.31 

21 75 번 문제 보기 ④ 

② B은행이 A은행에 1 천만원 지급 

→ ④ B은행이 A은행에 1 천만원 지급 

18.12.31 

24 5 번 문제 지문 

5. Incoterms 2010 의 FCA 및 FOB에 대한 서명 중 잘못된 것은? 

→ Incoterms 2010 의 FAS 및 FOB에 대한 서명 중 잘못된 것은? 

19.01.15 

26 12 번 문제 보기 ③ 

② 청약은 적어도 물품을 표시하고, ~  

→ ③ 청약은 적어도 물품을 표시하고, ~ 

19.01.15 

28 20 번 문제 보기 ① 

① 1MT(Metric Ton)/French Ton = 21,000kg/204lb 

→ ① 1MT(Metric Ton)/French Ton = 1,000kg/2,204lb 

19.01.15 

29 24 번 문제 보기 ③ 

③ ~ 매도인은 용선계약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  

→ ③ ~ 매도인은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 

19.01.15 

31 35 번 문제 보기 ④ 

~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 ~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때에’ 삽입) 

19.01.15 

46 80 번 문제 영어 지문 

This is Roger Taylor and we spoke the last week at the XXX Trade Exhibiton in Seoul. I 
spoked to my boss about your ~  

→ This is Roger Taylor and we spoke last week at the XXX Trade Exhibiton in Seoul. I 

spok to my boss about your ~ 

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