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최신판 <해커스 국제무역사 1급 > 2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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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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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편 무역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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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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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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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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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1.22 

부록_실전모의고사 

3 6 번 문제 보기 ② 

② 인국인도수입 

→ ② 외국인수수입 

19.01.22 

13 40 번 문제 보기 ③ 

VMC(Value of iMport Content : 수입산함량)가 적용되는 물품이다.  

 
→ MC(Value of iMport Content : 수입산함량)가 적용되는 물품이다. 

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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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22 

26 12 번 문제 보기 ③ 

② 청약은 적어도 물품을 표시하고, ~  

→ ③ 청약은 적어도 물품을 표시하고, ~ 

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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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22 

29 24 번 문제 보기 ③ 

③ ~ 매도인은 용선계약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  

→ ③ ~ 매도인은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 

19.01.22 

31 35 번 문제 보기 ④ 

~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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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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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