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33회 관세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1교시

관세법

80분

수험번호

성명

향후일정
안내

1. 특허보세구역제도 운영에 있어 보세판매장과 보세창고의 차이점을 ①운영
인의 결격사유, ②특허절차, ③특허의 취소사유, ④특허수수료의 부과, ⑤
특허기간, ⑥과징금의 부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특허보세구역의 성격과
보세판매장 제도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현행 보세판매장제도의 문제점
을 논하시오. (50점)

2. 수입상 A가 관세율이 0인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관세사 B의 권유에 따라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
로 수입통관을 하였다. 이 경우 A와 B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각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받는 것과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환급받는
것과의 차이점을 ①환급대상 조세, ②환급청구권의 행사기간과 환급청구권
자, ③환급액의 계산방법 및 그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0점)

4.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장치기간 경과(체화)로 매각하게 되었을
때 세관장이 적용할 수 있는 매각방법과, 매각이 진행되는 도중 물품의 화
주가 해당 물품의 매각을 피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
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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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 및 그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과
세전 통지세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고, 관세행정심판청구에 대
한 결정내용 및 그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취할 수 있는 조
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원칙 및 비교방법과, 정
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환율변동)가 존재하는 경우의 가격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청렴한 관세사가 만들어가는 국가무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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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33회 관세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교시

시험과목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향후일정
안내

80분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1) 통칙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그 적용순서에 대하여 설명하
시오. (10점)
(2) 통칙 제2호 (가)목과 (나)목의 분류원칙을 설명하고, 각각의 예시 물품을
1개씩 쓰시오. (단, HS해설서의 예시 물품에 한함) (20점)
(3) 통칙 제3호 (가)목과 (나)목의 분류원칙을 설명하고, 각각의 예시 물품을
1개씩 쓰시오. (단, HS해설서의 예시 물품에 한함) (20점)
2. 관세율표의 제64류 신발류의 주(Notes)에 따라 ①갑피나 바깥 바닥의 재
료의 결정 규정(주 4호)과 ②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규정(주 1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관세율표 제11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관세율표의 제11부 주 2호 가목, 주 2호 나목의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2) 다음 4가지 섬유로 직물을 직조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4점)
합성필라멘트섬유(제5407호) 35%, 합성스테이플섬유(제5514호) 15%, 코움
(comb)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제5112호) 35%, 동물의 거친 털(제5113호)
15%로 직조한 직물
① 위 직물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규정 중 몇 호 인지 쓰시오.
② 위 직물이 분류되는 호(heading)를 쓰시오.
4. 관세율표의 제84류 주 5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분류에 관해 규
정하고 있다. 특정한 물품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제84류 주 5호 라목 규
정에 따라 제8471호에서 제외하는 물품을 쓰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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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율표 제4부의 제1602.10호, 제2007.10호에는 균질화한 조제품이, 제
2005.10호에는 균질화한 채소가 소호주(Subheading Notes)에 규정되어 있
고, 제21류 주 3호 제2104호에도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소호주(Subheading Notes) 제2005.10호의 분류규정을 설명하시오. (6점)
(2) 소호주(Subheading Notes)와 제21류 주 3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
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기본재료의 종류를 쓰시오. (4점)
① 제1602.10호의 기본재료 종류
② 제2007.10호의 기본재료 종류
③ 제2104호의 기본재료 종류
6. 관세율표의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에 관한 주 규정 중 ①제39류 주 4
호의 ‘공중합체’의 분류규정과,

②제39류 주 6호의 ‘일차제품’ 형태의 종류

를 설명하시오. (10점)

청렴한 관세사가 만들어가는 국가무역발전
2-2[2교시]

2016년도 제33회 관세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3교시

관세평가

80분

수험번호

성명

향후일정
안내

1. 우리나라에 소재한 구매자 B사는 미국에 소재한 판매자 S사로부터 ‘DSLR
카메라’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
격을 신고하였다. 구매자 B사는 해당 물품의 신고가격이 관세법 제30조제3항
에서 규정하는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다
음의 사례는 구매자 B사가 세관장에게 제출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
격 결정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거래당사자 : 한국 소재 B사(구매자)와 미국 소재 S사(판매자)
구매자 B사는 다국적기업 모회사인 S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한
국 내 판매법인임

○

2) 수입물품 : DSLR 카메라
B사는 미국 S사가 판매하는 모델 이외의 카메라(유사물품)를 다른 판
매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S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B사는
다른 모델의 카메라를 S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판매자로부터 수
입하여 국내 판매함(단, S사는 B사와 다른 판매자 간의 수입물품에 대
한 가격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3) 수입물품 가격결정방법
S사가 전세계 모든 관계사와 협의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며,
그 가격결정은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 RPM)을 적용하
여 이루어짐
- 즉,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최종소비자가격(Market Price)에서 소
매점 및 구매자의 적정 마진(매출총이익)을 공제하여 거래가격을 결정
하였음

○

4) 국내 판매방식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각 지역판매망(소매점)을 확보하고,
이들을 통하여 수입물품을 판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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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지역판매망(소매점)은 구매자와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은 독립된 거래당사자들임

5) 최근 3년간 구매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매출총이익) 비율 분석결과
B사와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 비교분석

○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B사의 매출총이익률

15.4%

17.5%

16.5%

동종업계 매출총이익률

15.9%

17.1%

16.5%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15.3%

17.2%

16.0%

15.4%

17.6%

17.0%

○ B사의 해외거래처별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시 매출총이익률 비교분석
년

도

해외거래처별
S사
타사(비특수관계자)

6) 기타사항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가격 결정에 따른 사후보상조정규정은 없으
며, 미국 및 한국의 내국세당국으로부터 쌍방 APA * 승인을 받아 거래
가격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음
*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
상가격 결정방법 사전승인제도로서, 양국 내국세당국은 국조법상 특수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임

○

(1)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원칙과, 실
제지급가격ㆍ가산요소ㆍ공제요소 및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 (15점)
(2) 위 사례와 같이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관계가 해당 수
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방법(①판매를 둘러
싼 상황에 대한 검토와 ②비교가격에 의한 검토)에 대하여 관세법규(관
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및 WTO관세평가법규(협정,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 각종 지침)에 근
거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위 사례와 관련하여 ①B사와 S사 간의 상업적 관계와 ②그 관계가 신고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검토하
여 설명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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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관세평가에서 관세목적상 과세가격은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상품
의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제출한 문서나 서
류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례를 검토해야 할 경
우 과세관청은 이를 해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입자는 의심
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는 과세관청이 송품장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 과세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 조항을 두고 있다.
< ‘합리적인 의심’ 관련 적용 사례 >

○

수입차를 병행수입 하는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은 병행수입자
에게 소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병행수입자는 타당한 해명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과세관청은 관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
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 하기로 하였다.

○ 병행수입자의 신고가격과 정상가격 간의 비교 예시
20 XX
20 XX

모델
BOOO S350
BOOO S500

정상가격(평균 $) 수입가격(평균 $)
92, 8 41
29,766
111, 8 33
49,77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정상가 대비율
32%
45%

“수입신고가격을
정하는 경우 ” 를 관

(1) 위 사례에 적용되는 관세법 제3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 (4점)
(2)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재산정을 할 경우 관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과세가
격 결정방법을 기술하시오.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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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K 세관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자 S사로부터 카메라 100대를 수

입한 구매자 A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결과,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의 사실관계에 기초하
여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1) 과세가격 관련 자료
① 카메라 국내 판매현황(동종ㆍ동류물품)
구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판매수 량 ( 개 )
40
35
50
25
50
15

판매단위가격(원)
1,000
950
900
1,050
950
1,000

② 구매자 A사가 제출한 카메라 판매관련
매출 액 (원)
95,000

매출원가(원)
8 0,000

손 익계산서

판매관리비(원)
10,000

이윤(원)
5,000

* 구매자 A사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③
④

수입항 도 착 후 국내에서

발생 한

절 사함

제비용 : 1,000원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 10%

2)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 : 1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관세법 제33조(제4방법)에 근거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
오. (4점)
(2)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정하시오. (단, 산출과정을
산출 값 의 소수점 이하는

절 사)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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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함하고

4. 다음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국내 A사는 일 본 B사로부터 Blank

2)

웨 이 퍼 를 수입하여 반도 체디바 이 스
를 제조하는 바 , 제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웨 이 퍼
를 재 활 용하기 위하여 일 본 B사와 별도의 수리계약을 체 결하였다.
그 계약에 근거하여 A사가 EX W조건으로 오류 발생 웨 이 퍼 를 수출하면
B사는 이들 웨 이 퍼 를 검사한 후 재 생 이 가 능 한 웨 이 퍼 에 대하여 재 생
수리하여 A사에 공급한다.

3) A사는 C IF 조건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고 세관장에게 해당 수리물품에 대
한 가격을 신고하였다.
4) 수리비에는 B사가 수출에 소요되는

운 임ㆍ보 험 료 등 이 포 함되어

있다.

(1) A사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 신고해야 할 과세가격 구성요소를 제시하
고, 제시한 각각의 구성요소가 과세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되는지 여부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해당 수리물품에 적용하여야 할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기술하고 그 이유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5.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관세평가 목적상 사후 귀속 이익(Subse q uent

p roceeds)은 적 절히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달 라진다. 사후 귀속 이익에
대한 적 절 한 조정이 ①가 능 한 경우와 ② 불 가 능 한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2) 일반적으로 수입자(구매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계약 시 합의된 최종
가격을 기초로 하여 세관장에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
거래 관행상 어 떤 계약에는 가격이

잠 정적으로만

확정되는 가격조정약관

(Price Revie w Clauses)이 있어 지급하여야 할 최종가격 결정은 계약

자 체 에서 정한 특정요인에 따 르 는 경우가 있다. ①이러한 거래 상황은 다
양한

형태 로

나타 날 수 있는 데 그 사례를 1 개 만 기술하고, ②가격조정약

관이 있는 거래물품의 가격이 제1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 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하시오.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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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구매자

K가

외국의 판매자 S로부터 유명브랜드

완구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 제시한 과세가격 관련 자료이다.
1) 송품장( I nvoice

No : 46)상 기재내용
FOB Exporting country

○ 거래조건 :
수량
1,000

품명
“Disney" Donald Duck stuff ed toys
Credit for 20 faulty pieces on invoice

2)

선적서류상

3)

추가

No.

45

단가($)
80
Total

금액($)
80,000

2,000
7 8 ,000

기재내용

○ Overseas Freight : $250
○ Marine Insurance : $500
정보

○ 물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FOB 금액에 대한 12.5%의 로열티를 디자인
소유권자에게 지급(로열티는 공제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 중개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500씩 중개상에게 지급
○ 과세환율
- 수입신고일 : 1,120원/ 1$

- 로열티 지급일 : 1,150원/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①각각의 가격요소를 실제지급가격, 가산요소

등으로

구분하고, ②각 가격

요소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구매자

K가

포함)하시오.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과세가격을 산정(반드시 산출과정을
(5점)

청렴한 관세사가 만들어가는 국가무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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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33회 관세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4교시

무역실무

80분

수험번호

성명

향후일정
안내

1.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업자의 대금지급 거절이나 지급불능과 같은
신용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출업자는 수출대금회수불능에 대한 안전장
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이 경우 수출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단기성 및 중장기성 무역
보험을 종류별로 설명하시오. (15점)
(2)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팩터링(Factoring)
제도와 포페이팅(Forfaiting)제도를 활용할 경우 그 효용과 한계점을 설
명하시오. (35점)
2. 영국해상보험법상 해상보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험 변경의 형태 중 이로
(離路: Deviation)의 성립요건, 이로의 효과, 정당한 이로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원본의 용도별 기능, 선하증권(B/L)과의 차
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4. 무역결제방식 중 송금결제방식의 특징과 실무상 유의점을 설명하고, 사전송
금방식 및 사후송금방식 각각의 개념과 위험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5. 대외무역법령상 구매확인서의 정의와 발급절차,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의
차이점, 구매확인서의 전자발급 의무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내용 중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①사후에 보고하는 거래의 종류와 ②자본거래신고 등의 예외
거래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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