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문제․해설(A형)
1. 다음 중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대한 설명중 적절한 것은?
① 전선(Wire)을 외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하기로 하였다. 원재료 구리는
수출자가 부담하고 부재료와 임가공료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하
였다. 계약체결 3개월 후 구리의 국제시세가 20% 상승한 경우 최초
임가공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더라도 시세상승분만큼 과세가격에 포함
한다.
② 해당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수입자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포장작업비
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원산지표시 보수작업비
는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③ 해당 임차물품의 임차료는 3억이고 해당 임차물품의 카탈로그에 기재
된 판매가격이 2억5천만인 경우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3억 원으로
결정한다.
④ 애플의 미국산 아이폰5 와 중국산 삼성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은 관세
평가상 상표나 소비자 평판이 상이하므로 유사물품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⑤ 해당 물품을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원재료 가격은 원래의 구입
가격이 아니라 표준원가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한다.
<정답> ④
<해설> 원산지 및 상표가 다르고 소비자 평판이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로
유사물품이 아니다.(시행령 제25조, 제26조, 초급용 관세평가 교육
모듈 Lesson 16 예5)
① 제1방법부터 순차적인 검토 필요, ② 둘 다 과세가격에 포함
하지 않음(수입 후 비용), ③ 임차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 적용 시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을 우선 적용, ⑤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2. 수입물품 거래시 대금결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연불이자가 물품가격과 명백히 구분되고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금융의
제공을 판매자, 은행 또는 기타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제공하였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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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Shipper's Usance L/C에서 연불이자가 물품가격과 명백히 구분되고
일정조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신용장에 대한 확인 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④ 해당 물품대금 지급보장을 받기 위해 Financing Charge를 구매자에게
별도로 부담하게 한 경우, 동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구매자가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외화 송금시 지급한 환전수수료는 해
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물품대금 지급보장을 받기 위해 은행의 보증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별도로 부담하게 한 경우, 이러한 금융비용은 해당 물품 과세가격
에 포함된다.(법 제30조제2항), WTO 협정 해설 5.1
① 협정 결정 3.1 ② 연불이자는 제외(법 제30조제2항), ③ 해설 5.1,
⑤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님
3. 과세가격 결정시의 통화환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구매자와 판매자간 일정기간 동안 고정 환율로 계약된 경우 수입시 관
계당국에서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②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결정된다.
③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 결제되는 통화가 다른 경우 실제 결제하
는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④ 수입 시 고시하는 환율은 시중은행의 외국환매도율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⑤ 수입시 송품장에 외화로 표시되어 있으나, 당사자간에 외화와 원화간
고정환율을 적용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실제 원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통화환산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해설> 당사자간에 고정환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고시환율을 무조건 적용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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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함
②, ⑤ 권고의견 20.1, ③ 고시 제1-3조, ④ 법 제18조
4. 수입물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 중에서 실제지급금
액에 가산할 수 있는 금액은?
① 수입자가 공장도조건(EXW)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수출항에서 적재선박
을 대기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발생한 창고료
② 대리인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국 제조자와 설비사양을 협의하고 운
송선박 스케줄을 관리하는 등 원활한 수입이 되도록 활동하는데 투여
한 비용
③ Turn-Key Base 계약에 따라 설비 수입전에 수출자에게 미리 지급한
콘크리트 기초작업에 투여되는 비용
④ FOB 계약조건으로 보험약관에 따라 수출항에서 적재 전에 수량과 품
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⑤ 설비 구입시 수입자의 요청으로 수출자 공장의 기술자를 수입국에 초
청하여 수입자 공장의 기술자에게 설비운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별
도로 지급된 교육훈련비용
<정답> ①
<해설> 운송과정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창고보관료는 물품운송
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예해 7.1)
② 구매수수료(시행규칙 제3조의2), ③ 수입 후 설치비용 해당(법
제30조제2항제1호), ④ 구매자의 필요에 따른 비용으로 판매자에
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님(고시 제1-5
조제1항제6호 단서), ⑤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외국훈련비용이
간접지급금액에 해당(영 제20조제6항제3호)
5. 제5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가격
을 결정할 때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②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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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금액
③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
④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⑤ 수입국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정답> ⑤
<해설>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
으로 합의된 수수료는 제4방법 적용 시 공제요소(관세법 제33조)
① ~ ④ 관세법 제34조
6. 일반적인 구매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시장정보를 수집하거나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의 공급자를 찾아 최상의 가격협상을 한다.
③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조건이나 사양을 알려준다.
④ 판매자에게 수입물품 대가를 지급하고 이후에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영
수한다.
⑤ 수입물품에 대한 표본검사 등 품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정답> ④
<해설> 구매대리인이 수입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시행규칙 제3조의2)

7. 다음은 WCO 평가기술위원회가 권고의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이다. 이중 옳은 것은?

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이전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의해 제안된 현금할인을 이
용한 경우 현금할인 받은 거래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므
로 현금할인가격은 거래가격 결정시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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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지급 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
우, 송장 상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수입자가 공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
우에도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는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다.
다. 협정 제7조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이용 가능하다면 협정 제1조 내지 제
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
라. 판매자가 제안한 현금할인을 사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서 지급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라도 이는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자가 물품구입대가로 지급해야 할 할인된 금액이 협정 제1조의
거래가격이 된다.
마. 수량할인의 적용은 관세평가 대상이 되는 당해 선적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이전 선적분에 소급 적용된 추가적인 할인은 당해 선적분에 적용할
수 없다.

① 가,나,다 ② 가,나,라,마 ③ 가,나,다,라,마 ④ 가,나,다,라 ⑤ 가,다,라
<정답> : ③
<해설> 가. 권고의견 5.1, 나. 권고의견 3.1, 다. 권고의견 12.2, 라. 권고
의견 5.2 마. 권고의견 15.1 사례 3
8. 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거래가격으로 채택이 가능한 것은?
① 수출자 M은 쟈가드 원단과 가방 등을 제조하여 수출한다. 수출자 M은
수입자 L이 가방을 개당 $50의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원단을
롤당 $30의 가격에 판매한다.
② 수출자 K는 수입자 T에게 반도체장비 2대를 60만불에 판매하면서 수
출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재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③ 수입자 A는 3년후 반환조건으로 신품가격의 60%만 지급하기로 하고
수출자 S로부터 포장기계를 구매하였다.
④ 수출자 A는 복사기 등을 제조하여 수출한다. 수출자 A는 수입자 B에게
복사기를 $10,000에 판매한다. 이 가격은 수입자 B가 수출자 A에게 복
사기에 장착되는 네트워크 카드와 조작 보드를 $550의 가격에 공급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⑤ 수출자 K와 수입자 F는 화장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입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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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위하여 수입자 F가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에 대하여 수입
국에서 1년간 TV를 통해 광고를 하기로 합의하고 화장품 가격을 개당
$50에 결정하였다.
<정답> ⑤
<해설> ① ~ ④ 제1방법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한(관세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관세법시행령 제22조)이 아님
⑤ 마케팅에 관한 조건으로 제1방법 적용 배제사유 아님(협정 제
1조에 대한 주해)
9. WTO 관세평가협정의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Additions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shall be made only
on the basis of objective and quantifiable data.
② Goods shall not be regarded as 'identical goods' or 'similar goods'
unless they were produced in the same country as the goods being
valued.
③ The determination of usual profit and general expenses under the
'Computed Value Method' would be carried out utilizing
information prepar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④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ncludes all payments actually
made or to be made as a condition of sale of the imported goods,
by the buyer to the seller, or by the buyer to a third party to
satisfy an obligation of the seller.
⑤ Where the customs value cannot be determin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 there should normally be a process of
consultation between the customs adminstration and importer with
a view to arriving at a basis of valu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2 or 3.
<정답> ③
<해설> ① 협정 제8조 제3항 :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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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되어야 함
② 협정 제15조 제2항 (d) : 평가 대상 물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생
산되지 않은 물품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③ 협정 부속서Ⅰ(주해) 총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
용’ 제2단락 : 산정가격방법 적용 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는 생산국(수입국이 아님)의 GAAP에 맞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
여 결정함
④ 평가협정：부속서 Ⅲ 제7항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
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함
⑤ 일반서설 제2항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
정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당국과 수입자간에 제2조 또
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의 기초에 도달하려는 목적의 협의
과정(process of consultation)이 있어야 함

10. 다음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거나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
는 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사후귀속이익을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의 관련
성과 수출판매 조건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② 구매대리인이 물품을 공장에서 수출항까지 운송을 주선하지 않고 자
신 스스로 운송하고 그 비용을 구매수수료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
우 청구된 금액은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서 공제된다.
③ 판매계약 체결을 보증하기 위해 구매자가 자신의 주도로 판매자에
게 취소불능 신용장을 제공하고 확인수수료를 구매자가 확인기관에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④ Y국의 수입자 I는 X국의 판매자 E로부터 Blending machine을 구입한
후 그 기계가 판매계약서에 있는 사양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X국의 전문가 Z에게 추가 시험 테스트를 맡기고 이 테스트의
대가로 검사비용을 지불한 경우 추가 검사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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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T국의 구매자 M은 X국의 판매자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M의
계산으로 X국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T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창고보관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① 협정 상 사후귀속이익의 지급을 판매조건으로 명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후귀속이익이 존재하는 사실만 있으면 협정
제8조에 의한 조정이 필요함(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Case
Study 2.2)
② 운송부분을 제외한 구매자의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만 구매수
수료로 간주될 수 있음(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Commentary
17.1)
③ 수입계약체결을 확실하게 위하여 수입자가 자기 자신 스스로
수출자에게 취소불능, 확인 신용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확인수수료는 수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입자 자신을 위한 것
이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Explanatory
Note 5.1)
④ 추가검사는 수입자 I와 판매자 E와 판매조건이 아님(WCO 관
세평가기술위원회 Commentary 16.1)
⑤ 물품을 구매한 후, 구매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으
로 간주될 수 없음. 또한 협정 제8조에서 조정요소로 규정되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창고
보관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임(예해 7.1：창
고보관료 관련비용 처리 Ⅲ.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물품을 구
입한 후 해외에서 장치하는 경우)
11. 대한민국 구매자는 프랑스의 판매자로부터 유명 의류제품을 수입
하는데, 거래조건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세관장에게 신고하
여야 할 거래가격은 얼마인가?

- 8 -

ㅇ 거래조건 및 사실관계
- 단

가 : $100

- 수

량 : 1,000개

- 운

임 : $300

- 보 험 료 : $100
- 현금할인 : $3,000
- 상표권 사용료 지불액(관련성, 거래조건 모두 충족) : $10,000
- 중개수수료(판매자 부담) : $1,000
- 중개수수료(구매자 부담) : $1,000

① $98,400

② $108,400

③ $109,400

④ $112,400

⑤ $111,400

<정답> ②
<해설> 1) 단가($100) × 수량(1,000) = $100,000(a)
2) $100,000(a) - 현금할인($3,000) = $97,000(b)
3) $97,000(b) + 운임($300) + 보험료($100) + 상표권 사용료 지불
액($10,000) + 구매자 부담 중개수수료($1,000) = $108,400

12. 수입 물품의 가격신고 및 잠정가격 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수입 물품의 가격신고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
며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② 수입 물품의 가격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수
출용 원재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 기
관이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의 물품으로 관세청
장이 정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③ 잠정가격신고 시에 실제지급 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당해 잠정가
격 신고 금액을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
한 경우로서 확정가격신고 시에 그 누락된 실제지급 금액을 포함하
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잠정가격 신고의 경우 일정기간단위별 수입물품의 운송량 등에 따
라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운임이나 보험료가 확정되는 경우에
- 9 -

는 당해 운송사업자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잠정계산서나 이에
갈음할 서류상의 예상지급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
다.
⑤ 실제지급금액이나 권리사용료 등의 가산 요소 금액이 미확정인 물품
임에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그 확정가격이 신
고가격보다 높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3조(잠정가격 신고
방법)
<해설> ① 수입 물품의 가격신고는 가격신고서의 제출에 의하여야 함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1조 제1항)
②「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 다른
사유로도 가격 신고 생략이 가능(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입
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1조 제2항)
③ 잠정가격신고 시에 실제지급 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가격신
고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므로, 확
정가격신고 시에 그 누락된 실제지급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
는지를 불문하고 그 누락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⑤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가격신고서의 9번 항목이 기
재되지 않은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잠정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사용료 등의 가산요소금액이 당초에 신고된 가
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확정되어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부족관세를 징수하는 때에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잠정
가격신고서 미 제출 시 가산세 부과(종합심사 47400-234, ‘02.06.14)
13. 다음 중 이전가격과 관련된 설명 중 맞지 않은 설명은?
① 이전 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 사이의(또는 내
에서의) 재산/물품 및/또는 서비스의 이전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결
정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② 원가가산법은 협정의 제5방법과 유사하고 반제품/제조품의 판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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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가장 흔히 사
용되며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에 의해 발생되는 직접 비용의 확인
이 필요하다.
③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통제되지 않은(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
자) 거래에서 동종·동질 물품에 부과되는 가격에 대한 비교를 기초로
하므로 제6방법과 유사하다.
④ 조세목적으로 준비되고 수입자에 의해 제출된 이전가격결정 연구는 협
정 제1조 2항 (a)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검토하기 위
해 그 사용은 사안별로 고려되어야 하며 상황 검토를 위한 정보에 대
한 하나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
⑤ 모회사가 자회사의 나라로 수출된 모든 물품은 단지 이전된 것이며 판
매는 없다고 이전 가격 계약서에 명시 하였다면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③
<해설> WCO Training Module(중급/고급용) 7과 이전가격, 예해 23.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통제되지 않은(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
사자) 거래에서 동종·동질 물품에 부과되는 가격에 대한 비교를
기초로 한다. 통제되지 않은 거래는 같은 시장, 즉 같은 수입국에
서 동일한 상업적 수준에서 유사한 수량으로 동일한 상품을 매매
하는 유사한 비즈니스 기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적용 시 이
방법은 협정의 제2조 및 제3조와 유사하다.
1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제4방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이 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비율
과 세관장이 산출하는 동종․동류비율을 비교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을 위한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다음 중 이윤 및 일반경비 산
출시 적용되는 비율 선택 결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 동종․동류비율 > 납세의무자 제출 비율 : 납세의무자 제출비율
② 동종․동류비율 × 120% < 납세의무자 제출 비율 : 동종․동류비율
③ 동종․동류비율 × 110% > 납세의무자 제출 비율 : 납세의무자 제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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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종․동류비율 × 110% < 납세의무자 제출 비율 : 동종․동류비율 ×
110%
⑤ 납세의무자 비율 미제출시 : 동종․동류비율
<정답> ④
<해설>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 제출비율이 동종
동류비율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 제출비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함
15. 다음 중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생산지원 비용은?
① 우리나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E국의
판매자 S에게 무료로 공급한 금형, 주형에 대한 국내 설계비용
② 우리나라 구매자가 E국의 판매자 S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당해 수입물품
의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 가격
③ 우리나라 구매자가 E국의 판매자 S에게 N국의 T사를 통하여 수입물
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로 라벨을 공급하였으나 일부가 훼손되어 사
용이 어려운 경우 훼손된 분량의 가격
④ 우리나라 구매자가 셔츠를 생산하는 E국의 판매자 S에게 무료로 원단(천)
을 공급하고, 판매자 S는 셔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웨이스트를 판매하
여 구매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액
⑤ 우리나라 구매자가 생산한 원재료를 E국의 판매자 S에게 무료로 공급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수출하기 위해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 ①
<해설> ① WCO 예해 18.1(제8조 제1항 (b)호 (ii)와 제8조 제1항 (b)호
(iv)와의 관계)에 따라 금형, 주형에 대한 국내 설계비용도 금
형, 주형에 체화되어 생산지원시 과세가격에 포함
②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과
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생산지원시 과세가격에 포함
③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따라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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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과세가격에 포함됨
④ 판매자에게 제공된 천의 총 가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
산되어야 하나 그 웨이스트의 판매수익이 구매자에게 다시 돌
아온 경우에는 그 웨이스트를 반영하여 생산지원 비용을 감할
수 있음
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해 물품 및 용역
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
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산정
16. 다음 중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은?
① 구매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자체 물품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제조사기관의 공인을 받아 수출자와 물품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할인된 가격
② 종전 거래에서 ①번 항목과 같이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금번 거래
에서 물품 대금을 할인한 경우 그 할인된 가격
③ 구매자가 수출자가 수행할 의무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통상 판매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는 경우 그 할인된 가격
④ 구매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자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구매자
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에 따라 적용된 할인 가격
⑤ 비인기품목을 함께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가격 할인 시 그 할인된 가격
<정답> ④
<해설> ① 가격할인의 합의는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
입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함(재경부 관협 47040-112, 1998.6.10)
② WCO 권고의견 8.1(종전 거래와 관련된 신용채권에 대한 처리)
③ 대법원 93누17898, 1993.12.7
④ 관세청 평가일 22740-2278, 1991.6.15
⑤ 관세청 평가일 22740-350, 1990.8.3
17. 다음 권리사용료 중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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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신발 제조업체가 외국의 상표권자로부터 자신이 생산하는 축구화에 해당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상표부착 축구화를 생산, 판매하고 판매액
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나. 수입자가 제조자로부터 음반을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할 때 수입국 법률에 따라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곡가에 판매가격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불한
경우. 동 권리사용료는 제조자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고 판매계약의 의무사항이 아님
다. 수입자는 물품 제조용 특허공법을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획득하고 특허권소지자
에게 그 공법을 사용하여 국내 제조된 물품의 판매량 수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불할 것에 동의함. 수입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특허공법을 수행하
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기계장치를 설계하고 해외 제조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라. 수입자는 음반수입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수출자로부터 음반수입시 판매권과 배
포권을 허여받는 대신 음반 소매판매가격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마.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를 수입물품에 부착하여 수입하고 국내 상표권자에게 상표
권 사용료를 지불

① 가, 라, 마

② 나, 라

③ 라, 마

④ 가, 다

⑤ 다, 라

<정답> ③
<해설> 가. 권리사용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축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
한 것으로, 수입물품이 없음.
나. 동 권리사용료는 수입국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작곡가에게 지
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물품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다. 동 권리사용료는 해당물품(기계장치)의 거래조건이 아니기 때
문에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음
라. 동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에도 해당
되므로 포함됨(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2)
마. 라이센서의 소재지 및 로열티 지급장소는 권리사용료 가산 여
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따라서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가 수입국 소재 라이센서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4)
18. 다음 중 제6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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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가격은?
①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②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④ 특정수입물품에 대해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 과세기준가격
⑤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정답> ②
<해설> ①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②항 5호
③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②항 4호
④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②항 6호
⑤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②항 3호
19. 다음 중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해외 현지 법인과의 거래
②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지점이 외국의 본점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③ 이익 분배 거래 물품
④ 국내시장 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으로 수입한 L/C 거래 조건 물품
⑤ 당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에 따
라 수입하는 물품
<정답> ⑤
<해설> ① 해외 현지 법인은 독립된 당사자임
②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의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단순히 지점이 수입하는
물품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적인 영
업행위를 하는 지점이 외국의 독립적인 당사자(본점 및 특수
관계자 포함)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
하여 판매된 물품에 해당됨(재경부 관세협력과-105, 2003.11.11)
③ 이익 분배 거래(profit-sharing transaction)는 최종 지급 가격이 유
보된 조건의 판매로서 당해 물품은 판매의 결과로서 수입되므
로 「수출판매」의 요건을 갖춘 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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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내지 제7호, 권고의견 1.1)
④ 평가절차가 덤핑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됨(WTO 협
정 일반서설)
⑤ WCO 권고의견 1.1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
품을 수출판매가 아님
20. 다음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과 관련한 사례들이다. 각각 기술
된 내용 외의 다른 고려요소(상업적 거래단계, 원산국, 수량, 시간
적 요인 등)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대개 유사한 모양, 크기 및 색깔의 꽃을 피우는 다른 종류의 동일
외형의 튤립 구근은 동일물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다.
② 동일국가의 다른 생산자로부터 수입되는 내장튜브가 비록 다른 상표
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규격이고 질이 같으며 대등한 평판을
받고 있고 수입국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사용된다면 유사물품으
로 간주될 수 있다.
③ 수입자가 화학적 구성, 마감손질 및 크기가 동일한 철판을 차체용으
로 다른 하나는 용광로의 입힘쇠용으로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두 물
품은 동종동질물품으로 볼 수 있다.
④ 종이 및 직물겸용의 잉크가 종이 인쇄용 거래에서 상업적으로 수락가능하
다면, 종이용 잉크와 종이 및 직물겸용의 잉크는 동종동질물품은 아니지
만 유사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⑤ 표백용의 통상적인 과산화나트륨과 분석용의 특별등급의 과산화나트륨은
동일물품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사한 특성과 유사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
으나 표백용의 경우 분석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유사물품으로도 볼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WCO 예해 1.1(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사례 7에서 종이
인쇄용에만 적합한 품질의 잉크는 비록 종이 및 직물인쇄용 품질
의 잉크가 종이인쇄업에서 상업적으로 수용된다 할지라도 종이
및 직물 인쇄용 품질의 잉크와 유사한 물품이 아니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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