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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Whon Il Park

Final-term Exam of IBT
I. After reading a part of the Distribution Agreement, answer the questions.

非독점적 수입대리점),

a) Local Party, as a non-exclusive distributor(

shall not

manufacture or distribute any products which are directly or indirectly
competitive with the products supplied by Foreign Party.

창고시설)

b) All prices are Free Carrier Foreign Party's warehouse facility(
include packing cost at the time of shipment.
1. From the point of view of "fair trade"(

공정거래),

and

what will you do to fix the

problem contained in Paragraph a)? (20 point)

2. In terms of INCOTERMS, how are the prices of products supplied to Local
Party decided? (10 point)
3. If Local Party wishes to secure parallel imports(

병행수입), how can Local Party

manage to modify the above provisions? Your are requested to make a draft for
that purpose. (20 point)

II.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step by step. (10 point each)
4. Under CISG, how effective are the usage and practices agreed by or established

신용장통일규칙)?

between both parties, for instance, UCP(

서

5. What will you do as an importer when you find the documentary conditions(

류상의 조건) of letters of credit are fraudulent?

상계거래)?

6. As a means of counter trad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offset(

채권발행) in

7. What's the name and characteristic of the bonds which are floated(
the United States by a foreign issuer?

8. In case of project financing, what's the purpose of the SPC, or project company?

법과대학 국제거래법(영어강의) 기말고사
문제풀이>
한 학기 동안 국제거래법을 함께 공부했음에도 실전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잘 쓴 학생은 거의 만점 가까이 득점한 반면 거의 한 문제도 핵심을 찌르지
못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점수에 불만을 품기 전에 문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
아봅시다.
<

공정위고시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수입대리점계약의 문제점은 Foreign Party가 제공하는 상
품과 경쟁적인 다른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 이는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공정거래
법상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대상임. 상당수의 답안이 병행수입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수입상품 아닌 국내상품도 해당할 수 있을 뿐더러 문 3에 대한 답을 두 번 적을 필요는 없는
것임 (20점)
1.

중 FCA 조건이며 제품가격은 원가+창고 앞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포장비이고 그 이후의 통관비, 운송비, 보험료는 Local Party가 부담하여야 함 (10점)
2. INCOTERMS

공정위고시에 의하면 Foreign Party가 병행수입을 방해할 수는 없으며, Local Party가 병행
수입을 도모한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동종의 정품을 수입하여 Foreign Party로부터의 불측의
공급중단에 대비하도록 함
→ (수정제안) Local Party is entiltled to secure parallel imports from other genuine source
than Foreign Party in case of failure of supply by Foreign Party. (20점)
3.

에 의하면
(binding) (10점)
4. CISG

와 같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관습 및 관행은 구속력이 있음

UCP

신용장 서류상의 조건에 허위 기타 사기적인 내용이 있다면 신용장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
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지급정지가처분명령(injunction)을 구하도록 함
(10점)
5.

구상무역 중 상계거래를 하려면 고가의 기술도입이나 수입품 중의 일부는 국내에서 면허생
산을 하든가 국산원자재를 사용하도록 함 (10점)
6.

7.

이름은 Yankee Bond, 특징은 Credit Rating, SEC registration, Due Diligence

8.

프로젝트회사인 SPC의 목적은 비소구 내지 제한적 소구(Non- or Limited Recourse)라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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