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제1학기 담당: 박 훤 일 교수

국제거래법 중간고사 문제

I. 다음 각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Borrower agrees to pay to the Lender interest on the Loan outstanding from time

to time on the last day of each Interest Period at the Interest Rate for such Interest

Period. Interest shall accrue from and including the first day of an Interest Period.

Promptly after determination of the Interest Rate applicable with respect to each Interest

Period, the Lender shall notify the Borrower of the applicable Interest Rate and the

amount of interest due on the last day of the relevant Interest Period.

1. 위의 계약서 규정은 무슨 조항을 기술한 것인가?

① Interest ② Default Interest ③ Repayment ④ Term

2. 위와 같은 Term Loan 거래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대주는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롤오버(roll-over)한다.

② 대주가 국내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이자기간은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④ 이자율은 통상 Reuters나 AP-Telerate 단말기에 고시된다.

3. 위와 같은 국제금융거래관행과 관련이 희박한 것은?

① 런던과 같은 국제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의 중요성

② 국제적인 자금환류(recycling)의 필요성

③ 국제금융시장이 마비된 비상사태(market disruption) 시의 대체금리 적용

④ 국제적인 자기자본비율규제(BIS Rule)의 강화

4. 위의 경우에 이자율에 붙일 수 없는 기호는?

① basis point (=1/100%) ② % ③ flat ④ p.a.

5. 위의 조문을 번역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차주는 이자기간 말일의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대주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② 初日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대주는 이자기간 중에 적용할 이자율과 이자금액을 차주에게 통보한다.

④ 이자는 이자기간 말일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금세기 들어 각국의 법을 통일시키는 작업이 매우 활발하다. 국제적인 규범을 통일하기 위해 국

가간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통일규칙,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당사국(자)

간에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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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와 같은 노력을 수행하는 기구/기관이 아닌 것은?

① BIS ② ICC ③ UNCITRAL ④ Unidroit

7. 위와 같은 노력의 성과물로서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하지 않은 것은?

①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② ISDA Master Agreement

③ Uniform Commercial Code

④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8. 국제적으로 위의 노력이 행하여지는 분야가 아닌 것은?

① 해상운송 ② 어음·수표거래 ③ 국제매매 ④ 국제조세포탈 방지

IMF 위기 직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동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그럴듯한 배경을 내세워 호

사스러운 방식으로 국제금융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척 했다. 그들이 소개한 ‘선진 금융기법’ 중

에는 야릇한 불법거래도 적지 않았다.

9. 위의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주로 활동한 무대가 아닌 곳은?

① Dublin ② Hong Kong ③ Labuan ④ London

10. 위의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세금 추징

② 역외금융센터 당국에 대한 형사고발

③ 횡령·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④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II. 다음 각 물음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11. 1990년대 이후의 국제금융시장동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외형자산 중심의 사고방식(“Big is beautiful.”)

② 위험자산 축소의 필요성

③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의 강화

④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금융시스템의 동요

12.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과 관련이 희박한 금융거래 또는 상품은?

① 리스크 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②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의 거래

③ 대출채권 참가(loan participation) 거래

④ 자산유동화(asset-backed securitization)

13. 현재의 서브프라임 위기와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 또는 상품은?

① 통화옵션(currency options)

② 부채담보부 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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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증권(RMBS: 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④ 구조화 투자기구(SIV: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

14. BIS비율을 개선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는?

① 대출채권(loan portfolio)의 유동화 ② 수수료율(fee)의 인상

③ 무상증자 ④ 후순위채(subordinated bonds)의 발행

15. 미국법에서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판례법(case law)을 정리하여 그 요체만 조문화한 것은?

① Common law ② Statute

③ Uniform law ④ Restatement

16. 미법상 Consideration이 결여된 계약의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법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② 무엇인가 교환하는 협상 없이 약정한 당사자에 대해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③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약속은 이것이 없어도 강제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의 Reliance나 Forbearance가 있으면 이것이 있다고 본다.

17. 미법에서 말하는 Misrepresentation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허위사실의 기재 ② 위험요소(risk factor)의 의도적 배제

③ 중요한 사실의 고의적인 누락 ④ 상식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과장광고

18.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문이 아닌 것은?

①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② TO WHOM IT MAY CONCERN,

③ IN WITNESS WHEREOF,

④ WHEREAS,

19.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언급하기에 적합한 조항이 아닌 것은?

① 계약 체결의 경위(whereas)

②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③ 계약의 해제·해지(termination) 사유 ④ 보칙(miscellaneous)

20.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결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② 당사자의 체당지급(out-of-pocket expenses)

③ 당사국 법정에서의 재판(litigation)

④ 제3국에서의 상사중재(arbitration)

21. 국제거래에 있어서 중시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사적 자치(private autonomy)의 원칙

② 계약준수(pacta sunt servanda)의 원칙

③ 계약의 완전성(entir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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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재(arbitration) 제도

22. 다음 중 계약서의 부속서류가 아닌 것은?

① Appendix ② Confirmation

③ Exhibit ④ Schedule

23. 비엔나협약(CISG)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물품의 매매계약일 것 ② 당사자의 업소가 서로 다른 나라에 소재할 것

③ 계약당사자가 거래의 국제성에 대하여 인식할 것

④ 未체약국의 기업과 거래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24. 비엔나협약 상의 청약-승낙과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말은?

① 청약에 변경을 가한 것은 새로운 청약(counter-offer)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청약에 상이한 조건을 붙 을지라도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승낙이 된다.

③ 청약자가 크게 지체하지 않고 그 상이(相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승낙으로 되

지 않는다.

④ 요컨대 CISG는 미법의 Mirror Image Rule을 따르고 있다.

25. 미국의 Statute of Frauds에 의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500달러 이상의 물품의 매매 ② 보증(suretyship)

③ 부동산에 관한 권리(interest in land)의 매매

④ 1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계약

26. 일반적으로 100인 미만의 거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금융자산을 비롯 원유 철강 등 실물자산에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일컫는 말은?

① 헤지펀드(Hedge Fund) ② 사모주식펀드(Private Equity Fund)

③ 부실자산매입펀드(Vulture Fund) ④ 기업인수펀드(Buyout Fund)

27. 최근 들어 아시아지역에서 국제투기자금이 문제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투기성 자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②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M&A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

③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 마켓의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

④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제금융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

28. 다음 중 채무불이행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차주가 진술·보장 및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차주가 지급불능 또는 파산·화의·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③ 차주에게 책임이 없는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④ 다른 채무의 불이행(cross default)이 있는 경우

29. 국제대출계약에 있어서 차주측 변호사의 법률의견서가 갖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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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주의 준법사항 확인 ② 대주의 자금공여에 대한 해제조건

③ 차주측 계약이행의사의 확인 ④ 대주의 자금공여에 대한 정지조건

30. 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제계약에 있어서 완전한 계약(entire agreement)이 갖는 법적

인 의미가 아닌 것은?

① 계약서의 완전무결성(no defect) ② 이면합의의 배제

③ 우리나라 변론주의와의 양립 곤란 ④ 구두증거의 배척

31.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약속어음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국제적인 표준관행이기 때문

② 어음 채권은 어음의 배서·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기 때문

③ 어음 채권은 양도·강제집행이 간편하기 때문

④ 어음금 청구소송은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진행이 신속하기 때문

32. 기한이익을 상실(acceleration)시키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② 변제기 도래의 의제

③ 상계적상의 구비 ④ 명시적인 독촉의 필요성

33. Loan Agreement의 이자지급 조항에서 “gross up”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조세공과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② 과표가 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대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올 때의 코스트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④ 외채 이자에 대하여 원천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비한 규정이다.

34. 대출채권이 차주의 현재 또는 장래의 다른 채무와 동순위임을 보장하는 것을 다음 중 무

엇이라고 하는가?

① equal footing ② pari passu

③ plain vanilla ④ subordinated bond

35. Negative Pledge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만은 설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② 서약(Covenants) 조항에 속한다.

③ 대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④ 법정담보권, 조세공과금에 대한 담보권, 통상의 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보권은 예외이다.

36. 런던 은행간 시장에서 다른 은행에 자금(deposit)을 빌려줄 때 제시하는 금리로서 국제대

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① CD Rate ② Fed Funds Rate ③ LIBOR ④ SIBOR

37. Letter of Comfort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사항은?

① 자회사의 자금차입 행위를 인지하고 있음

② 자회사가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일정 지분을 유지할 것임

- 5 -



③ 자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경 방침을 천명함

④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38. “Any payments made by the Borrower to the Lender shall be applied first against

costs, expenses and indemnities due hereunder; then against default interest, if any,

then against interest due on the Loan, against the Loan due and payable and thereafter

against prepayment.”에 있어서 변제의 우선순위가 손해배상금 다음인 것은?

① costs and expenses ② default interest

③ indemnities ④ interest

39. “The Borrower shall hold the Lender harmless from any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delay or failure by the Borrower to pay any such taxes or charges, and shall

reimburse the Lender upon demand for any such taxes paid by the Lender in

connection herewith whether or not such taxes shall be correctly or legally asserted or

otherwise contested or contestable.”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것은?

① 차주는 대주가 책임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그것은 차주가 조세공과금의 납부를 지체하 거나 미납한 것이다.

③ 대주가 지급한 세액은 나중에 천천히 변제하여도 된다.

④ 당해 세금이 적법하게 부과되었든, 다툼이 있든 불문한다.

40. “All notices, demands, requests, statements or other communications to be made or

given by the Borrower hereunder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Any documents

required to be deliver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which are not in the English

language must be accompanied by a certified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therof and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the original of the document and the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thereof, the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shall prevail between the

Lender and the Borrower.”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것은?

① 이 계약에서 차주에 의한 통지, 요구, 의사전달은 어로 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역본은 번역공증을 요한다.

④ 원본과 역본에 차이가 있는 경우 대주와 차주 사이에서는 원본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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