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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사외환관리사
시험특성시험특성
한국무역협회에서한국무역협회에서 부여하는부여하는 민간자격증으로민간자격증으로 기업의기업의 외화자외화자
산을산을 관리하고관리하고 각종각종 외환거래를외환거래를 통해통해 노출되는노출되는 여러여러 종류의종류의
리스크를리스크를 분석분석하고하고 이에이에 대해대해 다양한다양한 파생금융상품들을파생금융상품들을 활활
용하여용하여 가장가장 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 환리스크환리스크 관리관리 및및 자산재테크자산재테크 업무업무
등등 제반제반 금융업무를금융업무를 수행하는수행하는 전문가전문가를를 말한다말한다..

11차차 시험과시험과 22차차 시험을시험을 모두모두 합격해야합격해야 하며하며
11차차 시험시험 합격자와합격자와 기존의기존의 외환관리사외환관리사 22종종 자격증자격증 소지자소지자
는는 동등한동등한 대우를대우를 받는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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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과시험일정과 과목과목
시험시험 일정일정

회회 차차 시험일시험일
제제 1 1 회회
제제 2 2 회회

55월월 1111일일
1111월월 2323일일

원서접수원서접수 : : 시험전시험전 4040일간일간
합격자발표합격자발표 : : 시험후시험후 11개월개월 이내이내
자격증자격증 교부교부 : : 합격자합격자 발표일로부터발표일로부터 77일일

시험과목시험과목

교시교시 시험과목시험과목 세부내역세부내역 시험시간시험시간

제제11교시교시 외환이론외환이론 및및 관리관리(40)(40) 외환이론외환이론

환위험관리환위험관리
09:30~10:20 (5009:30~10:20 (50분분))

제제22교시교시 국제재무관리국제재무관리(40)(40) 국제자본조달국제자본조달

해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및및 portfolioportfolio투자투자
10:30~11:20(5010:30~11:20(50분분))

제제33교시교시 파생금융상품파생금융상품(40)(40) 선물선물, , 옵션옵션, , 스왑의스왑의 이해이해

선물가격선물가격, , 옵션가격옵션가격, , 스왑가격스왑가격
11:30~12:20(5011:30~12:20(50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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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환 관리사관리사 22종종 시험과목시험과목 및및 세부내용세부내용

시험과목시험과목 시험내용시험내용 문항수문항수 배점배점

외환이론외환이론 및및 관리관리

외환외환//외환거래외환거래//외환시장외환시장 이해이해

환율개념과환율개념과 제도제도

국제수지와국제수지와 환율결정환율결정 이론이론

외환자금외환자금 결제방법결제방법

환위험환위험 측정측정 및및 관리관리

4040 100100

국제국제 재무관리재무관리

국제재무관리국제재무관리 이해이해

국제국제 자본예산과자본예산과 자본자본 조달조달 방법방법

해외직접해외직접 투자와투자와 관리관리

해외해외 Portfolio Portfolio 관리관리

4040 100100

파생금융상품파생금융상품

선물거래선물거래 개요개요

선물시장선물시장, , 선물가격선물가격, , 금융선물금융선물

옵션거래개요옵션거래개요

옵션가격옵션가격, , 옵션헤지옵션헤지 거래거래 및및 전략전략

스왑거래스왑거래 및및 선도금리선도금리 게약게약

4040 100100

외환외환, , 선물법규선물법규 및및

제도제도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및및 관련규정관련규정

선물거래법선물거래법 및및 관련규정관련규정

무역금융무역금융 종류종류 및및 활용활용

무역대금무역대금 결제방법결제방법

404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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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환 관리사관리사 11종종 시험과목시험과목 및및 세부내용세부내용

시험과목시험과목 시험내용시험내용 배점배점

환위험관리환위험관리
내부적내부적 환환//금리금리 위험위험 관리관리 전략전략
환환//금리위험금리위험 측정사례측정사례 및및 관리실무관리실무

100100

외환회계외환회계

재무회계와재무회계와 기초조식기초조식, , 재무회계재무회계 개념개념 재무제표재무제표,,금금
융상품융상품 회계처리회계처리

파생상품파생상품 및및 일반외환거래일반외환거래 회계회계

100100

파생상품파생상품 실무실무
파생금융파생금융 상품상품 가격가격 분석분석

사례를사례를 통한통한 상황상황 별별 파생상품파생상품 적용적용 능력능력
100100

외환거래외환거래 실습실습
컴퓨터를컴퓨터를 이용이용
한한 딜링딜링

SimulationSimulation

시장분석시장분석 능력능력 적용적용 : : 기술적기술적//기본적기본적//심리적심리적 분석분석 등등
의의 거래시거래시 적용적용

외환시장외환시장 메커니즘메커니즘 이해이해 : Calling party, : Calling party, 
Quoting party, BidQuoting party, Bid--offer, Participantsoffer, Participants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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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세부 사항사항

합격기준합격기준 (Passing criteria)(Passing criteria)

전체전체 평균평균 6060점점 이상이상 ((단단 4040점점 미만미만 득점과목득점과목
이이 있을있을 경우경우 불합격불합격))

응시대상응시대상 (Applying requirement)(Applying requirement)

무역업체무역업체 및및 금융업체금융업체 임직원임직원, , 대학생대학생, , 일반희일반희
망자망자 등등((학력학력 및및 경력경력 제한제한 없음없음))

원서교부원서교부 및및 접수접수 (Acceptance)(Acceptance)
무역아카데미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홈페이지(http://(http://www.tradecampus.comwww.tradecampus.com))를를
통한통한 인터넷인터넷 접수접수

수험료수험료 및및 납부납부

50,000 50,000 원원
온라인온라인 입금시입금시 계좌계좌 :  :  우리은행우리은행 096096--128152128152--0101--001 (001 (예금주예금주::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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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세부 사항사항 IIII
시험장소시험장소
제제 11회회 : : 서울서울, , 부산부산, , 대전대전((충남충남), ), 광주광주((전남전남), ), 대구대구((경북경북))
제제 22회회 : : 서울서울, , 부산부산, , 대전대전((충남충남), ), 광주광주((전남전남), ), 대구대구((경북경북))

합격자합격자 발표발표 (Notice of Success)(Notice of Success)
시험시험 후후 11개월개월 이내에이내에 무역아카데미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에홈페이지에 공고공고

유의사항유의사항 (Attention)(Attention)
수험료수험료 및및 관련서류는관련서류는 일체일체 반환되지반환되지 않음않음

수험표와수험표와 신분증신분증 미지참자는미지참자는 응시할응시할 수수 없음없음

특전특전 (Several benefits)(Several benefits)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 회장명의회장명의 11차시험차시험 합격증합격증 부여부여

자격증자격증 취득시취득시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지정지정 외환전문운용인력으로외환전문운용인력으로 인정인정

연락처연락처
서울서울 강남구강남구 삼성동삼성동 159159--1 COEX Office 41 COEX Office 4층층
Tel. 02)6000Tel. 02)6000--5378~9 Fax. 02)60005378~9 Fax. 02)6000--55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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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사의외환관리사의 전망전망
향후향후 55년간년간 외환딜러의외환딜러의 고용은고용은 증가할증가할 전망이다전망이다. . 외환딜러는외환딜러는 환율제도가환율제도가 고정환고정환
율에서율에서 변동환율로변동환율로 바뀌면서바뀌면서 생겨난생겨난 직종이다직종이다. . 외국에서는외국에서는 19701970년도년도 중반부터중반부터
국제국제 외환시장이외환시장이 활성화활성화 되면서되면서 외환딜러의외환딜러의 활동이활동이 두드러져두드러져 왔다왔다. . 하지만하지만 우리우리
나라에서는나라에서는 19801980년대년대 이후부터이후부터 변동환율제도가변동환율제도가 정착되면서정착되면서 국내에국내에 진출한진출한 몇몇몇몇
외국은행에서외국은행에서 외환딜러외환딜러 제도가제도가 도입되기도입되기 시작했고시작했고, , 이어이어 19871987년년, 1988, 1988년년 국내국내
금융시장이금융시장이 최대의최대의 활황을활황을 누리자누리자 55개개 시중은행과시중은행과 외환은행에서외환은행에서 외환딜링외환딜링 분야분야
를를 강화시켜강화시켜 나갔다나갔다..
IMF IMF 체제체제 이후이후 외화거래량이외화거래량이 과거에과거에 비해비해 크게크게 줄었기줄었기 때문에때문에 과거과거 딜러들이딜러들이 하하
던던 투기적인투기적인 거래는거래는 자취를자취를 감춘감춘 듯하다듯하다. . 환율의환율의 등락이등락이 워낙워낙 심해심해 섣불리섣불리 투기적투기적
거래에거래에 들어가기들어가기 어렵기어렵기 때문이다때문이다. . 금융결제원과금융결제원과 연결된연결된 전화전화, , 이른바이른바 ''핫라인핫라인''이이
잠잠하고잠잠하고 대신대신 기업체에서기업체에서 요구하는요구하는 외화물량을외화물량을 대신대신 매입해매입해 주는주는 외환브로커외환브로커 역역
할이할이 커지고커지고 있다있다. . 향후향후 금융경쟁시대금융경쟁시대 환경환경 속에서속에서 국제적국제적 외환거래는외환거래는 더욱더욱 활발활발
해질해질 전망이다전망이다. . 더욱이더욱이 우리나라에서우리나라에서 아직아직 초기단계인초기단계인 외환딜링외환딜링 분야는분야는 발전가능발전가능
성이성이 좋은좋은 만큼만큼 그에그에 따른따른 인력수요인력수요 또한또한 증가할증가할 것으로것으로 기대된다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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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사외환관리사 자격증의자격증의 도입배경도입배경
19971997년년 1212월월 1616일일 국내국내 외환시장은외환시장은 시장평균환율제도시장평균환율제도((고정환율제고정환율제

도도))에서에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로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뀌면서바뀌면서 외환시장의외환시장의 구조구조 자체가자체가

변하는변하는 커다란커다란 변혁을변혁을 맞이하였다맞이하였다. . 이는이는 환율환율 자체가자체가 이제는이제는 시장의시장의

수요와수요와 공급에공급에 의해서의해서 자율적으로자율적으로 변함변함 으로서으로서 변동폭의변동폭의 확대가능성확대가능성

과과 함께함께 많은많은 기업들의기업들의 환차손의환차손의 위험이위험이 커지게커지게 되었음을되었음을 의미한다의미한다. . 
작금의작금의 세계정세는세계정세는 실물경제실물경제 분야인분야인 수출수출··입에입에 따른따른 매출증가라는매출증가라는 단단

순한순한 논리에서논리에서 벗어나벗어나 이제는이제는 기업이기업이 가지고가지고 있는있는 각종각종 자산자산 및및

Cash FlowCash Flow를를 확인하고확인하고 이에이에 대한대한 리스크를리스크를 관리하고관리하고 이를이를 전략적전략적

으로으로 운용해서운용해서 기업가치를기업가치를 최대화최대화 시키는시키는 화폐경제화폐경제 분야의분야의 중요성이중요성이

매우매우 커지고커지고 있다있다. . 우리는우리는 이미이미 이러한이러한 조류를조류를 미국과미국과 일본의일본의 경제구경제구

조에서조에서 보아왔고보아왔고, , 또한또한 IMF IMF 체제를체제를 겪으면서겪으면서 몸소몸소 경험했다경험했다. . 따라서따라서

한국무역협회에서는한국무역협회에서는 여러여러 수출수출·· 입입 기업의기업의 이러한이러한 분야의분야의 경쟁력경쟁력 제제

고를고를 위해위해 ''외환관리사외환관리사''라는라는 자격시험을자격시험을 시행시행하게하게 되었다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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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사외환관리사 수험서수험서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 시행시행 외환관리사외환관리사 11차시험차시험 대비대비 수험서수험서. . 다각적인다각적인
기출문제기출문제 분석을분석을 통한통한 핵심내용을핵심내용을 반영하여반영하여 기출문제를기출문제를 완벽히완벽히
해설하였으며해설하였으며 예상문제를예상문제를 풍부히풍부히 실었다실었다. . 또한또한 실전에서실전에서 실무지실무지
침서로침서로 활용할활용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다양하고다양하고 현장감현장감 있는있는 내용으로내용으로 구성하구성하
였다였다..

[[외환외환//환거래환거래] ] 안태헌안태헌 외외 | | 청람청람 | 2003| 2003년년 0303월월 2424일일

외환관리사외환관리사 자격시험을자격시험을 준비하는준비하는 이들을이들을 위해위해 제작된제작된 교재교재. 1. 1권에권에
서는서는 환위험관리환위험관리, , 파생상품파생상품 실무를실무를, 2, 2권에서는권에서는 외환관련법규외환관련법규, , 외외
환환 회계회계, , 무역금융무역금융, , 대금결제대금결제 등을등을 중점적으로중점적으로 다루고다루고 있다있다..

[[외환외환//환거래환거래] ] 이명석이명석 외외 |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 | 2003| 2003년년 0808월월 3030일일

[[외환외환//환거래환거래] ] 지호준지호준 | | 경문사경문사 | 2002| 2002년년 0303월월 0404일일



Friday, April 29, 2005 page 11 ⓒ2003, CVIKorea

CVI, Korea Partner of IMD

선물거래상담사선물거래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는선물거래상담사는 한국선물거래소한국선물거래소((국채국채, , 미달러미달러, CD, , CD, 금금, , 코코
스닥스닥50)50)와와 한국증권거래소한국증권거래소(KOSPI200 (KOSPI200 주가주가 지수지수 선물선물 및및
옵션옵션, , 개별개별 주식옵션주식옵션) ) 해외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등의등의 모든모든 선물거래에선물거래에 대대
하여하여 고객을고객을 상대로상대로 영업영업 및및 상담상담 등을등을 할할 수수 있는있는 자격입니자격입니
다다. . 

주관처주관처 : : 한국선물협회한국선물협회

시험일시시험일시 ::
제제66회회 : 2003: 2003년년 33월월 2323일일((일일) 10:00) 10:00∼∼12:00  12:00  
제제77회회 : 2003: 2003년년 77월월 1313일일((일일) 10:00) 10:00∼∼12:00  12:00  
제제88회회 : 2003: 2003년년 1111월월 1616일일((일일) 10:00) 10:00∼∼12:00  12:00  

응시료응시료 : 30,000: 30,000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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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시험과목 및및 시간시간
과과 목목 내용내용 [ (   )[ (   )안은안은 문항수문항수 및및 배점배점 ]]

이론이론 (70)(70) 선물시장개요선물시장개요(4)(4)
옵션옵션(8) (8) 
통화통화(10)(10)
금리금리(10)(10)
지수지수(10)(10)
선물거래법선물거래법(4)(4)
감독규정감독규정(4)(4)
거래소규정거래소규정(6)(6)
100100문항문항, 120, 120분분
객관식객관식 44지선다형지선다형

상품상품(8)(8)
장외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8)(8)
가격분석가격분석(6)(6)
금융공학금융공학(6)(6)

실무실무 (30)(30) 중개업무실무중개업무실무(12)(12)
파생상품회계파생상품회계(4)(4)

문항문항 수수 및및 시간시간

문제형식문제형식

이론이론 과목의과목의 『『금융공학금융공학』』관련관련 내용은내용은 선물연수원선물연수원

홈페이지홈페이지((http://http://www.kofaa.or.krwww.kofaa.or.kr) ) ‘‘연수자료실연수자료실’’을을 참고참고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larscom.com/investors/images/invest.jpg&imgrefurl=http://www.larscom.com/investors/&h=200&w=300&prev=/images%3Fq%3Dinvest%26svnum%3D1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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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세부 사항사항
합격기준합격기준

100100점점 만점을만점을 기준으로기준으로 과목별과목별 40% 40% 이상이상 득점한득점한 자자 중중 총점총점 6060점점 이상이상
인인 자자

선물거래상담사선물거래상담사 운영운영 및및 관리에관리에 관한관한 규정규정 부칙부칙 제제33조에조에 해당되는해당되는 자자

((실무과목을실무과목을 100100점점 만점만점 기준으로기준으로 6060점점 이상이상))

원서교부원서교부 및및 접수접수
선물거래상담사선물거래상담사 운영운영 및및 관리에관리에 관한관한 규정규정 부칙부칙 제제33조에조에 해당하는해당하는 시험시험
과목과목 일부일부 면제자는면제자는 인터넷인터넷 접수접수 불가하며불가하며 방문접수만방문접수만 가능가능

우편접수우편접수 불가불가

원서교부원서교부 및및 접수처접수처
인터넷인터넷 : : http://http://kofa.uway.comkofa.uway.com
방문접수방문접수 : : 한국선물협회한국선물협회

서울서울 : : 서울시서울시 영등포구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도동 3535--4 4 화재보험협회빌딩화재보험협회빌딩1212층층
부산부산 : : 부산시부산시 부산진구부산진구 범천범천11동동 853853--40 40 부산전문건설회관부산전문건설회관1010층층

문의문의 사항사항
한국한국 선물협회선물협회 연수원연수원(Tel : 02(Tel : 02--769769--1981) 1981) 및및 ee--mail : mail : 
kofaa@kofa.or.krkofaa@ko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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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상담사선물거래상담사 수험서수험서
최신적중최신적중 선물거래상담사선물거래상담사 문제집문제집

[[선물선물//옵션옵션] ] 금융연구소금융연구소 | | 공평학원공평학원 | 2002| 2002년년 0808월월 1919일일

11종종 투자상담사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선물거래상담사

[[투자금융투자금융] ] 김경신김경신 | | 금융경제연수사금융경제연수사 | 2001| 2001년년 0707월월 0101일일

선물거래상담사선물거래상담사((객관식객관식) ) 
[[선물선물//옵션옵션] ] 김종대김종대 | | 형설출판사형설출판사 | 2001| 2001년년 0303월월 1010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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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 무역사무역사
시험특성시험특성
국내유일의국내유일의 종합무역실무능력종합무역실무능력 인정시험인정시험
무역업계무역업계 진출을진출을 위한위한 자격증자격증
무역담당사원의무역담당사원의 업무능력업무능력 강화강화

도입배경도입배경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자격증은자격증은 종전에종전에 한국무역협회에서한국무역협회에서 실시하던실시하던
[[무역실무능력인정시험무역실무능력인정시험]]이이 19991999년부터년부터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으시험으
로로 명칭을명칭을 변경하여변경하여 실시실시

지구촌지구촌 곳곳을곳곳을 누비며누비며 국제교역국제교역 업무에서업무에서 보람을보람을 찾으려는찾으려는 사람은사람은 국제국제
무역사무역사 자격증에자격증에 관심을관심을 가져볼가져볼 만만 하다하다. . 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 국제국제 교역규모가교역규모가
해마다해마다 10%10%이상이상 늘고늘고 있고있고 수출입국만이수출입국만이 우리나라가우리나라가 생존할생존할 수수 있는있는
길이라고길이라고 천명되고천명되고 있는있는 만큼만큼, , 무역전문가에무역전문가에 대한대한 수요도수요도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늘어날늘어날 것으로것으로 예상예상되기되기 때문이다때문이다. . 또또 자격증자격증 보유자를보유자를 인사고과시인사고과시 우우
대해주고대해주고 신입사원신입사원 선발시에선발시에 가산점을가산점을 부여하는부여하는 업체들도업체들도 크게크게 늘고늘고 있있
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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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과시험일정과 과목과목
회회 차차 시험일시험일
제제 1111회회
제제 12 12 회회

55월월 2525일일
1111월월 99일일

시험시험 일정일정

원서접수원서접수 : : 시험시험 전전 4040일간일간
합격자발표합격자발표 : : 시험시험 후후 11개월개월 이내이내
자격증자격증 교부교부 : : 합격자합격자 발표일로부터발표일로부터 77일일

시험과목시험과목

교시교시 시험과목시험과목 세부내역세부내역 시험시간시험시간

무역규범무역규범(50)(50)

무역결제무역결제(50) (50) 

무역계약무역계약(50) (50) 무역계약무역계약(30), (30), 무역운송무역운송(10), (10), 
해상보험해상보험(10) (10) 

11:10 ~ 11:10 ~ 
12:5012:50
(100(100분분) ) 무역영어무역영어(50) (50) 

통관통관 및및 관세환급관세환급(25), (25), 대외무역대외무역
법법(5), (5), 전자무역전자무역(20) (20) 제제11교시교시
대금결제대금결제(35), (35), 외환실무외환실무(15) (15) 

09:30 ~ 09:30 ~ 
10:50(8010:50(80분분) ) 

제제22교시교시
무역영어무역영어(50) (50) 

무역실무무역실무 22년년
경력자가경력자가
60%60%이상이상 득득
점할점할 수수 있는있는
수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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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세부 사항사항

합격기준합격기준 (Passing criteria)(Passing criteria)
전체전체 평균평균 6060점점 이상이상 ((단단 3939점점 미만미만 득점과목이득점과목이 있을있을 경우경우 불합격불합격))

응시대상응시대상 (Applying requirement)(Applying requirement)
무역업체무역업체 및및 금융업체금융업체 임직원임직원, , 대학생대학생, , 일반희망자일반희망자 등등((학력학력 및및 경력경력 제한제한
없음없음))

원서교부원서교부 및및 접수접수 (Acceptance)(Acceptance)
무역아카데미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홈페이지(http://(http://www.tradecampus.comwww.tradecampus.com))를를 통한통한 인인
터넷터넷 접수접수

수험료수험료 및및 납부납부
40,000 40,000 원원
온라인온라인 입금시입금시 계좌계좌 :  :  우리은행우리은행 096096--128152128152--0101--001 001 
((예금주예금주::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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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세부 사항사항 IIII
시험장소시험장소
제제 1111회회 : : 서울서울, , 부산부산, , 대전대전((충남충남), ), 광주광주((전남전남), ), 대구대구((경북경북))
제제 1212회회 : : 서울서울, , 부산부산, , 대전대전((충남충남), ), 광주광주((전남전남), ), 대구대구((경북경북))

합격자합격자 발표발표 (Notice of Success)(Notice of Success)
시험시험 후후 11개월개월 이내에이내에 무역아카데미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에홈페이지에 공고공고
자격증자격증 교부교부 : : 무역아카데미무역아카데미 사무국사무국 및및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 각시각시·· 도지부도지부 ((신분증신분증 지참지참))

유의사항유의사항 (Attention)(Attention)
수험료수험료 및및 관련서류는관련서류는 일체일체 반환되지반환되지 않음않음
수험표와수험표와 신분증신분증 미지참자는미지참자는 응시할응시할 수수 없음없음

특전특전 (Several benefits)(Several benefits)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 회장명의회장명의 11차시험차시험 합격증합격증 부여부여
자격증자격증 취득취득 시시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지정지정 외환전문운용인력으로외환전문운용인력으로 인정인정

기출문제집기출문제집
서울서울 : Trade Tower 6: Trade Tower 6층층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 간행물간행물 판매실판매실(6000(6000--5439)5439)

연락처연락처
서울서울 강남구강남구 삼성동삼성동 159159--1 COEX Office 41 COEX Office 4층층
Tel. 02)6000Tel. 02)6000--5378~9 Fax. 02)60005378~9 Fax. 02)6000--55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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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수험서수험서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기출문제집기출문제집(2003 (2003 제제55--1111회회) ) 
[[국제무역국제무역] | ]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 | 2003| 2003년년 0909월월 0101일일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국제무역국제무역] ] 박세운박세운 외외 | | 청림출판청림출판 | 2003| 2003년년 0505월월 1010일일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문제집문제집 1(1(무역관계법무역결제무역관계법무역결제) ) 
[[국제무역국제무역] ] 노순규노순규 | | 새한정보교육새한정보교육 | 2000| 2000년년 1010월월 010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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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관세사 제도란제도란??
관세사라는관세사라는 무역무역 및및 통관관련분야에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전문지식을 가진가진
자에게자에게 국가가국가가 시험시험 등을등을 거쳐거쳐 관세사자격을관세사자격을 부여부여하하
며며, , 관세사는관세사는 화주로부터화주로부터 위탁을위탁을 받아받아 수출입업체를수출입업체를
대리대리하여하여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업무를업무를 대행대행

수출입물품에수출입물품에 대한대한 세번세번··세율의세율의 분류분류, , 과세가격의과세가격의 확인과확인과
세액의세액의 계산계산

관세법에관세법에 의한의한 수출수출··수입수입 또는또는 반송의반송의 신고와신고와 이와이와 관련되관련되
는는 절차의절차의 이행이행

관세법에관세법에 의한의한 이의신청이의신청··심사청구심사청구 및및 심판청구의심판청구의 대리대리

관세에관세에 관한관한 상담상담 또는또는 자문자문

수출용수출용 원재료에원재료에 대한대한 관세등관세등 환급에환급에 관한관한 특례법에특례법에 의한의한
환급청구의환급청구의 대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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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관세사의 업무범위업무범위
관세법관세법 제제137137조의조의 33규정에규정에 의하면의하면 수출입의수출입의 신고는신고는 화주화주 또는또는 관세사관세사
등의등의 명의로명의로 하도록하도록 규정규정되어있다되어있다. . 이이 규정에규정에 의거하여의거하여 관세사의관세사의 자격이자격이
필요하게필요하게 되었는바되었는바 관세사란관세사란 무역무역 및및 통관관련통관관련 분야에분야에 전문지식을전문지식을 가진가진
자에게자에게 국가가국가가 시험시험 등을등을 거쳐거쳐 관세사자격을관세사자격을 부여하며부여하며, , 관세사는관세사는 화물주화물주
로부터로부터 위탁을위탁을 받아받아 수출입업체를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대리하여 다음의다음의 업무를업무를 행하게행하게 된다된다. . 

(1)(1) 수출입수출입 물품에물품에 대한대한 세세 번번,,세율을세율을 분류분류, , 과세가격의과세가격의 확인확인

과과 세액의세액의 계산계산

(2) (2) 관세법에관세법에 의한의한 수출수출, , 수입수입 또는또는 반송의반송의 신고와신고와 이와이와 관련관련

되는되는 절차의절차의 이행이행

(3) (3) 관세법에관세법에 의한의한 이의신청이의신청, , 심사청구심사청구 및및 심판청구의심판청구의 대리대리

(4) (4) 관세에관세에 관한관한 상담상담 또는또는 자문자문

(5) (5) 수출용원재료에수출용원재료에 대한대한 관세관세 등등 환급에환급에 관한관한 특례법에특례법에 의한의한

환급청구의환급청구의 대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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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관세사의 영업형태영업형태

관세사는관세사는 국가에서국가에서 공인하고공인하고 있는있는 자격사이다자격사이다. . 따따
라서라서 그의그의 영업활동은영업활동은 일정하게일정하게 정해진정해진 형식에형식에 의의
해서만해서만 할할 수수 있다있다. . 

(1)(1) 개인관세개인관세 사무실을사무실을 개설하거나개설하거나 합동관세사무합동관세사무

소에소에 참여참여 할할 수도수도 있고있고

(2) (2) 관세사법인에관세사법인에 사원으로사원으로 참여할참여할 수도수도 있으며있으며

(3) (3) 통관취급법인에통관취급법인에 채용되거나채용되거나 개인관세사개인관세사 또는또는

관세사관세사 법인에법인에 채용되어서채용되어서 관세사관세사 업무를업무를 수행수행

하는하는 방식방식 등이등이 있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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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관세사의 의무의무
관세사는관세사는 국가에서국가에서 엄정한엄정한 기준하에기준하에 선발한선발한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일정한일정한 업무를업무를 대행대행
하도록하도록 권한을권한을 준준 것이기에것이기에 업무를업무를 수행함에수행함에 있어서있어서 공익성이공익성이 다른다른 어떤어떤 작업작업
보다도보다도 높게높게 요구된다고요구된다고 하겠다하겠다..
따라서따라서 관세사관세사 자격에는자격에는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공적의무가공적의무가 요구요구되고되고 있다있다. . 
(1) (1) 관세사업무를관세사업무를 개시함에개시함에 있어서는있어서는 반드시반드시 관세청장관세청장 또는또는 관세사회장에게관세사회장에게 등록을등록을
해야해야 한다한다. . 

(2) (2) 관세사가관세사가 업무를업무를 행하기행하기 위하여위하여 사무소를사무소를 설치하였거나설치하였거나 이전이전, , 휴업휴업, , 폐업폐업 한한 경우경우
에는에는 세관장에게세관장에게 신고해야신고해야 한다한다. . 

(3) (3) 관세사는관세사는 자신이자신이 채용한채용한 관세사관세사 및및 직무보조자를직무보조자를 지도지도,,감독할감독할 책임이책임이 있으며있으며 직직
무보조자의무보조자의 업무상업무상 행위에행위에 책임을책임을 져야져야 한다한다. . 

(4) (4) 관세사는관세사는 타인에게타인에게 자기의자기의 성명성명 또는또는 사무소사무소 명칭을명칭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통관업을통관업을 행하게행하게
하거나하거나 자격증자격증 또는또는 등록증을등록증을 대여할대여할 수수 없으며없으며 세관근무일에는세관근무일에는 관세사관세사 사무실에사무실에
서서 항상항상 근무하고근무하고 있어야있어야 한다한다..

(5) (5) 관세사는관세사는 관세법관세법, , 관세사법관세사법 및및 동법에동법에 의한의한 명령을명령을 준수하고준수하고 통관업을통관업을 성실성실,,공정공정
하게하게 수행하여야수행하여야 하며하며, , 신고에신고에 따른따른 오류가오류가 발생하지발생하지 않도록않도록 해야해야 한다한다. . 

(6) (6) 관세사나관세사나 그그 직무보조자는직무보조자는 법률에법률에 특별한특별한 규정이규정이 있는있는 경우를경우를 제외하고는제외하고는 직무상직무상
알게알게 된된 비밀을비밀을 누설하여서는누설하여서는 안된다안된다..

(7) (7) 관세사는관세사는 통관과통관과 관련한관련한 업무업무 이외에는이외에는 영리를영리를 목적으로목적으로 하는하는 업무에업무에 종사하거나종사하거나
영리를영리를 목적으로목적으로 하는하는 법인법인 또는또는 개인의개인의 직원직원 또는또는 사용인이사용인이 될될 수수 없다없다. . 

(8) (8) 관세사는관세사는 직무수행직무수행 중중 고의고의 또는또는 과실로과실로 인한인한 손해를손해를 배상하기배상하기 위하여위하여 11인당인당
10001000만원만원 상당의상당의 보증을보증을 설정해야설정해야 한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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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관세사 시험시험
관세사자격은관세사자격은 관세사시험에관세사시험에 합격한합격한 자에게자에게
주어지며주어지며 관세사시험은관세사시험은 제제11차차 시험과시험과 제제22
차차 시험으로시험으로 구분하여구분하여 행해짐행해짐

관세사시험에관세사시험에 합격한합격한 자는자는 한국관세사회에한국관세사회에
서서 시행하는시행하는 실무수습을실무수습을 이수이수한한 후후 관세사관세사
등록절차를등록절차를 거쳐거쳐 관세사업무를관세사업무를 개시할개시할 수수
있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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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관세사 시험과목시험과목 ((관세사법시행령관세사법시행령 제제55조조)  )  
제제11차시험차시험 ((객관식필기객관식필기) ) 

-- 관세법개론관세법개론,,
--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및및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 행정법개론행정법개론,,
-- 무역영어무역영어

제제22차시험차시험 ((논술식논술식 필기필기) ) 
-- 관세법관세법((환급특례법환급특례법 포함포함),),
-- 관세율표관세율표 및및 상품학상품학,,
-- 내국소비세법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 특별소비세법특별소비세법, , 주세법에주세법에 한함한함))
-- 무역실무무역실무

제제11차차 및및 제제22차차 모두모두 매매 과목과목 과락과락(40(40점점 미만미만))없이없이 평균평균 6060점점 이상이상 득점한득점한 경경
우우 합격자로합격자로 결정결정

시험시험 시기시기

시험은시험은 매년매년 11회회 이상이상 실시하며실시하며 관세청장은관세청장은 시험의시험의 일시일시··장소장소··방법방법 기타기타 필요한필요한 사항사항
을을 시험시험 시행일시행일 3030일전까지일전까지 공고공고 함함. . 
그러나그러나 일반인이일반인이 관세사시험을관세사시험을 준비하는데준비하는데 어려움이어려움이 있을있을 것으로것으로 예상되어예상되어 관세사시관세사시
험시행계획은험시행계획은 매년매년 22월말까지월말까지 각각 세관게시판세관게시판, , 관세청인터넷홈페이지관세청인터넷홈페이지
((www.customs.go.krwww.customs.go.kr), ), 관보및관보및 대한매일에대한매일에 공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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