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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March Newsletter 

The road continues 
Introduction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regime has come into effect in over 100 participating jurisdictions. Similar to 
FATCA, the CRS regime differs among the implementing jurisdictions, and changes with constant developments. As 
part of Deloitte’s efforts to provide transparency with respect to this evolving landscape, a summary of key 
jurisdictional updates on CRS signatories, regulations, guidance, and other related news is distributed via our monthly 
CRS Newsletter. 

OECD and EU updates 

The OECD’s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published seven peer review 
reports assessing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EOIR) (March 18, 2019). 
 
The OECD also published a Beneficial Ownership Toolkit to facilitate tax administrations tackle tax evasion more 
effectively. This toolkit contains policy considerations that Global Forum member jurisdictions can use to implement 
legal and supervisory frameworks to identify and collect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Among other things, the 
document highlights why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is a crucial component of AEOI regimes under the CRS 
(March 21, 2019). 
 
Lastly, the OECD published an updated list of jurisdictions participating in the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Main changes include the date of deposit of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for Brunei Darussalam as March 28, 2019 and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ed convention 
as July 1, 2019 (March 28, 2019).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a press release announcing the release of an updated EU list of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by the EU Council. The EU Finance Ministers have blacklisted 15 countries in this updated list based on 
the Commission’s screening (March 12, 2019).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released FAQs regarding the EU list of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clarifying the 
results of the listing process, the countries included in the updated list, the list compilation process and the criteria 
used in the EU listing process as well as the sanctions that will apply to blacklisted countries and the applicable 
measures for a country to be de-listed by the EU (March 12, 2019). 

Lastly, the European Parliament published Resolution 2018/2121(INI) covering a wide range of topics in relation to 
financial crimes,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March 26, 2019). 

Global Financial Services Industry 

http://www.oecd.org/tax/global-forum-on-tax-transparency-reveals-compliance-ratings-for-further-seven-jurisdictions.htm
http://www.oecd.org/tax/global-forum-on-tax-transparency-reveals-compliance-ratings-for-further-seven-jurisdictions.htm
https://www.oecd.org/tax/transparency/beneficial-ownership-toolkit.pdf
https://www.oecd.org/tax/exchange-of-tax-information/Status_of_convention.pdf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1606_en.htm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38450/st07441-en19-eu-list-oop.pdf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38450/st07441-en19-eu-list-oop.pdf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9-1629_en.htm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TA&reference=P8-TA-2019-0240&language=EN&ring=A8-2019-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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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updates 

Aruba 

Aruba’s Tax Authority (Departamento Di Impuesto) published an updated list of non-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s for 
CRS purposes, and an updated list of CRS reportable jurisdictions for TY18 (March 7, 2019). 

Australia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published Bulletin QC 58306 reminding RFIs that the CRS reports that are due to 
be lodged by July 31, 2019 must cover the entire 2018 calendar year (March 19, 2019). 

The ATO also published Bulletin QC 58389 announcing that the secure login method to upload FATCA/CRS reports on 
the ATO (AUSkey) is scheduled to retire in 2020. AUSkey will be replaced by myGovID and Relationship Authorization 
Manager (RAM). Users can continue to use AUSkey to access their online services while myGovID and RAM are being 
developed (March 25, 2019). 

Bahrain 

The Central Bank of Bahrain (CBB) published Directive OGG/144/2019 announcing that the CRS reporting for TY18 
started April 1, 2019 through the AEOI portal, and reminding FIs that the CRS reporting deadline is May 2, 2019. The 
CBB further specifies that starting this year, the FATCA reporting deadline will be the same as the CRS (May 2 of each 
year). Lastly, the Directive contains an updated list of CRS reportable jurisdictions for TY18 (March 24, 2019). 

Brazil 

The Department of Federal Revenue of Brazil released an updated version of the e-Financeira filing manual (v1.1.1). 
(March 20, 2019). 

British Virgin Islands 

British Virgin Islands’ International Tax Authority released an updated version of its CRS participating jurisdictions list 
for 2019 (February 28, 2019). 

 
Croatia 

Croatia’s Ministry of Finance published an updated list of CRS reportable jurisdictions (March 29, 2019). 

Czech Republic 

Czech Republic’s Ministry of Finance updated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Webpage by adding the new Decree No. 
26/2019 on excluded accounts under local law for CRS purposes, which replaces Decree No. 108/2016. This new 
decree came into force on April 1, 2019 (March 29, 2019). 

France 

The French Tax Authority released an updated CRS technical guidance (v1.9) (March 19, 2019). 

Gibraltar 

HM Government of Gibraltar released an updated list of CRS reportable jurisdictions. The document specifies that the 
use of the domestic country code is now mandated for undocumented accounts, based on the hold-mail, care of 
address or other minimum indicia available, and include a definition of Controlling Person in alignment with the CRS’s 
definition (March 25, 2019). 

http://www.impuesto.aw/Portals/0/CRS/Lijst%20niet%20FI%27s/Lijst%20niet%20FI%27s%20%28febr%202019%29.pdf
http://www.impuesto.aw/Portals/0/CRS/Lijst%20Reporting%20Jurisdictions/Lijst%20Reporting%20Jurisdictions%202018%20CRS.pdf
https://www.ato.gov.au/Business/Business-bulletins-newsroom/Tax-Time-and-reporting/CRS-reports-will-now-cover-the-full-calendar-year/
https://www.ato.gov.au/Tax-professionals/Newsroom/Digital-interaction-with-us/AUSkey-replacement-coming/
https://www.cbb.gov.bh/wp-content/uploads/2019/03/OG-144-2019-1.pdf
http://sped.rfb.gov.br/estatico/EE/130DBD2A147B7A8482EE269DAA8F2A35FA6674/Versao%20111%20-%2020180320%20-%20e-Financeira%20-%20Manual%20de%20Preenchimento.pdf
https://www.porezna-uprava.hr/Dokumenti%20vijesti/Popis%20jurisdikcija%20za%20CRS%20-%202019.pdf
https://www.mfcr.cz/cs/legislativa/mezinarodni-spoluprace-v-oblasti-dani/zakon-o-mezinarodni-spolupraci
https://www.impots.gouv.fr/portail/files/media/1_metier/3_partenaire/tiers_declarants/cdc_td_bilateral/cahier_des_charges_crs_xml1.9.pdf
https://www.aeoi.gov.gi/help/Reportable_Jurisdic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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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Hong Kong’s Inland Revenue Department (IRD) issued a press release announcing that an AEOI ordinance 
(Amendment Ordinance No.2) has been gazetted. The Amendment Ordinance requires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s registered under the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s Ordinance (Cap. 
426), pooling agreements, approved pooled investment funds and credit unions to comply with the due diligence and 
reporting obligations relating to AEOI starting from 2020 (March 1, 2019). 
 
In addition, the IRS announced (1) that the Inland Revenue (Amendment) (No.2) Ordinance 2019 will take effect from 
January 1, 2020; (2) the creation of a new webpage relating to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nd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s; (3) the publication of an updated list of reportable jurisdictions to reflect 126 jurisdictions; (4) 
the publication of guidelines for RFIs that are in the process of being liquidated; and (5) the addition of Q31 in the 
AEOI FAQs which sets out the required due diligence procedures for private investment companies (PICs) (March 26, 
2019). 

Indonesia 

Indonesia’s Directorate General of Taxation released updated versions of (1) the templat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an use to submit financial information reports for AEOI Purposes; (2) XSD File; and (3) Examples of filing XML 
elements for submitting financial information reports under CRS (March 28, 2019). 

In addition, Indonesia’s Directorate General of Taxation released an updated list of CRS Participating and Reportable 
jurisdictions for TY18 (March 25, 2019). 

Ireland 

The Revenue Online Service (ROS) of the Irish Tax and Customs published an updated version of the reporting entity 
registration form. The updated form includes the addition of a "start date of reporting obligation" field and an updated 
address to submit a completed form (MyEnquiries under AEOI) and requires mandatory entry of the EIR code in the 
Entity address field, which was optional earlier (February 26, 2019). 

Isle of Ma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Isle of Man and the United Kingdom concluded an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based on the AEOI (March 20, 2019). 

Italy 

Italy’s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published a CRS Notification extending the CRS/DAC2 reporting deadline to 
June 20, 2019 for TY18 (March 26, 2019). 

Liechtenstein 

Liechtenstein’s Tax Administration published AEOI guidance notes providing further guidance to third party auditors on 
the mandatory audit that needs to be performed on FIs with regards to their AEOI implementation. Document #3090 
provides guidance on 2019 FI audits for third-party auditors with regards to the implementation of AEOI on 
FATCA/CRS reporting that covers reporting periods from 2014 to 2018. Document #3086 provides a sample audit 
report that can be used to verify the FI’s compliance with the FATCA/CR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Art. 11 of the 
FATCA Act and Art. 21 of the AIA Law (March 26, 2019).  
 
Malaysia 

The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IRBM) published updated CRS FAQs confirming that the CRS Hasil 
International Data Exchange Facility (HiDEF) submission is open for testing from April 1, 2019 to June 28, 2019 
(March 29, 2019). 

Malta 

Malta’s Commissioner for Revenue published an updated version of its CRS Guidance Notes (v2.0), which includes 
updated lists of CRS Reportable and Participating Jurisdictions (March 7, 2019). 

https://www.ird.gov.hk/eng/ppr/archives/19030101.htm
https://www.ird.gov.hk/eng/new/new_19032601.htm
https://www.ird.gov.hk/eng/tax/aeoi/mpf_orso.htm
https://www.ird.gov.hk/eng/tax/aeoi/rpt_jur.htm
https://www.ird.gov.hk/eng/tax/aeoi/portal.htm#s10
https://www.ird.gov.hk/eng/faq/dta_aeoi.htm
http://www.pajak.go.id/laman-exchange-information
https://www.pajak.go.id/sites/default/files/2019-03/PENG-4_PJ_2019.pdf
https://www.revenue.ie/en/companies-and-charities/documents/aeoi/reporting-entity-registration-form.pdf
https://www.revenue.ie/en/companies-and-charities/documents/aeoi/reporting-entity-registration-form.pdf
https://www.gov.im/media/1364637/uk-crs-bcaa-march-2019.pdf
https://www.agenziaentrate.gov.it/wps/file/Nsilib/Nsi/Normativa+e+Prassi/Provvedimenti/2019/Marzo+2019+Provvedimenti/Provvedimento+26032019+termini+CRS+DAC2/Provv_termini_CRS_DAC2_69618_26032019.pdf
https://www.llv.li/files/onlineschalter/Dokument-3090.pdf
https://www.llv.li/files/onlineschalter/Dokument-3086.pdf
http://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6&bt_skum=2&bt_posi=1&bt_unit=2&bt_sequ=8
https://cfr.gov.mt/en/inlandrevenue/itu/Documents/CRS%20Guidelines%20(Vers.%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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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Mexico’s Tax Administration (SAT) published updated versions of its CRS Reportable Jurisdiction list and CRS 
Participating Jurisdiction list for TY18, and a FATCA/CRS Calendar of Activities for 2019 (March 13, 2019). 

Monaco 

The Principality of Monaco published an updated list of CRS Reportable Jurisdictions (March 7, 2019). 

Russia 

The Federal Tax Service published an updated AEOI reporting guidance document describing the requirements of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reporting files that need to be submitted to the Federal Tax Service for AEOI reporting 
(March 21, 2019). 

Samoa 

Samoa’s Ministry for Revenue released an updated version of its FATCA/CRS Technical User Guide (XML Schema 
Information) (v2.1) (February 21, 2019). 

Singapore 

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released an updated list of CRS Participating Jurisdictions and CRS 
Reportable Jurisdictions with respect to TY 2018. The updated list of participating jurisdictions is effective from March 
1, 2019 (March 6, 2019). 
 
The IRAS also published an updated version of its Quick Guide to CRS Registration providing guidance on (1) who is 
required to register; (2) how to register; and (3) registration FAQs. The Quick Guide also includes a reminder for FIs 
that the CRS Registration e-service is only accessible via CorpPass (March 6, 2019). 
 
Lastly, the IRAS issued a notice informing entities that they can use the CRS Entity Classification self-review tool 
created by IRAS to determine their CRS entity classification and check whether they are required to register for CRS 
(March 20, 2019). 

South Africa 

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 announced that the Third Party Data Annual Submissions (including AEOI) 
process for the period March 1, 2018 to February 28, 2019 will open on April 1, 2019 and close on May 31, 2019. It 
further announced that the test platform will go live from April 1, 2019, and that the production submissions can be 
completed from April 17, 2019 through May 31, 2019 (March 19, 2019). 

South Korea 

The Ministry of Finance of South Korea published updated AEOI Regulations, which became effective on March 13, 
2019. The updated AEOI regulations include an updated list of reportable jurisdictions and clarify that 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s must remediate any deficiencies regarding due diligence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 
remediation request from the tax authorities (March 13, 2019). 

 

Sweden 

The Swedish Tax Agency published a FATCA/CRS Newsletter for March confirming that the e-services for testing and 
submitting FATCA/CRS data are currently fully adapted to the reporting requirements for the income year 2018, but it 
recommends FIs to wait to submit testing information until April 2019. The newsletter also provides links to technical 
guidance for CRS reporting (March 29, 2019). 

http://omawww.sat.gob.mx/acuerdo_internacional/Paginas/b/documentos/Normatividad/Orientacion/ListadoJurisdiccionesReportables_dic2018.pdf
http://omawww.sat.gob.mx/acuerdo_internacional/Paginas/b/documentos/Normatividad/Orientacion/ListadoJurisdiccionesParticipantes_dic2018.pdf
http://omawww.sat.gob.mx/acuerdo_internacional/Paginas/b/documentos/Normatividad/Orientacion/ListadoJurisdiccionesParticipantes_dic2018.pdf
http://omawww.sat.gob.mx/acuerdo_internacional/Paginas/documentos/Calendario_2019.pdf
https://en.gouv.mc/Policy-Practice/Monaco-Worldwide/International-Tax-Compliance/Frequently-Asked-Questions-FAQ-on-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for-tax-matters
https://340fzreport.nalog.ru/info/#startbody
https://revenue.gov.ws/images/2015/Legislations/AEOI/MDES---FC-XML-Schema-version-2.1-Manual-v1.3-compressed.pdf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Quick_Links/International_Tax/List%20of%20Participating%20Jurisdictions_2019.pdf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Quick_Links/International_Tax/List%20of%20Reportable%20Jurisdictions_2018%20CRS%20reporting_wef%206%20Mar%2019.pdf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Quick_Links/International_Tax/List%20of%20Reportable%20Jurisdictions_2018%20CRS%20reporting_wef%206%20Mar%2019.pdf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Quick_Links/International_Tax/Registration%20info%20sheet%20(6%20March%202019).pdf
https://www.corppass.gov.sg/cpauth/login/homepage?TAM_OP=login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International-Tax/Common-Reporting-Standard--CRS-/#CRSguidance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International-Tax/Common-Reporting-Standard--CRS-/#CRSRegistration
http://www.sars.gov.za/clientsegments/businesses/mod3rdparty/aeoi/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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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The Swiss Federal Tax Administration (AFC) announced that the Registration of Reporting FIs under the AEOI 
framework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Swiss CRS Regulations is no longer possible via the ESTV SuisseTax 
portal. Registration will be available from April 16, 2019 via the MyTaxWorld portal (March 14, 2019). 
 
In addition, the AFC has clarified that submission of AEOI reports via the ESTV SuisseTax portal will be possible until 
March 28, 2019. Starting on April 16, 2019, the transmission of AEOI reports will have to be completed via the 
MyTaxWorld portal (March 14, 2019). 
 
 

https://www.estv.admin.ch/estv/de/home/internationales-steuerrecht/fachinformationen/aia/registrierung.html
https://www.estv.admin.ch/estv/de/home/internationales-steuerrecht/fachinformationen/aia/datenuebermittlu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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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PARTICIPATING JURISDICTION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TAX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SECTION 25 (3) OF THE MUTUAL LEGAL 


ASSISTANCE (TAX MATTERS) ACT, 2003 AS AMENDED BY ACT NO. 17 OF 2015 


(the “Act”) 


 


Common Reporting Standard List of Participating Jurisdictions 


[Gazetted 28th February, 2019] 


In accordance with section 25 (3) of the Act, the following is the list of  countries/jurisdictions that are to 


be treated as Participating Jurisdic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ontained 


in Schedule 1 of the aforementioned Act.    


COUNTRY/JURISDICTION COUNTRY/JURISDICTION 
 


ANDORRA 
 


ANGUILLA 
 


ANTIGUA & BARBUDA 
 


ARGENTINA 
 


ARUB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RBADOS 


BELGIUM 
 


BELIZE 


BERMUD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CANADA CAYMAN ISLANDS 
 


CHILE CHINA (PEOPLE’S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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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IA COOK ISLANDS 


COSTA RICA CROATIA 


CURAÇAO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 ESTONIA 


FAROE ISLANDS FINLAND 
 


FRANCE 
 


GERMANY 


GHANA GIBRALTAR 


GREECE 
 


GREENLAND 


GRENADA GUERNSEY 
 


HONG KONG (CHINA)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LE OF MAN ISRAEL 
 


ITALY JAPAN 
 


JERSEY 
 


KOREA 
 


KUWAIT 
 


LATVIA 


LEBANON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CAO (CHINA) MALAYSIA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IUS MEXICO 


MONACO 
 


MONTSER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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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RU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NIUE NORWAY 


PAKISTAN PANAMA 


POLAND PORTUGAL 
 


QATAR ROMANIA 


RUSSIA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N MARINO 


SAUDI ARABIA 
 


SEYCHELLES 


SINGAPORE 
 


SINT MAARTEN 


SLOVAK REPUBLIC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BAHAMAS 
 


TRINIDAD AND TOBAGO 


TURKEY  
 


TURKS AND CAICOS ISLANDS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RUGUAY VANUATU 


 


Dated this 20th day of February, 2019. 


International Tax Authority 
2nd Floor, Omar Hodge Building 
Road Town, Tortola 
Virgin Islands,  VG 1110 
 
Telephone:  (284) 468 4415   
Email:  bviita@gov.vg or bvifars@gov.vg  



mailto:bviita@gov.vg

mailto:bvifars@gov.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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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um    


 2018-03-29    


   


Finansiella kontrolluppgifter    
 


Postadress: 171 94  SOLNA  Telefon: 0771-567 567     


Mejl via "Kontakta oss" på www.skatteverket.se 


 
Mars månads nyhetsbrev! 


Här kommer mars månads nyhetsbrev. Du finner återigen värden för Lex Asea-utdelningar, 
då värdet för de utdelade aktierna i PolarCool AB har räknats om. Dessa uppgifter finns som 
alltid sist i brevet.  


Kinnevik – vi vill uppmärksamma er på hur denna utdelning ska redovisas. En länk till 
Skatteverkets meddelande har ni här.   


E-tjänsterna för kontrolluppgifter 


E-tjänsterna för att testa och lämna in CRS- och FATCA-kontrolluppgifter är i dagsläget i 
princip fullt ut anpassade till rapporteringen för inkomstår 2018, men Skatteverket 
rekommenderar att ni avvaktar med att lämna in kontrolluppgifter till början av april 2019.  


Tekniska beskrivningar  


Årets utgåvor av de tekniska beskrivningarna för CRS- och FATCA-kontrolluppgifter har nu 
publicerats på vår webbplats, se www.skatteverket.se/crs och www.skatteverket.se/fatca.  


Samma XML-scheman och e-tjänst ska användas för rapportering. Inga större förändringar, 
men vi vill åter uppmärksamma er på följande; 


CRS-kontrolluppgifter 


 Förtydligad information om odokumenterat konto  


 Landskoden AX (Åland) får inte användas för att ange hemvist  


 Förtydliganden om vilken information som ska lämnas för enheter samt när det 
finns personer med bestämmande inflytande (ControllingPerson)  
 


FATCA-kontrolluppgifter 


 Förtydligad information om FilerCategory och AccountClosed 
o Dessa två uppgifter är obligatoriska vid rapportering till IRS och uppgifterna 


bör därför lämnas till Skatteverket. 


 Förändringar i redovisning av TIN när ett korrekt amerikanskt 
skatteregistreringsnummer (US TIN) saknas för kontohavaren.  


o AAAAAAAAA (nio A i versaler) ska anges som TIN  
o 000000000 (nio nollor) ska inte anges som TIN (det har varit möjligt tidigare 


år) 
Synpunkter på och frågor om utkasten skickas till finansiella.konton@skatteverket.se  


Hälsningar  


Monica Hellén   



https://www4.skatteverket.se/download/18.190ee20e163797380b1c974/1537789653948/SKV%20M%202018_14.pdf

http://www.skatteverket.se/crs

http://www.skatteverket.se/fatca

mailto:finansiella.konton@skatteverket.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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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um    


 2018-03-29    


   


Finansiella kontrolluppgifter   
 


 


Värden på utdelade aktier vid lex Asea utdelningar under 2018 när 
kontrolluppgifter ska lämnas med anledning av FATCA-avtalet samt 
CRS och DAC 2 


Med anledning av att Skatteverkets meddelande SKV M 2019:7 ersatts av SKV M 2019:9 har 
värdet på utdelningen av aktier i PolarCool AB från BrainCool AB ändrats. 


 


Absolicon Solar Collector AB:s utdelning år 2018 av aktier i dotterbolaget Industrial 
Solar Holding Europe AB 


Värdet på utdelningen bör uppgå till 18 kronor för varje innehavd aktie i Absolicon Solar 
Collector AB när kontrolluppgift ska lämnas med anledning av FATCA-avtalet samt CRS 
och DAC 2. 


För en aktie i Absolicon Solar Collector AB erhölls två aktier i Industrial Solar Holding 
Europe AB. 


Aktierna i det utdelade dotterbolaget Industrial Solar Holding Europe AB är inte noterade 
varför värdet på utdelningen bör beräknas utifrån värdenedgången av aktierna i Absolicon 
Solar Collector AB.  


Värdenedgången beräknas med ledning av Skatteverkets meddelande SKV M 2018:21. Av 
meddelandet framgår att värdet på en aktie i Absolicon Solar Collector AB innan 
utdelningen var 168 kronor. Värdet efter utdelningen var 150 kronor varför värdenedgången 
på aktien i Absolicon Solar Collector AB uppgick till 18 kronor. Värdet av två utdelade 
aktier i Industrial Solar Holding Europe AB uppgår då till 18 kronor. 


 


Atlas Copco AB:s utdelning år 2018 av aktier i dotterbolaget Epiroc AB 


Värdet på utdelningen bör uppgå till 87,20 kronor för varje innehavd A-aktie i Atlas Copco 
AB när kontrolluppgift ska lämnas med anledning av FATCA-avtalet samt CRS och DAC 2. 


Värdet på utdelningen bör uppgå till 81,12 kronor för varje innehavd B-aktie i Atlas Copco 
AB när kontrolluppgift ska lämnas med anledning av FATCA-avtalet samt CRS och DAC 2. 


För en A-aktie i Atlas Copco AB erhölls en A-aktie i Epiroc AB och för en B-aktie i Atlas 
Copco AB erhölls en B-aktie i Epiroc AB. 


Aktierna i det utdelade dotterbolaget Epiroc AB var marknadsnoterade när utdelningen 
kunde disponeras. Värdet för lägsta betalkurs för en A-aktie i Epiroc uppgick denna dag till 
87,20 kronor. Värdet för lägsta betalkurs för en B-aktie i Epiroc uppgick till 81,12 kronor. 


 


Autoliv, Inc.:s utdelning år 2018 av aktier eller depåbevis i Veoneer,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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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um    


 2018-03-29    


   


Finansiella kontrolluppgifter   
 


 


Värdet på utdelningen bör uppgå till 357 kronor för varje innehavd aktie/depåbevis i 
Autoliv, Inc. när kontrolluppgift ska lämnas med anledning av FATCA-avtalet samt CRS 
och DAC 2. 


För en aktie/depåbevis i Autoliv, Inc. erhölls en aktie/depåbevis i Veoneer, Inc. 


Aktierna/depåbevisen i det utdelade dotterbolaget Veoneer, Inc. var marknadsnoterade när 
utdelningen kunde disponeras. Värdet för lägsta betalkurs för en aktie/depåbevis i Veoneer, 
Inc. uppgick denna dag till 357 kronor. 


 


BrainCool AB:s utdelning år 2018 av aktier i dotterbolaget PolarCool AB 


Värdet på utdelningen bör uppgå till 1,21 kronor för varje innehavd aktie i BrainCool AB 
när kontrolluppgift ska lämnas med anledning av FATCA-avtalet samt CRS och DAC 2. 


För en aktie i BrainCool AB erhölls en aktie i PolarCool AB. 


Aktierna i det utdelade dotterbolaget PolarCool AB noterades först efter två månader efter 
utdelningen varför värdet på utdelningen bör beräknas utifrån värdenedgången av aktierna i 
BrainCool AB.  


Värdenedgången beräknas med ledning av Skatteverkets meddelande SKV M 2019:9. Av 
meddelandet framgår att värdet på en aktie i BrainCool AB innan utdelningen var 7,52 
kronor. Värdet efter utdelningen var 6,31 kronor varför värdenedgången på aktien i 
BrainCool AB uppgick till 1,21 kronor.  


 


Hemfosa fastigheter AB:s utdelning år 2018 av aktier i dotterbolaget Nyfosa AB 


Värdet på utdelningen bör uppgå till 41,16 kronor för varje innehavd stamaktie i Hemfosa 
fastigheter AB när kontrolluppgift ska lämnas med anledning av FATCA-avtalet samt CRS 
och DAC 2. 


För en stamaktie i Hemfosa fastigheter AB erhölls en aktie i Nyfosa AB.  


Aktierna i det utdelade dotterbolaget Nyfosa AB var marknadsnoterade när utdelningen 
kunde disponeras. Värdet för lägsta betalkurs uppgick denna dag till 41,16 kronor. 


 


HomeMaid AB:s utdelning år 2018 av aktier i Veteranpoolen AB. 


Värdet på utdelningen bör uppgå till 12 kronor för varje innehavd aktie i HomeMaid AB när 
kontrolluppgift ska lämnas med anledning av FATCA-avtalet samt CRS och DAC 2. 


För en A-aktie i HomeMaid erhölls en A-aktie i Veteranpoolen AB och för en B-aktie i 
HomeMaid AB erhölls en B-aktie i Veteranpoolen AB. Enbart B-aktier i Veteranpoolen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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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hetsbrev CRS/FATCA 4(4) 


 Datum    


 2018-03-29    


   


Finansiella kontrolluppgifter   
 


 


är noterade varför värdet på utdelad A-aktie i Veteranpoolen AB bör motsvara värdet på 
utdelad B-aktie. 


B-aktierna i det utdelade dotterbolaget Veteranpoolen AB noterades den 30 januari 2018. 
Medianvärdet av de fem första handelsdagarnas lägsta betalkurser uppgick till 12 kronor. 


 


Ifox Investment AB:s utdelning år 2018 av aktier i dotterbolaget Nickel Mountain 
Resources AB 


Värdet på utdelningen bör uppgå till 0,44 kronor för varje innehavd aktie i Ifox Investment 
AB när kontrolluppgift ska lämnas med anledning av FATCA-avtalet samt CRS och DAC 2. 


För en aktie i Ifox Investment AB erhölls två aktier i Nickel Mountain Resources AB.  


Aktierna i det utdelade dotterbolaget Nickel Mountain Resources AB var marknadsnoterade 
när utdelningen kunde disponeras. Värdet för lägsta betalkurs uppgick denna dag till 0,22 
kronor varför värdet av två erhållna aktier i Nickel Mountain Resources AB uppgick till 0,44 
kr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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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시행 2019. 3. 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6호, 2019. 3. 13., 전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044-215-4445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세행정공조협약」


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3.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4.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제2조(해석 및 적용) ① 이 고시는 정보교환협정과 「OECD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


하  "CRS"라 한다)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


보교환협정과 CRS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의한 투자단체와 실질적 지배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


항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제2장 용어 정의


               제1절 금융기관 관련 용어
 


제3조(금융기관) ① 이 고시에서 "금융기관"이란 수탁기관, 예금기관, 투자단체, 특정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금융기관의 소득은 산정일 이전 종료된 최근 3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단체의 존속기간이 3년 이하


인 경우에는 단체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수탁기관) ① 이 고시에서 "수탁기관"이란 타인의 계좌를 위해 금융자산(채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지분과 현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


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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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관, 계좌 관리, 송금


2. 증권거래 체결 또는 가격책정


3. 대출 등 신용공여


4. 주가등락의 차액 또는 금융자산의 매매가격차이에 대한 계약


5. 투자자문 제공, 청산�결제서비스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탁업자


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은 수탁기관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금기관) ① 이 고시에서 "예금기관"이란 「은행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


한 업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업무 중 예금의 수입 업무를 운영하지 않는 단체는 예금기관에서 제외한다.
 


제6조(투자단체) 이 고시에서 "투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8조제4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능동적 비금융단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1. 타인을 위해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요한 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는 단체


가. 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외국환, 환전, 유가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나. 타인에게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하 "금전등


"이라 한다)을 관리


다. 그 밖에 금전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타인을 대신하는 경


우에 한정한다)


2. 예금기관�수탁기관�특정보험회사�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요한 영업을 위해 관리하는 기구로서 그 소


득이 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재투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단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를 포함한다)


가. 예금기관�수탁기관�특정보험회사�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대신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영업을 하는 단체


나. 예금기관�수탁기관�특정보험회사�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자산 운용 권한이 있는 단체
 


제7조(특정보험회사) 이 고시에서 "특정보험회사"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을 발행하거나, 현금가치보험


계약 또는 연금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지주회사인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내금융기관) 이 고시에서 "국내금융기관"이란 대한민국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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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만,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 금융계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


는 제외한다.


7.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이하 "실물자산투자단체"라 한다)는 제외한다.


가. 총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재투자�매매에서 발생할 것


나. 집합투자기구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재투자�거래와 같은 투자전략에 따라 설립된 투자단체로서 기


능하지 아니할 것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기관�예금기관�투자단체(실물자산투자단


체는 제외한다)�특정보험회사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 대한민국 내 설립한 지점. 다만, 실물자산투자단체는 제외한


다.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자


가. 신용카드업자의 결제 체계상 고객에 의한 초과지불이 허용되지 않아 고객이 자신의 카드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을 수취하지 아니할 것


나. 그 밖의 다른 어떠한 금융계좌도 유지하지 아니할 것
 


제9조(보고금융기관) 이 고시에서 "보고금융기관"이란 비보고금융기관이 아닌 국내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0조(비보고금융기관) ① 이 고시에서 "비보고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단체, 국제기구, 한국은행, 공공기관(이하 "정부단체등"이라 한다). 단, 수탁기관, 예금기관, 특정보험회사


에서 수행하는 유형의 상업적 금융활동과 관련된 의무에서 파생된 지급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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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참여 퇴직펀드, 소수참여 퇴직펀드, 정부단체등의 연금펀드


3. 적격신용카드발행인


4. 면제 집합투자기구


5.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


6. 금융기관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7. 저위험 비보고금융기관


② 비보고금융기관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의무, 실사의무, 보고의무가 없다.


③ 이 고시에서 "정부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부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정치적 하부조직. 다만,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외한다.


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적 사업을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나. 사인이 보편적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인의 이


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정부단체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가.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을 것


나. 해산 시 단체의 자산은 하나 이상의 정부단체에게만 귀속될 것


④ 이 고시에서 "국제기구"란 국제기구와 국제기구가 직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하는 단체를 말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정부 간 기구 또는 초국가적 기구를 포함한다.


1. 주로 각 관할권의 정부로 구성될 것


2. 실질적인 본부를 갖고 있거나 기구를 구성하는 관할권들과 실질적인 본부를 갖는 것과 동일한 협정을 맺고 있


을 것


3. 기구의 소득이 사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


⑤ 이 고시에서 "한국은행"이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⑥ 이 고시에서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예금계좌를 관리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⑦ 이 고시에서 "다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


1.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현직�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


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공할 것


가. 퇴직보험금


나. 장애보험금


다.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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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퇴직보험금�장애보험금�사망보험금이 결합된 보험금


3. 펀드 총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단독 수익자가 없을 것


4. 펀드의 수익자와 관련 있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5.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을 것


나. 사용자가 총 분담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여할 것


다. 퇴직�장애�사망을 이유로만 분배 또는 인출이 가능할 것


라. 퇴직�장애�사망이 아닌 이유로 이루어진 분배 또는 인출에는 불이익이 부과될 것


마. 근로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에 따라 제한되거나 연간 미화(「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 따른 "미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5만 달러 이하일 것


⑧ 이 고시에서 "소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


1.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현직�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


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공할 것


가. 퇴직보험금


나. 장애보험금


다. 사망보험금


라. 퇴직보험금�장애보험금�사망보험금이 결합된 보험금


3. 참여자가 50인 미만일 것


4. 투자기구 또는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하나 이상의 사용자만 기여할 것


5.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과 보수에 따라 각각 제한될 것


6. 펀드 총 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거주자가 아닌 참여자가 보유하지 아니할 것


7. 펀드의 수익자와 관련 있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⑨ 이 고시에서 "정부단체등의 연금펀드"란 정부단체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 퇴직보험금�장애보험금�사망보험금 등을 제공하기 위한 펀드를 말한다.


1. 정부단체등의 현직�전직 근로자인 수익자 또는 참여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단체등을 위해 인적 용역을 제공한 수익자 또는 참여자


⑩ 이 고시에서 "적격신용카드발행인"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고객이 카드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초과납입분에 대한 환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예치금을 수취하는 신용카드의 발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일 것


2. 고객예치금(분쟁 중인 대금의 범위 내 신용잔액을 포함하지 않고, 상품의 반환에 따른 신용잔액은 포함한다


)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60일 이내에


환급받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이행할 것


⑪ 이 고시에서 "면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되는 투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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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지분이 보고대상인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1인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


체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보유될 것


2. 모든 지분이 보고대상인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보고대상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제외한


다)를 통하여 보유될 것


⑫ 이 고시에서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1. 신탁의 수탁자가 금융기관일 것


2. 대한민국 또는 보고대상관할권에 신탁의 모든 보고대상계좌의 정보를 보고할 것


⑬ 이 고시에서 "금융기관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고객의 명의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의 투자�운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단체일 것


2.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신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직접 유지�관리하는 고객


계좌가 없는 투자단체일 것


가. 투자자문 제공


나. 자금의 운용(그 지분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포함한다)


⑭ 이 고시에서 "저위험 비보고금융기관"이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단체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CRS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단체로서「별정우체국법


」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말한다.


 


            제2절 금융계좌 관련 용어
 


제11조(금융계좌) 이 고시에서 "금융계좌"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를 말하며, 예금계좌, 수탁계좌, 그리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 투자단체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인 단체(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의 자


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으로서 실사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


적으로 설정된 것


3.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관리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제12조(예금계좌) 이 고시에서 "예금계좌"란 금융기관이 「은행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


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예금�적금�부금 등의 계좌, 예금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


증명되는 계좌(보험회사가 보유하는 투자보증계약 또는 보유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적립하는 유사 계약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3조(수탁계좌) 이 고시에서 "수탁계좌"란 타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금융계약


을 체결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그 계좌가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에는 수탁계좌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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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본지분) ① 이 고시에서 "자본지분"이란 금융기관인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자본 또는 수익에 대한 지분


을 포함한다.


② 금융기관인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한다)


2. 신탁의 수익자(신탁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을 의무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거나,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수익을 임의 분배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15조(보험계약) 이 고시에서 "보험계약"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발행인이 금전 또


는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자본시장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포함하고 연금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6조(현금가치) ① 이 고시에서 "현금가치"란 다음 각 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해약공


제액과 보험증권담보대출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차입할 수 있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가치에서 제외


한다.


1. 개인의 상해�질병에 따른 급여 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보험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기납 보험료(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


)의 환급금액


가. 보험계약의 해지�해약�종료


나.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중 위험률의 감소


다. 공시 오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오류의 정정으로 인한 보험료 재결정


3. 보험계약 또는 관련 보험의 발행실적에 기초한 보험계약자 배당금액


4.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사망만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액


5. 최소 연 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선납보험료 또는 보험료 예탁금의 환급금액(계약상 다음 연


도의 납입보험료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제17조(현금가치보험계약) 이 고시에서 "현금가치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1.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계약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 중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


3. 두 보험회사 간의 보장성 재보험계약
 


제18조(연금계약) 이 고시에서 "연금계약"이란 발행인이 1인 이상인 개인의 기대수명 전부 또는 일부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전 또는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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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존계좌) 이 고시에서 "기존계좌"란 보고금융기관이 별표 3에 따른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이하 "보고


대상관할권 지정연도"라 한다)의 12월 31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제20조(신규계좌) ① 이 고시에서 "신규계좌"란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개설되어 보


고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신규계좌는 기존계좌로 취급할 수 있다.


1. 신규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자신의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이하 "거주관할권"라 한다)이 별표 3에 따라 보고대


상관할권으로 지정된 연도(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해당 보고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


유하고 있을 것


2.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의 계좌잔액을 합산할 수 있을 것


3.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
 


제21조(개인계좌) 이 고시에서 "개인계좌"란 개인이 계좌보유자인 금융계좌를 말한다.
 


제22조(단체계좌) 이 고시에서 "단체계좌"란 단체가 계좌보유자인 금융계좌를 말한다.
 


제23조(소액 기존개인계좌) 이 고시에서 "소액 기존개인계좌"란 기존계좌이며,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보고대상관할권의 법령


에 의해 보고대상관할권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보고대상관할권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허가�등록 등 보고대


상관할권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보고대상관할권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의 실질적으로 판매


가 금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은 소액 기존개인계좌에서 제외한다.
 


제24조(고액 기존개인계좌) 이 고시에서 "고액 기존개인계좌"란 기존계좌이며, 계좌잔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계좌를 말한다. 다만, 제23조 단서에 해당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서 제외한다.


1.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2.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다음 연도 이후 어느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제25조(신규개인계좌) 이 고시에서 "신규개인계좌"란 신규계좌인 개인계좌를 말한다.
 


제26조(기존단체계좌) 이 고시에서 "기존단체계좌"란 기존계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계좌


를 말한다.


1.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체계좌


2.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 이하이고,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


의 다음 연도 이후 어느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체계좌
 


제27조(신규단체계좌) 이 고시에서 "신규단체계좌"란 신규계좌인 단체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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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휴면계좌) ① 이 고시에서 "휴면계좌"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가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보유한 모든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금융기관과 지난 3년 동안 거래


(입�출금, 개설, 해지 등)를 하지 않았을 것


2. 계좌보유자가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보유한 모든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금융기관에 지난 6년 동안 접촉하


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가치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휴면계좌에 해당한다.


1. 제1항제1호


2. 제1항제2호


3. 보고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해당 계좌보유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계좌보유자에 지


난 6년 동안 접촉하지 않았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약은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도 휴면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9조(보고대상계좌)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계좌"란 보고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금융계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 중 1인 이상이 보고대상인인 금융계좌


2.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계좌보유자인 금융계좌 중 1인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금융계좌
 


제30조(제외계좌) ①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퇴직계좌 또는 연금계좌(「소득세법 시


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한다)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계좌가 개인퇴직계좌로서 규율되거나, 퇴직수당 또는 연금수당(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수당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위해 등록�규율되는 퇴직제도 또는 연금의 일부일 것


2. 계좌가 세제혜택 대상(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가.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나.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3. 계좌에 관한 정보가 과세당국에 보고될 것


4. 특정 퇴직연령 도달�장애�사망을 이유로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퇴직연령 도달�장애�사망이 아닌 이유


로 인출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


5. 연간 납입금(만기 연장에 따른 재납입금은 제외한다)이 미화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만기


연장에 따른 재납입금은 제외한다)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②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퇴직 이외의 목적을 위한 투자기구로서 규율되는 계좌이고, 개설된 증권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에 따른 증


권시장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거나 퇴직


이외의 목적을 위한 저축수단으로서 규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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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가 세제혜택 대상일 것


3. 투자�저축 목적과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교육 �의료 목적의 인출을 포함한다)에만 인출이 허용


되거나, 그러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


4. 연간 납입금(만기 연장에 따른 재납입금은 제외한다)이 미화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③ 대한민국에서 유지되는 생명보험계약 중 보험적용기간이 피보험자의 나이가 90세가 되기 이전에 만료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생명보험계약은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보험계약 만기일 또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9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기 보험료가 최소 연간


1회 수납되며, 해당 계약 기간 중 보험료 금액이 감소하지 아니할 것


2. 계약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인출 또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금액을 중도에 이용할 수 없을 것


3.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해약 시 지급되는 금액(사망보험금을 제외한다)이 납입 보험료 중 보험 계약기간 동안


의 위험보험료 (사망, 질병 등 보장부분)와 사업비를(실제 부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차감한 금액과 기타 납입


금의 총합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보험계약이 보험가치의 양수인에 의해 보유되지 아니할 것


④ 상속재산으로만 구성되고, 금융기관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확인할 자료(사망인의 유언장, 사망증명서 사본을


포함한다)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위탁계정은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법원 명령 또는 판결과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2.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도�교환�임대차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가. 해당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채 또는 유사한 성격의 지급액을 담보하는 계약금�증거금�예치금


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해당 재산의 매도�교환�임대와 관련되어 예치되어 있는 금융자산만으로 구성되


어 있을 것


나. 계좌가 양수인의 자산 양도가액 지급 의무, 양도인의 우발 부채에 대한 지급 의무, 임대 또는 임차인의 임대


자산에 대한 피해 보상금 등의 지급 보증만의 목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될 것


다. 해당 재산의 양도�교환�양여 시 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의 만기 시 구매자�판매자�임대인�임차인 등에


게 해당 계좌의 자산 또는 동 자산에서 소득이 지급�분배될 것


라. 해당 계좌가 금융자산의 양도�교환 등에 관련하여 개설된 증거금 계좌 또는 유사한 계좌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마. 신용카드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되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오직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보험료 등의 추후 납부를 촉


진하기 위해 지급액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는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


좌


4. 오직 추후 세금 납부를 촉진하는 금융기관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금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장외에서 거래되고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보유되는 양도성 채권 상품(양도성 예금증서 등 증서식 예금상품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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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전용대외계정 또는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계좌에 관련자금이 1영업일 이내로 보유되는 경우


⑦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예금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고객이 카드대금 또는 회전신용편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초과납입분에 대한 환급이 바로 이루어지


지 아니한 때에만 존재하는 계좌


2. 고객예치금(분쟁 중인 대금의 범위 내 신용잔액은 제외하고 상품의 반환에 따른 신용잔액은 포함한다)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60일 이내에 환급을 받


을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행하여 왔을 것


⑧ 단순 매매주문 집행을 위해 개설된 계좌로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계좌에 금융상품 투자 또는 금융계약


에 따른 자산이 7영업일 이내로 보유되는 수탁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⑨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 중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자본지분 또


는 채무지분은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⑩ 제11조제3호에 따른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중 금융계좌에서 제외되는 계좌에서 제공되는 연금급


여(퇴직급여를 포함한다) 또는 장애급여(사망급여를 포함한다)를 현금화한 개인에 대한 비투자연계형�비이전


형 즉시생명연금은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는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명시된 계좌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CRS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계좌로서 금융계좌에서 제


외한다.


1.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계좌


가. 퇴직급여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퇴직급여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퇴직급여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퇴직급여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2.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737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


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한 계좌


가. 퇴직보험


나. 퇴직일시금신탁


3.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을 위한 계좌


4.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을 위한 계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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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비과세 종합저축(구(舊) 생계형저축)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바.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에 따른 장


기주식형저축


사.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0에 따른 장


기회사채형저축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카.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3에 따른 녹


색저축


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6. 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과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⑫ 해당 계좌의 계좌잔액이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제3절 인(人) 관련 용어
 


제31조(계좌보유자) ① 이 고시에서 "계좌보유자"란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그 금융계좌의 보유자로 등


록 또는 식별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대리인�관리인�명의자�서명인�투자자문업자�중개인 등으로서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대리인�관리인�명의자�서명인�투자자


문업자�중개인 등은 계좌보유자로 보지 않는다)


2. 금융계좌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현금가


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계약에 따라 지급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


가. 현금가치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소유주로 지명된 자 또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


② 금융계좌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계좌잔액 전액에 대해 인출 권한을 갖는 자 모


두를 계좌보유자로 본다.
 


제32조(보고대상관할권인)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관할권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관할권이 없는 조합�유한책임조합�그 밖의 유사한 법적 실체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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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관할권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로 본다.


1. 보고대상관할권의 세법에 의하여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단체


2.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유산재단
 


제33조(보고대상인)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보고대상관할


권인을 말한다.


1.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법인


2. 제1호에 따른 법인의 특수관계단체인 법인


3. 정부단체


4. 국제기구


5. 중앙은행


6. 금융기관
 


제34조(단체) 이 고시에서 "단체"란 금융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닌 법적 실체로서 「민법」에 따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을 말한다.
 


제35조(특수관계단체) 이 고시에서 "특수관계단체"란 어느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때 해당 단체도 그 특수관계단체의 특수관계단체로 본다.


1. 어느 단체가 다른 단체를 지배(단체의 의결권 또는 가액의 과반수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관계


2. 공통된 지배 아래에 있는 두 단체의 관계


3. 어느 단체에 의해 실사 의무가 이행되는 투자단체의 경우 두 단체의 관계
 


제36조(비금융단체) ① 이 고시에서 "비금융단체"란 금융기관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② 비금융단체는 수동적 비금융단체와 능동적 비금융단체로 구분된다.
 


제37조(수동적 비금융단체) 이 고시에서 "수동적 비금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1. 능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모든 비금융단체


2.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투자단체(제6조제2호에 따른 투자단체를 포함한다)로서 보고대


상관할권의 금융기관이 아닌 단체
 


제38조(능동적 비금융단체) 이 고시에서 "능동적 비금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단체를


말한다.


1. 직전 연도 총 수입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적수입이고, 수동적수입을 창출한 자산 또는 수동적수입을 창출


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이 직전 연도 총 자산의 100분의 50 미만인 비금융단체


2. 주권상장법인인 비금융단체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단체인 비금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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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단체등인 비금융단체 또는 정부단체등이 완전히 소유한 비금융단체


4. 실질적 활동이 금융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일부를 보유하거나, 그 자회사


에 대하여 자금과 용역을 제공하는 비금융단체. 다만, 비금융단체가 투자펀드(사모펀드, 벤처캐피탈펀드, 차입


매수펀드,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투자목적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투자기구 등을 포함한다)로서 기능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이전에도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비금융단체. 다만, 비금융단체의 최초 설립일부터 24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


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지난 5년간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자산을 청산하는 중이거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계속�재개하기 위해 사업


재편 중인 비금융단체


7.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비금융단체. 다만, 해당 특수관계단체는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주로 영위해야 한


다.


가. 금융기관이 아닌 특수관계단체와 주로 자금제공과 위험회피 목적 거래를 하거나, 금융기관이 아닌 특수관


계단체를 위해 자금제공과 위험회피 목적 거래를 할 것


나.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단체에는 자금제공 또는 위험회피 목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


8.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비금융단체


가. 해당 단체가 오직 종교�자선�과학�예술�문화�체육�교육 목적을 위해 거주관할권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거나, 거주관할권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전문가조직�사업자단체�상공회의소�노동단체�농업


단체�원예단체�시민단체�사회복지증진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일 것


나. 거주관할권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것


다. 소득이나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가진 주주 또는 구성원이 없을 것


라. 거주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해당 비금융단체의 소득�자산이 개인�비자


선단체에 분배되거나, 개인�비자선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다만, 비금융단체


의 자선활동의 일환 또는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또는 비금융단체가 구매한 재산의 공정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지급으로서 단체의 소득�자산이 개인�비자선단체에 분배되거나 개인�비자선단체의 이


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마. 거주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비금융단체의 청산�해산 시 비금융단체의


모든 자산이 정부기관�기타 비영리단체에 분배되거나 거주관할권의 정부�그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귀속될 것을 요구할 것
 


제39조(수동적수입) ① 이 고시에서 "수동적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포함한다.


1. 이자


2. 배당


3. 유사 이자수입


4. 임대료 또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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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


6. 수동적 금융자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교환에


따른 순이익


7. 금융자산 거래(선도�선물�옵션거래와 그 밖의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순이익


8. 외환거래에 따른 순이익


9. 스왑거래에 따른 순수입


10. 현금가치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은 수동적수입에서 제외한다.


1. 단체의 적극적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2. 수동적 금융자산�파생상품�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의 매매�교환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통상적인 영


업수행 과정에서 체결한 거래에서 수취한 금액.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외국 투자매매업자


의 경우에는 거래에서 수취한 배당 또는 이자를 제외한다.
 


제40조(실질적 지배자) 이 고시에서 "실질적 지배자"란 단체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단체 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신탁의 경우: 위탁자�수탁자�보호자(신탁관리인)�수익자�수익자 집단�그 밖의 신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


2.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의 경우: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


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제41조(납세자번호) 이 고시에서 "납세자번호"란 개별 관할권이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


다. 다만,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


 


            제4절 기타 용어
 


제42조(보고대상관할권)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관할권"이란 대한민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별표 3에 규정


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43조(금융기관식별번호) ① 이 고시에서 "금융기관식별번호"란 보고금융기관을 식별할 목적으로 보고금융기관


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②  금융기관식별번호는  미국  국세청에  등록하고  부여받은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GIIN(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를 포함하며,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48조에 따


라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식별번호를 말한다.
 


제44조(본인확인서) ① 이 고시에서 "본인확인서"란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이하 "계좌보유자등"이라 한


다)에게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항목을 포함하여, 보고금융기관이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기명날인�녹취�전자우편(이에 준하는 전자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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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우편�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보유자등의 거주관할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


인서에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③ 본인확인서는 보고금융기관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합리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 때 합리성을 확인


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보고금융기관이 본인확인서가 오류�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본인확인서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기존 정보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2. 본인확인서에 사소한 오류(단순 오기를 포함하여 증빙자료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오류를 의미하며, 정보


미기재는 포함하지 않는다)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금융기관이 증빙자료를 통해 정정하였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유효한 본인확인서는 보고금융기관이 해당 본인확인서가 오류�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


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45조(증빙자료) ① 이 고시에서 "증빙자료"란 보고금융기관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수취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다만, 본인확인서는 제외한다.


②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계좌보유자등이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류. 이


호의 목적상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해당 관할권에 거주자라는 이유로 조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자료


나. 계좌보유자등이 해당 관할권의 납세자로 등재되어 있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등기부


2.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반드시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이 모두 포함된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공식문서


가. 단체의 이름


나. 단체가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에 소재하는 본점의 주소 또는 그 단체가 설립�조직된


관할권


4. 감사가 이루어진 재무제표


5. 제3자 신용보고서


6. 파산신청서


7. 증권규제기관(이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보고서


8. 법령 준수 또는 고객관계 목적으로 보고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


취한 자료를 포함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9. 그 밖의 보고금융기관이 계좌 개설 시 수취하는 정보 또는 이미 보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③ 증빙자료의 유효기간은 보고금융기관이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한 날부터 다음 각 호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


지로 한다.


1. 보고금융기관이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한 연도에서 5년이 지난 연도의 12월 31일


2. 해당 증빙자료가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1. 제2항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또는 수정되지 않는 증빙자료


3. 비보고금융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


4. 보고대상인이 아닌 보고대상관할권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⑤ 증빙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


1.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2. 보고금융기관이 증빙자료가 오류�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


황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46조(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이 고시에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란 특정금융정보법과 「공


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47조(고객담당자) 이 고시에서 "고객담당자"란 특정한 계좌보유자를 담당하도록 배정되어 계좌보유자의 예금


�적금�대출�외국환�환전�투자�신탁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며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타 지원


을 추천�소개�주선하는 보고금융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2편 보고금융기관의 의무


               제1장 신고의무
 


제48조(등록신고) 보고금융기관은 2016년 12월 31일과 신규설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금융기관식별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수정신고) 보고금융기관은 보고책임자가 변경되거나 금융기관식별번호가 삭제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


식에 따라 그러한 변경 또는 삭제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의무이행 방해자 신고) ① 보고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등이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방해하여 해당 계좌


보유자등의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방해


경위 등을 제82조에 따른 보고기간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계좌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보고금융기관의 의무 이행을 방


해하는 자(이하 "의무이행 방해자"라 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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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자


2.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자


3.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자


4.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자


5. 그 밖의 보고금융기관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③ 보고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면서 의무이행 방해자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계좌보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실사의무


               제1절 실사원칙
 


제51조(실사일반원칙) ① 보고금융기관은 금융계좌 중 보고대상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이 고시에 따라 실사를 하여


야 한다.


② 보고금융기관은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확인한 날부터 계속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부터는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1.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 경우에는 모든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계좌가 해지된 때


③ 보고금융기관은 보고대상계좌의 계좌보유자등이 복수의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모든 보고대상관할권을 그 계좌보유자등의 거주관할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 보고금융기관은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⑤ 보고금융기관은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거주관할권을 제외한 계좌보유자


등의 정보를 본인확인서에 미리 기입할 수 있다.


⑥ 보고금융기관은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


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등에게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


청하여야 한다.


⑦ 보고금융기관은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수취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계좌보유자등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2. 보고금융기관이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⑧ 보고금융기관은 실사를 위해 수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제3자에게 실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수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수집기준연도(보고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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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의 12월 31일부터 최소 6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⑨ 보고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지급금의 액수와 특성은 「국세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른다.
 


제52조(계좌잔액결정원칙) ① 이 고시에서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이 고시에서 "계좌잔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 계좌가 자본지분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계좌보유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


법


2. 해당 계좌가 채무지분인 경우에는 액면금액


3. 해당 계좌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에는 현금가치 또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


② 이 고시에서 계좌잔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수집기준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보


수집기준연도 중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기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경우에는 정보수집기준연도의 계약일을 기준으


로 계좌잔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금융계좌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에게 계좌잔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⑤ 보고금융기관은 개인계좌의 계좌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상 고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 등(「주민등


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 번호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연결하여


계좌잔액의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과 자신의 특수관계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좌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⑥ 보고금융기관은 단체계좌의 계좌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상 고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 등(「법인세


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록번호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연결하여 계


좌잔액의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과 자신의 특수관계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좌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⑦ 보고금융기관은 개인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객담당자가 동일인이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소유�지배�개설(동일인이 수탁자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러한 사


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있는 금융계좌를 모두 합산하여 계좌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계좌잔


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53조(통화환산원칙) 보고금융기관은 미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계좌를 정보수집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매


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미화로 환산할


수 있다.


 


            제2절 금융계좌의 유형별 실사방법


               제1관 소액 기존개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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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주소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① 보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검토(이하 "주소검토"라 한다


)할 수 있다.


1. 계좌보유자의 현재 거주관할권 주소(휴면계좌의 경우에는 휴면 직전 거주관할권 주소를 휴면 기간 동안의 현


재 주소로 본다. 이하 같다)


2. 계좌보유자의 현재 거주관할권 주소를 입증하는 증빙자료


② 보고금융기관은 증빙자료가 오류�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


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확인서와 정정된 증빙자료를 계좌보유


자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여야 한다.


③ 보고금융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소검토로 실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보유자를 해당 주소가


소재한 관할권의 거주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5조(전산기록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① 보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 전자적으로 검


색 가능한 정보를 검토(이하 "전산기록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주소검토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2. 주소검토를 선택하였으나 제54조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정정된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② 보고금융기관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라 한다)가 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관할권인임을 나타내는 식별정보. 다만, 국적으로 거주자를 판정하는 관할권에 해당하


는 경우에만 국적 정보를 식별정보로 본다.


2. 보고대상관할권 내 현재 우편주소 또는 거주지 주소(우편사서함을 포함한다)


3. 보고대상관할권 내 현재 전화번호(국내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보고대상관할권에서 관리되는 계좌(예금계좌는 제외한다)로 반복적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자동이체 지시


5. 보고대상관할권에 주소를 가진 자에 부여된 유효한 위임 또는 서명권한


6. 보고금융기관의 기록에 해당 계좌보유자의 다른 주소가 없는 것을 전제로, 보고대상관할권 내 의탁 주소 또는


우편물보관 주소


③ 보고금융기관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기 전까지 전산기록검토 이외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되는 경우


2.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④ 보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해당 추정정보에 근거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


하여야 한다.


1.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한 경우


2.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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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


로 취급하면 안 된다.


1.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발견�생성되었으나 보고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을 모


두 수취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계좌보유자가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인이 아니라는 본인확인서. 다만,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에 자신의 모


든 거주관할권을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계좌보유자가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확인서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계좌보유자가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다음을 포함한다)


1) 계좌보유자가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인인 아닌 다른 보고대상관할권인이라는 증빙자료(해당 보고대상관할권


이외의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행한 공식문서를 포함한다)


2) 신분증 등 해당 보고대상관할권 이외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포함한 증빙자료


2. 제2항제5호의 추정정보가 발견되었으나 보고금융기관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수취하거나 이미 검토하


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⑥ 보고금융기관은 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


57조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계좌보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


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6조(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① 보고금융기관은 전산기록검토 결과 또는


상황변경에 따라 제55조제2항제6호의 추정정보만 발견�생성된 경우에는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


지 확인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마스터파일검토(계좌보유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주된 파일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제


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있는지 확인할 것


2. 해당 계좌에 대한 문서기록검토(마스터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록으로서 보고금융기관이 최근 5년간 수


취한 다음 각 목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


정보 중 어느 하나가 있는지 확인할 것


가.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최근에 수취한 증빙자료


나. 최근 계좌 개설 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


다. 보고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또는 그 밖의 법령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수취한 문서


라. 유효한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 서식


마. 유효한 자동이체 지시


3.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보고대상인인지 확인할 것


② 보고금융기관은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


느 하나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그 추정정보에 근거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은 제5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


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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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고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


57조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계좌보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


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7조(무증거계좌) ① 보고금융기관은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추정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제57조의 기한을 도과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무증거계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기관은 무증거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까지 매년 무증거계좌로 보고하여야 한


다.


1. 해당 무증거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되는 경우


2. 상황변경에 따라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생성되는 경우


③ 보고금융기관은 무증거계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제


56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8조(실사완료) 보고금융기관은 해당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부터 2년 이내에 소액 기존개인계


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관 고액 기존개인계좌
 


제59조(전산기록검토) 보고금융기관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산기록검토를 하


여야 한다.
 


제60조(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 ① 보고금융기관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를 모두 발견하는 경우


에는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고금융기관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 중 일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하지 못한 추정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61조(고객담당자검토) ① 보고금융기관은 고액 기존개인계좌를 담당하는 고객담당자가 해당 계좌(합산되는 다


른 금융계좌를 포함한다)의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


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기관은 계좌의 상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담당자가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규정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62조(추정정보 발견 시 조치) ① 보고금융기관은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2. 고객담당자검토 결과 보고대상계좌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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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해당 추정정보에 근거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


하여야 한다.


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한 경우


2.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


보가 생성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은 제5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


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④ 보고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


64조제1항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계좌보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⑤ 보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를 수취하여야 한다.


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제55조제2항제6호의 추정정보만 발견한 경우


2.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황변경에 따라 제55조


제2항제6호의 추정정보만 생성된 경우
 


제63조(무증거계좌) ① 보고금융기관은 제62조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


내에(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무증거


계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기관은 무증거계좌의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을 확인할 때까지 매년 제62조제5항과 제63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4조(실사완료) ① 보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해당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2. 제24조제2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② 보고금융기관은 실사완료 후 보고대상계좌로 확인되지 않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하여 매년 고객담당자검


토를 하여야 한다.


 


            제3관 신규개인계좌
 


제65조(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① 보고금융기관은 신규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해당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


가 보고대상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면 안 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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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제66조(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 ① 보고금융기관은 제65조에 따라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한 후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


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보유자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


1. 기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따른 관할권의 거주자


2. 보고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으로 추정하는 관할권의 거주자


 


            제4관 기존단체계좌
 


제67조(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① 보고금융기관은 기존단체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


좌와 관련 있는 제45조제2항제8호의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기관은 제1항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관할권인임을 나타내는 정보(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1. 보고대상관할권 내 단체 설립지 정보


2. 보고대상관할권 내 단체 주소 정보


3. 보고대상관할권 내 신탁 관리자의 주소 정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은 해당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계좌


로 취급하면 안 된다.


1.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그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고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이 아니


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④ 보고금융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


에(제70조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보유자를 보고대


상인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인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제68조(수동적 비금융단체 확인) ① 보고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수동


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한 이후, 1인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기관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보고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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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계좌보유자가 능동적 비금융단체라


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 때 단체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계좌보유자가 제출


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된 분류코드를 포함한다)상 금융업�보험�연금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


우에는 능동적 비금융단체로 본다.


나. 보고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제37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투


자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고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의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3. 보고금융기관은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을 검토하여


야 한다.


가. 하나 이상의 비금융단체가 보유하고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정보


나. 하나 이상의 비금융단체가 보유하고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계좌보유자등의 본인


확인서와 증빙자료


③ 보고금융기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


에(제70조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보유자를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목에 따


라 능동적 비금융단체 또는 투자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 보고금융기관은 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70조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금융기관이 추정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제69조(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 ① 보고금융기관은 수취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제67조


와 제68조에 따른 실사(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재수취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0조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재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


다.


가. 기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따른 관할권의 거주자


나. 보고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으로 추정하는 관할권의 거주자


2.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3.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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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실사완료) 보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기존단체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호에 해당하여 기존단체계좌인 경우: 해당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부터 2년 이내


2. 제26조제2호에 해당하여 기존단체계좌인 경우: 제26조제2호에 해당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제5관 신규단체계좌
 


제71조(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① 보고금융기관은 신규단체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해당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


가 보고대상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면 안 되고, 해


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제72조(수동적 비금융단체 확인) ① 보고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수동


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1인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


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기관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보고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보고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계좌보유자가 능동적 비금융단체라


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 때 단체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계좌보유자가 제출


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된 분류코드를 포함한다)상 금융업�보험�연금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


우 능동적 비금융단체로 본다.


나. 보고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제37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투


자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고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의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3. 보고금융기관은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보유자등의 본인확


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③ 보고금융기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


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보유자를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목에 따라 능동적 비금융단체 또는 투자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 보고금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


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금융기관이 추정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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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 ① 보고금융기관은 수취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제71조


와 제72조에 따른 실사(30일 이내에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다시 하여


야 한다.


② 보고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


다.


가. 기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따른 관할권의 거주자


나. 보고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으로 추정하는 관할권의 거주자


2.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3.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절 실사특례
 


제74조(실사방법에 관한 특례) ① 보고금융기관은 신규계좌에 대한 실사방법에 따라 기존계좌를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계좌와 관련된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② 보고금융기관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방법에 따라 소액 기존개인계좌를 실사할 수 있다. 이후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되는 경우에는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방법에 따라 다시 실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5조(실사범위에 관한 특례) ① 보고금융기관은 보유한 모든 금융계좌를 실사할 수 있고 해당 계좌가 보고대상계


좌인 경우에는 제79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보고금융기관은 해당 관할권이 보고대상관할권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79조


부터 제83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금융기관은 모든 관할권의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를 2015년으로 보아 실사할 수 있다.
 


제76조(실사위탁에 관한 특례) 보고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실사와 관련된 최종 책임은 보고금융기관에 있다.
 


제77조(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에 관한 특례) ① 보고금융기관은 사망보험금을 수취하는 현금가치보험계


약 또는 연금계약의 수익자(개인인 경우에 한정하고 소유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보고대상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한,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은 수익자가 보고대상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


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추정정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액 기존개인계좌로 취급하여 실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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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고금융기관은 단체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단체 연금계약에서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융계좌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직원(증명서 보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에게


수익이 지급될 때까지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고용주에게 단체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단체 연금계약이 발급되고 단체의 직원이 25명 이상일 것


2. 단체의 직원이 지분에 따른 계약 금액을 받고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


3. 단체의 직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78조(합병�영업양수 등에 따른 특례) ① 보고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영업양수 등에 따라 금융계


좌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그 다른 금융기관이 이행한 실사 결과를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은 그 다른 금융기관의 실사 결과에 오류�허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


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른 금융기관이 이행한 실사 결과를 따르면


안 된다.


 


            제3장 보고의무


               제1절 보고원칙
 


제79조(보고대상정보) ① 보고금융기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수집기준연도의 12월 31일(정보수집기준연


도 중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게 된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정보수집


기준연도 중 보고대상계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대상인인 각 계좌보유자(개인)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소


다. 거주관할권


라. 납세자번호


마. 생년월일


2. 보고대상인인 각 계좌보유자(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이름


나. 주소


다. 거주관할권


라. 납세자번호


3. 1인 이상의 보고대상인인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계좌보유자인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해당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이름,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나. 각 보고대상인인 실질적 지배자의 성명,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4. 계좌번호. 다만,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호에


따른 증서번호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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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좌잔액. 다만, 해당 계좌가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해지된 경우 그 해지 사실(계좌잔액은 0으로 한다)


6. 수탁계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정보


가.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 배당 총액,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 다만,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은 해당 자산의 매각�상환에서 발생한 이자�배당금�자본이득을 포함하지 않는


다.


나. 보고금융기관이 수탁자�중개인�명의자�그 밖의 계좌보유자를 위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과 관련


하여,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상환에서 발생하여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총 거래가액(중개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으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지급일이란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예금계좌인 경우에는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


8. 수탁계좌 또는 예금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보고금융기관이 채무자로서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와 관


련하여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적립한 총 금액(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한 총 상환금


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은 보고대상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번호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이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의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은 기존계좌인 보고대상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대상인의 납세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보고금융기관의 기록에 없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


우 보고금융기관은 해당 계좌가 보고대상계좌로 확인된 연도의 다음 연도에 납세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보고하


기 위해 합리적 노력(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을 기울여야 한다.


1. 해당 계좌보유자등에게 1회 이상 누락된 납세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요청할 것


2. 납세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산기록을 검토할 것


④ 보고금융기관은 자신의 이름과 식별번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금융기관이 해당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보고대상계좌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과 식별번호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80조(보고형식) ① 보고금융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


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금융기관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XML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고금융기관은 정보 표시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하나 이상의 통화로 표시된 계좌


의 경우에는 표시할 통화를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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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보고방법
 


제81조(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 보고금융기관은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를 지정하


여야 한다.
 


제82조(보고기간) ① 국세청장은 보고금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보고금융기관의 신규 등록 등으로 인해 보고기간을 30일 이상 부여하면 정보


교환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보교환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고금융기관은 국세청장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보고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기준연


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보고대상정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재보고) 보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오류를 시정하여 재보고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 항목, 수


정사항, 수정이유를 표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에 따라 오류가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이미 보고한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여 스스로 시정하여 재


보고하는 경우


 


            제3편 의무이행 평가
 


제84조(종합평가)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금융기관의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


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보고금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정보교환협정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오류 시정을 요구하여 해당 오류를 확


인하기 위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보고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보고금융기


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특정평가) ① 국세청장은 제84조의 종합평가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고금융기관이 실질적 지배자를 정확히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2. 저위험 비보고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가.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을 것


나.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단체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다. CRS의 목적에 반하지 않을 것


3. 제30조제11항 각 호의 제외계좌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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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을 것


나.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


을 것


다. CRS의 목적에 반하지 않을 것


4. 보고금융기관이 무증거계좌로 보고한 이유와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5. 특정 계좌보유자에 대하여 보고금융기관이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은 요청


받은 자료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평가결과) ① 국세청장은 제84조와 제85조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고금융기관의 의무이행에 오류(저위


험 비보고금융기관이 제8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오류의 시정과 시정된 정보의 보고를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류의 시정과 시정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류를 시정하고 시정된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6호,2019.3.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보고금융기관이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


행규정」에 따라 실사를 완료하지 않은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실사하여야 한다.


제3조(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점부터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48조부터 제78조까지의 개정규정의 경우: 2020년 1월 1일


2.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의 개정규정의 경우: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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