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거주자 및 납세의무자 확인
미국 납세의무자(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미국 이외에 조세목적상 해외 거주지가 있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함            

작 성 일 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 :                                                          ※  상기의 법정대리인은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년             월             일

| 작성 유의사항 |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반드시 "해당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외의 해외 국적자는 해당 국가(또는 지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에 체크 합니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고객님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세목적상 거주지"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상기 항목에서 "해당함"에 체크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FATCA 및 CRS 본인확인서"를 추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하신 경우에는 "FATCA 및 CRS 본인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계  약  자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친  권  자)

성명: 서명: 관계:

성명: 서명: 관계:

해외 거주자 및 납세의무자 확인





본 확인서는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7조에 의거한 『정기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서식입니다.

회사제출용

FATCA 및 CRS 본인확인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유의 사항

| 고객 인적사항 |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

| 고객 확인사항 |

   가. 다음 중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해당사항 없음』 체크

② 미국 시민권자 (이중국적자 포함) 체크

③ 미국 영주권자 체크

④ 기타 조세목적상 미국 거주자 체크

⑤ 미국 이외의 조세목적상 해외 거주자 체크

   나. 위에서  ①에 표기한 경우 [3.본인 확인] 작성 및 서명 후 제출해 주시고,
        ②~⑤중 어느 하나에 표기한 경우 아래 영문 성명, 영문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지국 및 납세자 번호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외의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가 1개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를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영  문   성  명 성(Last Name) 명(First Name)

현재 거주 주소(영문)

| 본인 확인 |
√ 본인은 본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귀사에 통지하겠습니다.
√ 본인은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 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본인은 보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본 서식에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해 개인정보 및 계약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고 거주관할권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작 성 일 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 :                                                          ※  상기의 법정대리인은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년             월             일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영문) 납세자번호(TIN) 납세자번호 미기재 사유(미국은 미기재 불가)

1 □ 미발급 국가   □ 미요구 국가   □ 미취득

2 □ 미발급 국가   □ 미요구 국가   □ 미취득

3 □ 미발급 국가   □ 미요구 국가   □ 미취득

미기재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계  약  자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친  권  자)

성명: 서명: 관계:

성명: 서명: 관계:



1. 고객 인적사항  당사와 거래시 제공하셨던 고객님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객 확인사항

가

(1) 가.항목에서 ② ~ ⑤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란에 √ 를 표기한 다음 나.항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조세목적상 거주자
조세목적상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국가의 개인·법인 소득세법상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합니다.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납세의무
만을 부담합니다. 조세목적상 거주자의 기준은 각 국가의 법에 따라 대체로 유사하지만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얼
마든지 이중 거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세목적상 거주지 개념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간 조세조약입니다. 조
세목적상 비거주자의 경우 보통 우리나라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세율 보
다 낮은 이자,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참고>조세목적상 미국 거주자
- 본인확인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이하 "특정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특정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
  으로 3년간 가중 평균하여 183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가중평균 가중치는 특정연도 1, 전연도 1/3, 전전연도 1/6)
- 미국 거주를 시작한 연도에 미국 거주자로 선택한 경우

(3) 미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 포함), 영주권자,  기타 조세목적상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이외의 조세목적상 해외 거주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객께서는『해당사항 없음』란에 √ 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나

가.항목에서 ② ~ ⑤중 어느 하나에 표기한 경우 영문 성명, 영문 주소 및 모든 조세목적상 거주지국에 대한 국가명과 납세자
번호 (TIN :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등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납세자번호는 납세자번호 자릿수에 맞게 기입하셔야 하며, 미기재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납세자번호 예시 (괄호 안은 별칭 및 구성체계를 나타냄)
    미국 (SSN/ITIN, 9자리 숫자),  영국 (UTR, 10자리 숫자 / NINO, 9자리 문자(2) + 숫자(6) + 문자(1, ABCD)),
    프랑스 (TIN, 13자리 숫자로 맨 앞자리는 항상 0~3),  독일 (TIN, 11자리 숫자),  캐나다 (SIN, 9자리 숫자),
    중국 (18자리 숫자 또는 숫자(17) + 문자(1)),  일본 (My Number, 12자리 숫자),  호주 (TFN, 8~9자리 숫자),
    인도 (PAN, 10자리 문자(5) + 숫자(4) + 문자(1)),  싱가폴 (NRIC/FIN, 9자리 문자(1, STFG) + 숫자(7) + 문자(1)),
    말레이시아 (Nombor Rujukan Cukai, 10자리 숫자)

거주지 주소는 영문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국내 거주지만 있는 경우 국내 주소를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3. 본인 확인 1.. 내지 2.. 항목 중 관련 내용을 모두 작성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작성일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요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