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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요

목적 및 정의
우리나라는 해외 금융계좌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 및 100개 국가와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맺고,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 협정은 다수의 보고대상 관할권과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보고, 실사 및 교환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개발·제시하여 효율적인 수집·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기준의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 국세청과 OECD 글로벌포럼
에서는 XML 스키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량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유하고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일반적으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사용

본 조세조약에 따른 정기 금융정보 제출(이하 ‘정기 금융정보 제출’이라 합니다) XML
작성지침은 XML 스키마의 각 데이터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즉, 스키마에 기반한 논리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특정데이터 요소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요소를 기술하는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정기 금융정보 제출 XML 작성지침은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FATCA XML 작성
지침과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CRS XML 작성지침으로 구성됩니다. 각 금융회사는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FACTA XML 작성지침, 보고대상 관할권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국인 경우에는 CRS XML 작성지침에 따라 보고대상 금융정보의 XML
파일을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데이터 요소에서 요구하는 필드와 속성에 따라 필수, 선택, 미사용으로 구분됩니다.
필수

스키마 유효성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요소이거나,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요소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택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요소는 아니지만 가용한 경우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해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거나 빈칸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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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금융정보 제출 XML 작성지침은 현재까지 각 협정에서 제시된 최신 버전(FATCA
XML v1.1, CRS XML v1.0)의 지침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FATCA XML 작성지침만
1차례 업데이트가 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식별번호
정기 금융정보 제출시 사용되는 XML 스키마에는 보고서 식별번호<MessageRefId>와
문서 식별번호<DocRefId>의 데이터 요소가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관하여 추후 질의
사항이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송자와 수취자는 식별번호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별번호는 반드시 보고기관별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값이어야만
합니다.

1. <MessageRefId> : 보고서 식별번호
보고서 식별번호는 각 금융회사별로 보고되는 금융정보를 중복없이 식별하기 위해서
‘보고기준일자와 금융회사 식별번호(GIIN 등), 보고서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1) 보고서 식별번호 형식 (한미 금융정보 제출시)
<MessageRefId> : YYYYMMDD_98Q96B.00000.LE.250_####
(보고기준일자(8)_GIIN(19)_보고서일련번호(4))
① 해당 보고서의 보고기준일자 (예: 20151231)
② GIIN (예: 98Q96B.00000.LE.250)
③ 일련번호 4자리 (예: 해당연도 최초 보고시 ‘0001’로 시작하여 재접수, 수정 등이 발생할
경우 ‘1’씩 순차적으로 추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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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보고서 식별번호 형식 (다자간 금융정보 제출시)
<MessageRefId> : YYYYMMDD_98Q96B.00000.LE.250_FR_####
(보고기준일자(8)_GIIN 등(19)_수취국국가코드(2)_보고서일련번호(4))
① 해당 보고서의 보고기준일자 (예: 20161231)
② IN (예: GIIN – 98Q96B.00000.LE.250)
③ 수취국 ISO 국가코드 (예: FR)
④ 일련번호 4자리 (예: 해당연도 최초 보고시 ‘0001’로 시작하여 재접수 등이 발생할 경우
‘1’씩 순차적으로 추가 부여)

2. <DocRefId> : 문서 식별번호
문서 식별번호에는 특정 보고정보의 식별을 위해 전송주체가 사용하는 정보 중 어떤
정보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MessageRefId와 FreeId(보고 금융회사에서
자유롭게 생성)를 함께 이용합니다. FreeId는 영문 또는 숫자로 최대 16자리를 넘지 않습니다.
예1) 문서 식별번호 형식 (한미 금융정보 제출시)
<DocRefId> : YYYYMMDD_98Q96B.00000.LE.250_####_****************
① 해당 보고서의 보고서 식별번호 (MessageRefId)
(예: 20151231_98Q96B.00000.LE.250_0001)
② FreeId (보고 금융회사에서 자유롭게 생성하되 최대 16자리로 생성)

예2) 문서 식별번호 형식 (다자간 금융정보 제출시)
<DocRefId> : YYYYMMDD_98Q96B.00000.LE.250_FR_####_****************
① 해당 보고서의 보고서 식별번호 (MessageRefId)
(예: 20151231_98Q96B.00000.LE.250_FR_0001)
② FreeId (보고 금융회사에서 자유롭게 생성하되 최대 16자리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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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표기법
금융회사는 제출 정보(성명, 단체명, 주소 등)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문의
형식은 로마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 또는 국조법
제31조제10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정보가 이미 영문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영문 정보를 가공없이 제출합니다.
제출 정보를 영문으로 작성할 때 적용할 로마자 표기법은 원칙적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42호)｣에 따라 표기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표기
가능한 로마자 조합이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의 영문 표기와 관련하여, 국내주소는 행정자치부가 정한 ‘주소 영문 표기방법’을
준용하고, 해외주소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릅니다.
금융회사는 한글로 된 제출 정보를 영문으로 변환한 경우라도 당초 한글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인터넷 사이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
•행정자치부 주소 영문 표기방법 (http://www.juso.go.kr/street/about05.htm)
•국내 주소 영문 검색 (http://www.juso.go.kr/openEng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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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금융정보 제출 XML 정의서
보고대상 미국 계좌의 경우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XML파일 생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성 검사
요소

요소 설명

(element)

(element explain)

<FATCA_OECD>

카디 크기
날러티 (size)

XML 헤더부분

1

attributes - <version>

버전정보

1

<MessageSpec>

보고서 표제

1

<SendingCompanyIN>

전송기관 식별번호

1

<TransmittingCountry>

전송국 ISO국가코드

1

<ReceivingCountry>

수취국 ISO국가코드

1

<MessageType>

보고서 유형

<Warning>

입력 형식
(input type)

요건
(require
ment)
필수

string

필수
필수

string

필수

2

CountryCode

필수

2

CountryCode

필수

1

string

필수

유의사항

0..1

string

선택

<Contact>

연락사항

0..1

string

선택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1

string

필수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보고
서의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0..1

string

선택

<ReportingPeriod>

보고기준일자

1

date

필수

<Timestamp>

보고서 작성 시점

1

dateTime

필수

보고서 정보

1

필수

보고 금융회사

1

필수

<FATCA>
<ReportingFI>
<ResCountryCode>
<TIN>
attributes - <issuedBy>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0..1

보고 금융회사 식별번호(TIN)

0..1

(TIN) 발급 ISO 국가코드

0..1

<Name>

영문 보고 금융회사명

1

<Address>

주소 정보

1

<CountryCode>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1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영문 주소 정보(고정+자유)

<AddressFix>
<AddressFree>
<DocSpec>

문서 식별 관련 정보

2

CountryCode

필수

string

필수

2

CountryCode

선택

string

필수
필수

2

CountryCode

필수

0..1

string

선택

0..1

string

선택

1

필수

<DocTypeIndic>

문서 구분

1

FatcaDocTypeIndic
_Code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1

string

필수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0..1

string

선택

<CorrDoc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0..1

string

선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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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검사
요소

요소 설명

(element)

(element explain)

<ReportingGroup>
<Sponsor>

카디 크기
날러티 (size)

보고서 대상 그룹

1..n

후원기관

0..1

<ResCountryCode>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0..1

<TIN>

후원기관 식별번호(TIN)

0..1

(TIN) 발급 ISO국가코드

0..1

attributes - <issuedBy>
<Name>

영문 후원기관명

1

<Address>

주소 정보

1

입력 형식
(input type)

요건
(require
ment)
필수
선택

2

CountryCode

필수

string

필수

2

CountryCode

선택

string

필수
필수

<CountryCode>

주소지국 ISO국가코드

1

CountryCode

필수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0..1

string

선택

영문 주소 정보(고정+자유)

0..1

string

선택

<AddressFix>
<AddressFree>

2

문서 식별 관련 정보

1

<DocTypeIndic>

문서 구분

1

FatcaDocTypeIndic
_Code

필수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1

string

필수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0..1

string

선택

<CorrDoc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0..1

string

선택

중개기관

0..1

<ResCountryCode>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0..1

<TIN>

중개기관 식별번호(TIN)

0..1

(TIN) 발급 ISO 국가코드

0..1

<DocSpec>

<Intermediary>

attributes - <issuedBy>
<Name>

영문 중개기관명

1

<Address>

주소 정보

1

<CountryCode>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1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영문 주소 정보(고정+자유)

<AddressFix>
<AddressFree>

필수

선택
2

2

CountryCode

필수

string

필수

CountryCode

선택

string

필수
필수

2

CountryCode

필수

0..1

string

선택

0..1

string

선택

문서 식별 관련 정보

1

<DocTypeIndic>

문서 구분

1

FatcaDocTypeIndic
_Code

필수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1

string

필수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0..1

string

선택

<CorrDoc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0..1

string

선택

<DocSpec>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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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검사
요소

요소 설명

(element)

(element explain)

<AccountReport>
<DocSpec>

카디 크기
날러티 (size)

계좌보고

입력 형식
(input type)

0..n

문서 식별 관련 정보

요건
(require
ment)
선택

1

필수

<DocTypeIndic>

문서 구분

1

FatcaDocTypeIndic
_Code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1

string

필수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0..1

string

선택

<CorrDoc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0..1

string

선택

string

필수

<AccountNumber>

계좌번호

1

<AccountHolder>

계좌보유자정보

1

개인 고객

0..1

<ResCountryCode>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0..1

<TIN>

납세자 식별번호(TIN)

0..1

(TIN) 발급 ISO 국가코드

0..1

<Individual>

attributes <issuedBy>

필수

필수
선택
2

2

CountryCode

선택

string

선택

CountryCode

선택

성명

1

<FirstName>

영문 명(이름)

1

string

필수

<MiddleName>

영문 중간 이름

0..1

string

선택

<LastName>

영문 성

1

string

필수

주소 정보

1

<CountryCode>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1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영문 주소 정보(고정+자유)

<Name>

<Address>

<AddressFix>
<AddressFree>

필수

0..1

string

선택

0..1

string

선택

blank

미사용

국적

0..n

<BirthInfo>

출생 정보

0..1

생년월일

0..1

단체(법인) 고객

0..1

<ResCountryCode>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0..1

<TIN>

단체(법인) 식별번호(TIN)

0..1

(TIN) 발급 ISO 국가코드

0..1

<Organisation>

attributes <issuedBy>
<Name>

영문 단체(법인) 명

1

<Address>

주소 정보

1

<CountryCode>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1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영문 주소 정보(고정+자유)

<AddressFix>
<AddressFree>
<AcctHolderType>

계좌보유자유형

필수
CountryCode

<Nationality>

<BirthDate>

필수

2

선택
date

선택
선택

2

2

CountryCode

선택

string

선택

CountryCode

선택

string

필수
필수

2

CountryCode

필수

0..1

string

선택

0..1

string

선택

1

FactaAcctHolderType
_Code

필수

Part 2.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

9

유효성 검사
요소

요소 설명

(element)

(element explain)

카디 크기
날러티 (size)

입력 형식
(input type)

요건
(require
ment)

실질적 지배자

0..n

<ResCountryCode>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0..1

<TIN>

납세자 식별번호(TIN)

0..1

attributes - <issuedBy>

(TIN) 발급 ISO 국가코드

0..1

<Name>

성명

1

<FirstName>

영문 명(이름)

1

string

필수

<MiddleName>

영문 중간 이름

0..1

string

선택

<LastName>

영문 성

1

string

필수

주소 정보

1

<SubstantialOwner>

<Address>

2

CountryCode

선택

string

선택

CountryCode

선택
필수

필수

<CountryCode>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CountryCode

필수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0..1

string

선택

영문 주소 정보(고정+자유)

0..1

string

선택

blank

미사용

<AddressFix>
<AddressFree>

1

선택
2

<Nationality>

국적

0..n

<BirthInfo>

출생 정보

0..1

생년월일

0..1

계좌잔액

1

계좌잔액 통화코드

1

<BirthDate>
<AccountBalance>
attributes - <currCode>
<Payment>

지급 유형에 따른 계좌 총액

2

선택

3

date

선택

decimal (0.00)

필수

CurrencyCode

필수

0..n

선택

<Type>

지급 유형

1

FatcaPaymentType
_Code

<PamentAmnt>

지급 유형별 액수

1

decimal (0.00)

필수

지급 유형별 액수 통화코드

1

CurrencyCode

필수

attributes <currCode>
<PoolReport>

0..n

미사용

문서 식별 관련 정보

1

미사용

<DocTypeIndic>

문서 구분

1

FatcaDocTypeIndic
_Code

미사용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1

string

미사용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0..1

string

미사용

<CorrDoc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0..1

string

미사용

1

integer

미사용
미사용

<DocSpec>

<AccountCount>

공동보고

3

필수

계좌 수

<AccountPoolReportType>

고객 유형

1

FatcaAcctPoolReport
Type_Code

<PoolBalance>

계좌잔액의 총합

1

decimal (0.00)

미사용

계좌잔액의 총합 통화코드

1

CurrencyCode

미사용

attributes - <currCod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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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XML 항목별 상세설명

1. 보고서 버전정보
FATCA_OECD는 버전 속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의 버전 속성은 반드시
FATCA 스키마 버전 값(value)에 맞춰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버전 1.1)

2. <MessageSpec> : 보고서 표제
보고서 표제(Message Spec)는 메시지를 생성한 기관, 생성 시기와 보고의 해당연도,
보고의 성격(원본, 수정, 보완 등)의 기본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 <SendingCompanyIN> : 전송기관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는 전송기관의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를 포함합니다. 대리인
(Agent) 또는 스폰서기관(Sponsoring Entity)이 아닌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전송기관 식별번호(SendingCompanyIN)는 대리인 혹은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가 아니라 보고대상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있거나 혹은 보고대상 지급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의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
입니다.
전송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를 의무적으로 기입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가 기입되지 않은 보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금융
기관 식별번호(GIIN)는 영문 및 숫자 조합의 19자리 번호로 정확한 구두점(마침표
또는 소수점)까지 포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예) ‘98Q96B.00000.LE.250’의 형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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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nsmittingCountry> : 전송국 ISO 국가코드
본 데이터 요소를 통해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관리되고 있는 관할권(국가) 혹은 보고
금융회사를 통한 보고대상 지급금 지급(payment)이 이루어진 관할권(국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예) 전송 주체는 A관할권(국가)에 설립된 금융회사로 B관할권(국가)에서 지점을 운영
중이며 보고된 금융계좌는 B관할권(국가)에 소재한 지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송국가 요소는 B관할권(국가), 즉 해당 금융회사의 보고된 금융계좌가
관리되고 있는 관할권(국가)을 입력합니다.
3) <ReceivingCountry> : 수취국 ISO 국가코드
본 데이터 요소를 통해 해당 메시지를 수취하는 과세당국(권한있는 당국)의 관할권
(국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 입력할
국가코드는 ‘US’입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4) <MessageType> : 보고서 유형
본 데이터 요소에는 전송되는 메시지 유형을 명시합니다. 이 필드에 입력 가능한 유일한
요소는 “FATCA”입니다.
5) <Warning> : 유의사항
본 데이터 요소에는 해당 메시지 사용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등을 텍스트로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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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tact> : 연락사항
본 데이터 요소에는 해당 메시지 전송자의 특정 연락처 정보 등을 텍스트로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7) <MessageRefId> : 보고서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전송되는 특정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해당 메시지에 관하여 추후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송자와 수취자는 식별번호를
통해 특정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별로 보고되는 금융정보를 중복
없이 식별하기 위해서 ‘보고기준일자와 금융회사 식별번호(GIIN 등), 보고서 일련
번호’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식별번호는 보고기관별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값이어야만
합니다.
<MessageRefId> : YYYYMMDD_98Q96B.00000.LE.250_####
(보고기준일자(8)_GIIN(19)_보고서일련번호(4))
① 해당 보고서의 보고기준일자 (예: 20151231)
② GIIN (예: 98Q96B.00000.LE.250)
③ 일련번호 4자리 (예: 해당연도 최초 보고시 ‘0001’로 시작하여 재접수, 수정 등이 발생할
경우 ‘1’씩 순차적으로 추가 부여)

8) <CorrMessageRefId> : (수정할 경우) 수정할 보고서의 보고서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보완·수정·삭제 대상인 원본 보고서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원본 메시지 전송시 생성·입력한 원본 보고서 식별번호<Message
RefId>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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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portingPeriod> : 보고기준일자
본 데이터 요소에는 메시지와 관련된 해당 역년(calendar year)을 ‘연도(YYYY)월(MM)-일(DD)’의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역년 기준 2015년에 발생한 금융계좌
혹은 지급금 지급에 관한 보고정보에 해당하는 필드값은 ‘2015-12-31’이 됩니다.
10) <TimeStamp> : 보고서 작성 시점
본 데이터 요소에는 메시지가 작성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본 데이터 요소는
‘연도(YYYY)-월(MM)-날짜(DD)'T'시간(hh): 분(mm):초(ss)’의 형식을 취합니다. 초의
소수점 단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2016-06-30T09:35:10’의 형식으로 구성

3. <FATCA> : 보고서 정보
가. <ReportingFI> : 보고 금융회사
보고대상 금융계좌(Reportable financial account)를 관리하고 있거나 보고대상
지급금(Reportable payment)의 지급을 이행한 금융회사로 다음의 금융회사를 포함
합니다.
• 타 금융회사를 소유자 정보제공형 금융회사(Owner documented FFI)로 취급하기로 동의한
금융회사
•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인(U.S. person)으로 취급받기를 선택하지 않은 미국령에서
설립된 금융회사(TOFI)에 보고되는 지급액을 지급한 금융회사
• 스폰서 그룹인 경우 피후원 금융회사(Sponsored FFI)로서 후원 금융회사(Sponsoring FFI)의
후원을 받는 금융회사

보고 금융회사가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가 아닌 국가에 지점(branch)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는 보고대상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지점의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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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CountryCode> :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본 데이터 요소에는 보고주체 혹은 보고대상 기관의 소재지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2) <TIN> : 보고 금융회사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보고 금융회사의 납세자식별번호(TIN)를 입력합니다. 보고 금융
회사가 입력하는 납세자식별번호(TIN)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금융회사(PFFI), 보고대상 금융회사 또는 등록 이행간주 금융회사(Registered deemed
compliant foreign FI) : 해당 기관에 발급된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
• 특정미국인(Specified U.S. person)이 명시된 기관 : 해당 기관의 미국 고용주식별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 스폰서 단체 : 해당 단체가 스폰서 단체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발급받은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
• 미국령에서 설립된 금융회사(TOFI, Territory Organized Financial Institute)로 중개기관으로
보고된 기관 : 미국 고용주식별번호(EIN) 또는 미국령에서 사용하는 고용주식별번호(EIN
미보유시)

a. <TIN>의 속성(attribute) - issuedBy : 식별번호 발급 ISO 국가코드

본 속성에는 TIN을 발급한 국가를 입력합니다.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 이 필드에
값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발급국가는 미국(US)으로 봅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3) <Name> : 보고 금융회사명
보고주체 혹은 보고대상 기관이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 발급을 위해 등록한 영문기관
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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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me>의 속성(attribute) - NameType : 기관명 유형

이 속성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4) <Address> : 주소 정보
<ReportingFI>, <Sponsor>, <Intermediary>, <Individual>, <Organisation>, <Substantial
Owner> 각 데이터 요소에 포함되며 보고 금융회사, 후원기관 또는 중개기관 그리고
계좌보유자(개인 또는 단체(법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AccountHolder>나 <SubstantialOwner>의 경우
조세목적상 주소(Permanent residence address)를 입력합니다. 조세목적상 주소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서 연락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우편주소를 입력합니다.
• <ReportingFI>, <Sponsor>, <Intermediary>의 경우
기관 소재지(주소)를 입력합니다.

a. <CountryCode> :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기관 또는 계좌보유자의 주소와 관련된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b. <AddressFree or AddressFix> : 주소 유형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 사용되는 주소유형은 고정주소(AddressFix)와 자유주소
(AddressFree)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 주소를 각 단위로
내용을 구분해서 입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고정주소(Address
Fix)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주소(AddressFix)를 사용하는 경우 시·도(CountrySubentity), 시·군·구(City),
우편번호(PostCode)는 해당 고정된 요소 단위로 입력하고 나머지 거리 주소
정보는 자유주소(AddressFree) 형태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Address> 요소에는 <AddressFree>와 <AddressFix>의 주소 유형 중 한 가지의 주소 유형이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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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element)
<Address>

요소 설명 (element explain)
주소 정보

attributes <legalAddressType>

attribute인 'legalAddressType'은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는
미사용

<CountryCode>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 (자유)
① 주소 구분을 위해 주소 단위 사이에 문자열(one string of
bytes), 빈칸(blank), '/'(slash), 줄바꿈(carriage returnlinefeed)을 삽입
② AddressFree는 AddressFix 양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 이 경우 전체 상세주소에 구분자를 넣어 적절히 입력 필요

<AddressFix>

영문 주소 정보 (고정)
☞ AddressFix의 각 elements 중 시·군·구(City)정보는 필수
이며,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해서는 시·도(CountrySubentity),
우편번호(PostCode)정보 또한 해당 고정요소 단위로 입력

<Street>

영문 주소 정보 (거리, 도로)

<BuildingIdentifier>

영문 주소 정보 (빌딩)

<SuiteIdentifier>

영문 주소 정보 (룸, 호)

<FloorIdentifier>

영문 주소 정보 (층)

<DistrictName>

영문 주소 정보 (지구, 구역)

<POB>

영문 주소 정보 (사서함)

<PostCode>

영문 주소 정보 (우편번호)

<City>

영문 주소 정보 (시·군·구) - (예: 종로구, 성남시)

<CountrySubentity>

영문 주소 정보 (시·도) - (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 (고정+자유)
☞ AddressFix의 각 elements를 모두 입력하는 대신 Address
Free 필드에 전체 거리 주소(Full street address)를 입력
가능
※ 이 경우 시·도(CountrySubentity), 시·군·구(City), 우편
번호(PostCode) 정보는 해당 고정요소 단위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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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ocSpec> : 문서 식별 관련 정보
DocSpec을 통해 전송된 정기 금융정보 제출 메시지 내에서 특정 보고정보를 파악
합니다. 이 요소를 통해 시정(Correction)을 요하는 보고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요소는 보고 금융회사<ReportingFI>와 후원기관<Sponsor> 또는 중개기관
<Intermediary> 그리고 계좌보고<AccountReport>의 각 요소에 포함됩니다.
a. <DocTypeIndic> : 문서 구분

이 요소는 제출된 보고정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입력할 수 있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ca DocTypeIndic 코드>
코드

문서 구분

FATCA1

신규데이터 (New Data)

FATCA2

보완데이터 (Corrected Data)

FATCA3

삭제데이터 (Void Data)

FATCA4

수정데이터 (Amended Data)

하나의 전송파일에는 한 가지 데이터 유형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규데이터(New Data) : 이전에 처리되지 않았거나 삭제 처리된 레코드를 재전송할
때 사용됩니다.
∙ 보완데이터(Corrected Data) : 제출된 파일 또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전송자
에게 고지한 후 재전송된 레코드의 처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보완데이터는 데이터
시정 요청에 따라 답신을 보낼 때만 사용합니다. (복호화, XML, 기타 파일 오류
처리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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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데이터(Void Data) : 데이터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레코드를 삭제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레코드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삭제됩니다.
•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미국 소유주 납세자식별번호(TIN)가 없는 경우
•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미국 소유주 TIN이 부정확한 경우
•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미국 소유주 이름이 부정확한 경우
•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미국 소유주 이름 및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
• 개인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미국 소유주 TIN이 없으며 출생일 정보가 없는 경우
• 개인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미국 소유주 TIN이 없으며 출생일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 수정데이터(Amended Data) : 이전에 전송, 수취하고 처리하였으나 추후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레코드를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 보완데이터, 삭제데이터 수정데이터 전송 시, 원본 전송에 사용된 <MessageRefId>를 <Corr
MessageRefId> 필드에 입력해야 합니다.

b. <DocRefId> : 문서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특정 보고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식별
번호는 특정 보고정보의 식별을 위해 전송주체가 사용하는 정보 중 어떤 정보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MessageRefId(보고기준일자_ GIIN_####)와
FreeId(보고 금융회사에서 자유롭게 생성)를 함께 이용합니다.
* 단, FreeId는 영문 또는 숫자 또는 ‘_’로 최대 16자리를 넘지 않습니다. (특수 문자는 ‘_’만 포함
가능)

문서 식별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집니다.
<DocRefId> : YYYYMMDD_98Q96B.00000.LE.250_####_****************
① 해당 보고서의 보고서 식별번호 (MessageRefId)
(예: 20151231_98Q96B.00000.LE.250_0001)
② FreeId (보고 금융회사에서 자유롭게 생성하되 최대 16자리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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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rrMessageRefId> & <CorrDocRefId> : (수정할 경우) 수정할 문서의 보고서 식별번호
및 문서 식별번호

해당 보고 문서가 보완/수정/무효화 데이터 처리 보고인 경우 문서 식별번호
<DocRefId>와 관련된 메시지의 원본 보고서 식별번호<MessageRefId>와 원본 문서
식별번호<DocRefId>를 각 <CorrMessageRefId>와 <CorrDocRefId> 데이터 요소에
입력합니다.

나. <ReportingGroup> : 보고서 대상 그룹
다음 네 가지 데이터 요소가 보고대상 그룹을 구성합니다.
• 후원기관<Sponsor>

• 중개기관<Intermediary>

• 계좌보고<AccountReport>

• 공동보고<PoolReport>

후원기관<Sponsor>과 중개기관<Intermediary>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 IGA체결에 의해 ‘공동보고<PoolReport>’는 제외됩니다.

1) <Sponsor> or <Intermediary> : 후원기관 또는 중개기관
본 데이터 요소에는 보고 금융회사를 후원하는 기관(Sponsoring entity) 또는 중개하는
기관(Intermediary entity)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며 두 기관중 하나만 입력합니다.
a. <ResCountryCode> :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본 데이터 요소에는 보고주체 혹은 보고대상 기관의 소재지 국가코드를 입력합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b. <TIN> : 후원기관 또는 중개기관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정보수취 과세당국이 후원기관 또는 중개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는 납세자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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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금융회사(PFFI), 보고대상 금융회사 또는 등록 이행간주 금융회사(Registered deemed
compliant foreign FI) : 해당 기관에 발급된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
• 특정미국인(Specified U.S. person)이 명시된 기관 : 해당기관의 미국 고용주식별번호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 스폰서 단체 : 해당 단체가 스폰서 단체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발급받은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
• 미국령에서 설립된 금융회사(TOFI, Territory Organized Financial Institute)로 중개기관으로
보고된 기관 : 미국 고용주식별번호(EIN) 또는 미국령에서 사용하는 고용주식별번호(EIN
미보유시)

c. <TIN>의 속성(attribute) - issuedBy : 식별번호 발급 ISO 국가코드

본 속성에는 TIN을 발급한 국가를 입력합니다.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 이 필드에
값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발급국가는 미국(US)으로 봅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d. <Name> : 후원기관명 또는 중개기관명

후원기관 또는 중개기관의 영문 기관명을 입력합니다.
e. <Name>의 속성(attribute) - NameType : 기관명 유형

본 데이터 요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2) <AccountReport> : 계좌보고
계좌보고에는 <DocSpec>, <AccountNumber>, <AccountHolder>, <Substantial
Owner>, <AccountBalance>, <Payment>의 데이터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금융회사는 각 보고계좌에 대하여 계좌보유자의 정보, 실질적 지배자 정보(실사절차에
따라 한명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는 경우), 계좌잔액, 지급유형에 따른 계좌
총액 등 각 데이터 요소들을 입력합니다.
* 후원기관<Sponsor>과 중개기관<Intermediary>에 해당되는 경우 피후원기관 또는 피중개기관에 대해
파악된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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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ountNumber> : 계좌번호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자 또는 수취인(Payee)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해당 금융회사가 계좌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좌보유자 또는
수취인(Payee) 파악을 위해 사용하는 고유한 식별인자를 입력합니다.
계좌번호(영문숫자조합 식별번호 포함)를 보유한 금융회사는 필수로 입력하고, 계좌
번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ANUM’을 입력합니다.
☞ 계좌번호 예시
• 수탁계좌(Custodial account) 또는 예금계좌(Depository account) 계좌번호
• 채무지분 또는 자본지분(수탁계좌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과 관련된 코드 (국제증권
식별번호(ISIN) 또는 기타 번호)
• 현금가치 보험계약(Cash value insurance contract) 또는 연금계약(Annuity contract)
식별코드

b. <AccountHolder> : 계좌보유자정보 / <Individual> 개인 고객

계좌보유자(AccountHolder)가 자연인인 경우 사용되며 본 데이터 요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계좌보유자 혹은 수취인을 파악합니다.
• 특정 미국인이 소유자인 소유자 정보제공형 금융회사
• 실질 또는 지배 소유자가 미국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NFEE)
• 비참여 금융회사
• 특정 미국인
* 단체(법인)가 비참여 금융회사이거나 특정미국인인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 특정 미국인, 실질적 미국 소유주, 지배적 미국 소유주는 다수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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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esCountryCode> :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본 데이터 요소에는 보고대상 인의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조세조약상 보고대상
인에 시민권자를 포함하는 경우 시민권 발급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② <TIN> : 납세자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개인 계좌보유자 혹은 실질적 지배자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납세자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 기존 고객에 한하여 TIN 정보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면 <BirthDate> 데이터
요소에 입력합니다.

③ <TIN>의 속성(attribute) - issuedBy : 식별번호 발급 ISO 국가코드
본 속성에는 TIN을 발급한 국가를 입력합니다.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 이 필드에
값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발급국가는 미국(US)으로 봅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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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Name> : 개인 성명 정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보고대상 금융회사가 개인 계좌보유자 혹은 실질적 지배자의
이름 전체를 파악하여 영문 개인 성명을 입력합니다.
요소 (element)
<Name>
attributes <NameType>

요소 설명 (element explain)
개인 성명 정보
elements의 attribute인
'NameType'은 미사용

<Precedingtitle>

미사용

<Title>

미사용

<FirstName>

영문 이름
① 영문 이름 정보를 필수 입력
② 전체 이름 정보를 미보유한 경우 이니셜 입력 가능
③ 이름정보를 미보유한 경우 'NFN'(No First Name) 입력

<MiddleName>

영문 중간 이름
① 영문 중간 이름이나 이니셜 정보를 보유한 경우 입력

<NamePrefix>

미사용

<LastName>

영문 성
① 영문 성 정보를 필수 입력
② 성과 이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Full Name 입력
가능 (<FirstName>에는 'NFN' 입력)
③ 법적으로 사용하는 Name prefix(예: 'Mr.', 'Ms.' 등) 또는
Name suffix(예: 'Jr.', 'Sr.', 'Ⅱ', 'Ⅲ' 등)를 포함 가능

<GenerationIdentifier>

미사용

<Suffix>

미사용

<GeneralSuffix>

미사용

⑤ <Nationality> : 국적
본 데이터 요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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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BirthInfo> : 출생정보
개인 계좌보유자의 출생일을 명시하며 해당 과세당국과의 IGA에 명시된 조건하에
계좌보유자의 TIN 대신 출생일 정보를 생년월일(BirthDate) 데이터 요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출생일 정보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계좌보유자에 대한
TIN 정보가 제공된다면 출생일 필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 양식은 ‘연도
(YYYY)-월(MM)-날짜(DD)’입니다.
요소 (element)
<BirthInfo>

요소 설명 (element explain)
출생 정보

<BirthDate>

① 개인 계좌 보유자의 출생일을 명시
② IGA에 명시된 조건하에 TIN 대신 출생일 정보를 제공

<City>

미사용

<CitySubentity>

미사용

<CountryInfo>

미사용

* 도시(City), 도시하위요소(CitySubentity), 국가정보(CountryInfo) 이 세 가지 데이터 요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c. <AccountHolder> : 계좌보유자정보 / <Organisation> : 단체(법인) 고객

계좌보유자(AccountHolder)가 단체(법인)인 경우 사용되며 단체 계좌보유자 또는
수취인(Payee)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ResCountryCode> :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본 데이터 요소에는 보고주체 혹은 보고대상 단체(법인)의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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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IN> : 단체(법인)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정보수취 과세당국이 단체(법인) 계좌보유자(Entity account
holder)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는 납세자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특정 미국인
(Specified U.S. person)이 명시된 기관의 TIN은 해당기관의 미국 고용주식별번호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입니다.
③ <TIN>의 속성(attribute) - issuedBy : 식별번호 발급 ISO 국가코드
본 속성에는 TIN을 발급한 국가를 입력합니다.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 이 필드에
값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발급국가는 미국(US)으로 봅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④ <Name> : 단체(법인)명
보고주체 혹은 보고대상 단체(법인)의 영문 단체(법인)명으로 입력합니다.
⑤ <Name>의 속성(attribute) - NameType : 단체(법인)명 유형
이 속성은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d. <AccountHolder> : 계좌보유자정보 / <AcctHolderType> : 계좌보유자 유형

본 데이터 요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단체(법인) 계좌보유자 혹은 수취인을 파악합니다.
• 특정미국인이 소유자인 소유자 정보제공형 금융회사
• 실질 또는 지배 소유자가 미국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 비참여 금융회사
• 특정미국인
• 직접 보고대상 비금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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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금융계좌 보유자가 단체(법인)이거나 보고대상 지불거래 수취인이 상기
기술한 단체(법인) 중 하나일 경우 아래의 코드를 입력합니다.

<FATCA AcctHolderType 코드>
코드

계좌보유자유형

FATCA101

특정미국인이 소유자인 소유자 정보제공형 금융회사
(Owner-Documented FI with specified US owner(s))

FATCA102

실질 소유자가 미국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NFFE)
(Passive Non-Financial Entity with substantial US owner(s))

FATCA103

비참여 금융회사
(Non-Participating FFI)

FATCA104

특정미국인
(Specified US Person)

FATCA105

직접 보고대상 비금융단체 (NFFE)
(Direct Reporting NFFE)

e. <SubstantialOwner> 실질적 지배자

소유자 정보제공형 금융회사(Owner-Documented FI)의 특정미국인 소유자, 혹은
수동적 비금융단체(NFFE)의 미국인 실질적 또는 지배적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체(법인) 계좌보유자가 미국 소유주인 소유자 정보제공형 금융회사(OwnerDocumented FI)이거나 혹은 수동적 비금융단체(NFFE)인 경우에 요건을 적용
합니다. 단체(법인)가 비참여 금융회사거나 특정미국인인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특정미국인, 실질적 미국 소유주, 지배적 미국 소유주는 다수 입력이 가능합니다.
f. <AccountBalance> : 계좌잔액

보고대상 금융계좌의 해당연도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기간 마지막날 기준
계좌잔액 또는 가치를 입력하며, 해당 연도동안 해당 계좌가 해지된 경우 해지
직전의 계좌잔액/가치를 입력합니다.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합니다. 숫자와 통화
유형 표기를 위한 세 자리 코드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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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Balance>의 속성(attribute) - CurrCode_Type : 계좌잔액 통화 코드로
본 데이터 요소는 ‘ISO 4217 Alpha 3’ 코드 기준에 명시된 세 자리 알파벳 통화
코드를 사용합니다.
g. <Payment> : 지급 유형에 따른 계좌 총액

보고기간 동안 보고대상 금융계좌 또는 계좌보유자는 아니지만 보고대상인 단체
(법인)로 지급된 지급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보고대상 지급 유형이 하나 이상일
경우 각 지급 유형의 정보는 반복해서 입력되는 요소입니다. 지급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계 좌 종 류
예금계좌

계 좌 총 액
• 해당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의 총액
• 해당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배당의 총액
• 해당연도 동안 금융회사가 수탁자(custodian), 중개인(broker), 명의자
(nominee) 또는 계좌보유자를 위하여 그 밖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탁계좌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보고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 또는 상환으로부터 발생하여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총 거래가액
• 해당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모든 다른 소득의 총액

자본지분 계좌

채무지분 계좌
현금가치보험·
연금계약 계좌
비참여 금융회사
지급액

• 금융회사에서 계좌보유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한 해당 계좌의 가액
• 채무지분의 액면금액

• 현금가치 또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
• 비참여 금융회사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보고대상 금액의 총액은 지급
유형별로 보고하거나 또는 그 총액을 “FATCA 기타(other)” 지급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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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ayment <Type> : 지급 유형
지급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코드를 선택합니다.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CA PaymentType 코드>
코드

지급 유형

FATCA501

배당 (Dividends)

FATCA502

이자 (Interest)

FATCA503

자산매매 총 거래가액/상환액 (Gross Proceeds/Redemptions)

FATCA504

기타 (Other-FATCA) (예: 해외 보고 대상금액 등)

② <PaymentAmnt> : 지급 유형별 액수
지급금(Payment Amounts)은 해당 통화로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미화 천달러를 입력할 때 ‘1000.00’을 입력합니다.
③ <PaymentAmnt>의 속성(attribute) - CurrCode_Type : 지급 유형별 액수 통화
코드
본 데이터 요소는 ‘ISO 4217 Alpha 3’ 코드 기준에 명시된 세 자리 알파벳 통화
코드를 사용합니다.
h. <PoolReport> : 공동보고

본 데이터 요소는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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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XML 작성 예시
다음은 위의 ‘FATCA XML 정의서’에 따라 작성된 정기 금융정보 제출 XML 보고서
작성 예시입니다.

1. FATCA XML 구조
예) 보고금융회사 : □□은행, 보고기준일자 : 2015년 12월 31일
FATCA XML 구성
<?xml version="1.0" encoding="utf-8"?>
<ftc:FATCA_OECD
xsi:schemaLocation="urn:oecd:ties:fatca:v1 FatcaXML_v1.1.xsd"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mlns:ftc="urn:oecd:ties:fatca:v1"
xmlns:sfa="urn:oecd:ties:stffatcatypes:v1" version="1.1">
<ftc:MessageSpec>
</ftc:MessageSpec>

<ftc:FATCA>
<ftc:ReportingFI>
</ftc:ReportingFI>

<ftc:ReportingGroup>
<ftc:Sponsor> </ftc:Sponsor>
<ftc:Intermediary> </ftc:Intermediary>
<ftc:AccountReport> </ftc:AccountReport>
</ftc:ReportingGroup>
</ftc:FATCA>

설 명
XML 헤더부분으로 형식, element 등을
정의한 xsd 파일을 정의함

‘Version 어트리뷰트’는 필수임
※ 버전 정보가 최신이 아닐 경우 스키마
검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음

<MessageSpec>은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은 메시지 헤더임
<ReportingFI>는 본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
대한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임
※ 후원그룹의 경우, 피후원기관
(Sponsored)의 정보를 기술함
<Sponsor>, <Intermediary>는 금융
회사가 대행해서 보고할 경우에 사용함
<AccountReport>는 각 개별 보고 계좌
및 해당 계좌보유자 대한 정보임
※ <Sponsor>는 후원기관 (Sponsoring)의 정보를 기술함
해당되는 TIN은 후원기관 역할을 수행
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GIIN을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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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시지 표제
XML 구성 및 설명
<ftc:MessageSpec>
<SendingCompanyIN> GIIN </SendingCompanyIN>
<TransmittingCountry> KR </TransmittingCountry>
<ReceivingCountry> US </ReceivingCountry>
<MessageType> FATCA </MessageType>
<Warning> 유의사항 </Warning>
<Contact> 연락사항 </Contact>
<MessageRefId> Unique 메시지 ID </MessageRefId>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수정할 메시지 ID </CorrMessageRefId>
<ReportingPeriod> 2015-12-31 </ReportingPeriod>
<Timestamp> 2016-06-30T01:30:00 </Timestamp>
</ftc:MessageSpec>
<SendingCompanyIN> 필수
- 보고서를 전송하는 금융회사의 GIIN을 기입하는 element
- <SendingCompanyIN> 98Q96B.00000.LE.250 </SendingCompanyIN>
<TransmittingCountry>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전송국가의 ISO국가코드를 기입하는 element
- 한국의 경우, KR을 입력함
<ReceivingCountry> 필수
- 수취국가의 ISO국가코드를 기입하는 element
- US를 입력함
<MessageTyp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현재 <MessageType>에 입력 가능한 값은 ‘FATCA’ 뿐임
<Warning> 선택
- FATCA보고서를 활용 또는 사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기술 (입력하지 않아도 됨)
<Contact> 선택
- 보고서 송부 담당자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기술 (입력하지 않아도 됨)
<MessageRefId>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본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에서 해당 보고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번호
- <MessageRefId>20151231_98Q96B.00000.LE.250_0001</MessageRefId>
<CorrMessageRefId> 선택
- 제출한 보고서를 수정할 경우, 제출했던 보고서의 식별번호 <MessageRefId>를 입력함
<ReportingPeriod>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보고 기준 일자, 형태는 YYYY-MM-DD
<Timestamp> :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의 시간, 형태는 YYYY-MM-DD‘T’hh:mm: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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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 금융기관
XML 구성 및 설명
<ftc:ReportingFI>
<ResCountryCode> KR </ResCountryCode>
<TIN issuedBy=“US"> 98Q96B.00000.LE.250 </TIN>
<Name> □□Bank </Name>
<Address>
<CountryCode> KR </CountryCode>
<AddressFree> 영문주소 </AddressFree>
<AddressFix> 영문주소 </AddressFix>
</Address>
<ftc:DocSpec>
<ftc:DocTypeIndic> FATCA1~4 </ftc:DocTypeIndic>
<ftc:DocRefId> 20151231_98Q96B.00000.LE.250_0001_FIDoc001 </ftc:DocRefId>
<ftc: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수정할 메시지 ID </ftc:CorrMessageRefId>
<ftc:CorrDocRefId> 수정할 경우, 수정할 문서 ID </ftc:CorrDocRefId>
</ftc:DocSpec>
</ftc:ReportingFI>

<ResCountryCode> 필수
-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에 대한 ISO국가코드
<TIN> 필수
- 'issuedBy' Attribute는 선택이며, 생략할 경우 '미국(US)'으로 간주됨
- □□은행의 GIIN를 입력
- 스폰서 그룹의 경우, 피후원 기관의 GIIN를 입력
<Nam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금융회사명
<Address>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주소 정보
<CountryCode> 필수
- 보고 금융회사가 속한 소재지 국가와 관련된 국가코드를 입력
<AddressFree> 선택
- 보고 금융회사의 주소를 고정주소(AddressFix)에서 정의한 다양한 단위로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소를
구분자로 구분하여 텍스트로 입력
* <AddressFix>나 <AddressFree> 둘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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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DocSpec>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금융정보 제출 메시지 내에서 특정 보고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문서식별관련 정보
<ftc:DocTypeIndic>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다음 코드 중 하나 선택
FATCA1 (= New Data)
FATCA2 (= Corrected Data)
FATCA3 (= Void Data)
FATCA4 (= Amended Data)
-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새로운 보고인 경우 <ftc:DocTypeIndic> FATCA1 </ftc:DocTypeIndic>
<ftc:DocRefId>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해당 정보에 대한 유일한 문서 식별번호
-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되, MessageRefId를 포함한 Id로 구성함
즉, MessageRefID(33)_FreeID(최대16)
- □□은행의 경우 만약 FreeID를 FIDoc001 로 생성한다면, DocRefId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20151231_98Q96B.00000.LE.250_0001_FIDoc001
<ftc:CorrMessageRefId> 선택
- 원본 정보가 수정되어 재전송하는 경우, 원본 메시지의 식별번호 <MessageRefID>을 입력
<ftc:CorrDocRefId> 선택
- 원본 정보가 수정되어 재전송하는 경우, 원본 메시지의 문서 식별번호 <ftc:DocRefId>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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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대상 그룹
XML 구성 및 설명
<ftc:ReportingGroup>
<ftc:Sponsor>
<Name></Name>
<Address>
<CountryCode>
<AddressFree>
<AddressFix>
</Address>
<ftc:DocSpec>
</ftc:DocSpec>
</ftc:Sponsor>
<ftc:Intermediary>
<Name></Name>
<Address>
<CountryCode>
<AddressFree>
<AddressFix>
</Address>
<ftc:DocSpec>
</ftc:DocSpec>
</ftc:Intermediary>
<ftc:AccountReport>
<ftc:PoolReport>
</ftc:ReportingGroup>

</CountryCode>
</AddressFree>
</AddressFix>

</CountryCode>
</AddressFree>
</AddressFix>

</ftc:AccountReport>
</ftc:PoolReport>

<ftc:ReportingGroup>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Sponsor 및 Intermediary 형태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와 계좌번호 및 PoolReport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음
<ftc:Sponsor> 선택
- 보고 금융회사의 Sponsor로서 후원하는 기관(Sponsoring Entity)에 대한 정보
- 세부 내용은 <ftc:ReportingFI>와 동일함
<ftc:Intermediary> 선택
- 보고대상 금융계좌 혹은 지급금을 수취한 단체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 세부 내용은 <ftc:ReportingFI>와 동일함
<ftc:AccountReport> 선택
- 계좌에 대한 정보
<ftc:PoolReport> 선택
- 비협조자, 비참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총 계좌수, 계좌잔액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
- 모델1 정부간 협정에 의거하여 공동보고를 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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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구성 및 설명

<ftc:AccountReport>
<ftc:DocSpec>
<ftc:DocTypeIndic> FATCA1 </ftc:DocTypeIndic>
<ftc:DocRefId> Unique 문서 ID </ftc:DocRefId>
<ftc:CorrMessageRefId> 수정 메시지 ID </ftc:CorrMessageRefId>
<ftc:CorrDocRefId> 수정문서 ID </ftc:CorrDocRefId>
</ftc:DocSpec>
<ftc:AccountNumber> 계좌번호 </ftc:AccountNumber>
<ftc:AccountHolder>
<ftc:Individual>
<ResCountryCode> US </ResCountryCode>
<TIN issuedBy="US"> 미국 TIN </TIN>
<Name>
<FirstName> 영문명 </FirstName>
<LastName> 영문성 </LastName>
</Name>
<ftc:DocSpec>
- <ftc:ReportingFI>에 정의된 DocSpec 정의 참조(P. 71)
<ftc:DocRefId>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해당 정보에 대한 유일한 문서 식별번호
-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되, MessageRefId를 포함한 Id로 구성함
- □□은행의 경우 만약 <ftc:ReportingFI>의 DocRefId를
20151231_98Q96B.00000.LE.250_0001_FIDoc001 로 정의하고 계좌단위에서 일련번호로 붙인다면,
20151231_98Q96B.00000.LE.250_0001_FIDoc001_일련번호
<ftc:AccountNumber>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
<ftc:AccountHolder>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
<ftc:Individual> 선택
- 계좌보유자가 자연인일 경우 사용함
<ResCountryCode> 선택
-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에 대한 ISO 국가코드
<TIN> 선택
- 보고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납세자식별번호를 입력 (※ 신규계좌에 한하여 TIN 정보 필수 입력)
- 'issuedBy' Attribute는 선택이며, 생략할 경우 '미국(US)'으로 간주됨
<Nam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계좌보유자 이름
<Firstnam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영문이름. 만약 영문명을 모를 경우 'NFN'(No First Name) 값을 입력할 수 있음
<Lastnam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영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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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구성 및 설명
<Address>
<CountryCode> KR </CountryCode>
<AddressFree> 영문주소 </AddressFree>
</Address>
<BirthInfo>
<BirthDate> 1988-10-10 </BirthDate>
</BirthInfo>
</ftc:Individual>
</ftc:AccountHolder>
<Address>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주소 정보
<CountryCode> 필수
- 계좌보유자의 주소와 관련된 국가코드를 입력
<AddressFree> 선택
- 보고 금융회사의 주소를 고정주소(AddressFix)에서 정의한 다양한 단위로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소를 구분자로 구분하여 텍스트로 입력
* <AddressFix> 나 <AddressFree> 둘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함
<BirthInfo> 선택
- 출생에 대한 정보
(※ 기존계좌 중 TIN 정보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면 보고함)
<BirthDate> 필수
- 출생일, 날짜 형태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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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구성 및 설명

<ftc:AccountBalance currCode="USD"> 0.00 </ftc:AccountBalance>
<ftc:Payment>
<ftc:Type> FATCA501~504 </ftc:Type>
<ftc:PaymentAmnt currCode="USD"> 0.00 </ftc:PaymentAmnt>
</ftc:Payment>
</ftc:AccountReport>
<ftc:AccountBalanc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계좌잔액
- 'currCode' Attribute 역시 유효성을 체크하며, 3자리 ISO 통화 코드를 입력
<ftc:Payment> 선택
- 계좌별 상품유형에 따라, 예금은 이자총액, 수탁은 이자총액, 배당총액 등을 입력
<ftc:Typ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지급한 유형을 선택, 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
- FATCA501 배당 (Dividends)
FATCA502 이자 (Interest)
FATCA503 총 거래가액/상환액 (Gross Proceeds / Redemptions)
FATCA504 기타 (Other)
<ftc:PaymentAmnt>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지급 유형별 지급금액
- 'currCode' Attribute 역시 유효성을 체크하며, 3자리 ISO 통화 코드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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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구성 및 설명
<ftc:AccountReport>
<ftc:DocSpec> 본 항목에 대한 식별 </ftc:DocSpec>
<ftc:AccountNumber> 계좌번호 </ftc:AccountNumber>
<ftc:AccountHolder>
<ftc:Organisation>
<ResCountryCode> US </ResCountryCode>
<TIN> EIN </TIN>
<Name> 영문법인명 </Name>
(계좌보유자가 단체(법인)인 경우)
<ftc:DocSpec>
- 앞의 설명 참조
<ftc:AccountNumber>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
<ftc:AccountHolder>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
<ftc:Organisation> 선택
- 계좌보유자가 단체(법인)인 경우 사용
<ResCountryCode> 선택
-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에 대한 ISO 국가코드
<TIN> 선택
- 보고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납세자식별번호를 입력
- 'issuedBy' Attribute는 선택이며, 생략할 경우, '미국(US)'으로 간주됨
<Nam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보고대상인 단체(법인)의 영문 단체(법인)명을 입력

02

FATCA XML 작성지침
XML 구성 및 설명
<Address>
<CountryCode> KR </CountryCode>
<AddressFree> 영문법인주소 </AddressFree>
</Address>
</ftc:Organisation>
<ftc:AcctHolderType> FATCA101 </ftc:AcctHolderType>

</ftc:AccountHolder>
<ftc:SubstantialOwner> 실질 지배자 정보
(* 실질 지배자 정보는 <ftc:Individual>와 동일한 Element 로 구성됨)
</ftc:SubstantialOwner>
<ftc:AccountBalance> 계좌잔액 관련 정보 </ftc:AccountBalance>
<ftc:Payment> 지급금 관련 정보 </ftc:Payment>
</ftc:AccountReport>
<Address>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주소 정보
<CountryCode> 필수
- 계좌보유자의 주소와 관련된 국가코드를 입력
<AddressFree> 선택
- 보고 금융회사의 주소를 고정주소(AddressFix)에서 정의한 다양한 단위로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소를
구분자로 구분하여 텍스트로 입력
* <AddressFix> 나 <AddressFree> 둘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함
<ftc:AcctHolderType> 필수
- 계좌보유자가 단체(법인)인 경우, 계좌보유자의 유형을 등록
FATCA101 (= Owner-Documented FI with specified US owner(s))
FATCA102 (= Passive Non-Financial Entity with substantial US owner(s))
FATCA103 (= Non-Participating FFI)
FATCA104 (= Specified US Person)
FATCA105 (= Direct Reporting NFFE)
<ftc:SubstantialOwner> 필수
- 특정 미국인이 소유자인 소유자 정보제공형 금융회사의 실질지배자 정보를 입력
- 비참여 금융회사, 특정미국인인 경우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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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약어집
약어
EIN

원어

해설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고용주식별번호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해외 금융회사

Financial Institution

금융회사

GIIN

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

금융기관 식별번호

IDES

International Data Exchange Service

미국의 FATCA 데이터 전송·교환
시스템

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

정부 간의 협정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

ISIN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국제 증권 식별번호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NFFE

Non-Financial Foreign Entity

해외 비금융법인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FFI

Participating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참여 해외 금융회사

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납세자식별번호

TOFI

Territory Organized Financial
Institution

미국령에서 설립된 금융회사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확장 가능 마크업 언어
(컴퓨터 텍스트 구조 표시 시스템)

FATCA
FFI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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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금융정보 제출 XML 정의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보고대상 계좌의 경우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XML파일
생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성 검사
요소

요소 설명

(element)

(element explain)

<CRS_OECD>

카디 크기
날러티 (size)

입력 형식
(input type)

요건
(require
ment)

XML 헤더부분

1

attributes - <version>

버전정보

1

필수

<MessageSpec>

보고서 표제

1

<SendingCompanyIN>

전송기관 식별번호

1

string

필수

<TransmittingCountry>

전송국 ISO국가코드

1

2

CountryCode

필수

<ReceivingCountry>

수취국 ISO국가코드

1

2

CountryCode

필수

<MessageType>

보고서 유형

1

string

필수

<Warning>

유의사항

0..1

string

선택

<Contact>

연락사항

0..1

string

선택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1

string

필수
선택

string

필수
필수

<MessageTypeIndic>

보고서 구분

0..1

CrsMessageTypeIndi
cCode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보고서의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0..1

string

선택

<ReportingPeriod>

보고기준일자

1

date

필수

<Timestamp>

보고서 작성 시점

1

dateTime

필수

보고서 정보

1

보고 금융회사

1

<ResCountryCode>

세법상 거주지국 ISO국 가코드

1

<IN>

보고 금융회사 식별번호(IN)

1

<CrsBody>
<ReportingFI>

필수
필수
2

CountryCode

필수

string

필수

CountryCode

선택

attributes - <issuedBy>

IN 발급 ISO 국가코드

0..1

attributes - <INType>

IN 유형

0..1

string

선택

1

string

필수

0..1

OECDNameTypeCode

선택

<Name>
attributes - <nameType>
<Address>

영문 보고 금융회사명
영문 보고 금융회사명 유형
주소 정보

1

attributes <legalAddressType>

법적 주소 유형

<CountryCode>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0..1

영문 주소 정보(고정+자유)

0..1

<AddressFix>
<AddressFree>
<DocSpec>

문서 식별 관련 정보

2

필수

0..1
1

2

OECDLegalAddressT
ypeCode

선택

CountryCode

필수

string

선택

string

선택

1

필수

<DocTypeIndic>

문서 구분

1

OECDDocTypeIndic
Code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1

string

필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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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검사
요소

요소 설명

(element)

(element explain)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CorrDoc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ReportingGroup>
<Sponsor>

보고서 대상 그룹
후원기관

카디 크기
날러티 (size)

(input type)

0..1

string

미사용

0..1

string

선택

1

필수

0..1

미사용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1

<IN>

후원기관 식별번호(IN)

1

attributes - <issuedBy>

IN 발급 ISO 국가코드

0..1

attributes - <INType>

IN 유형

attributes - <nameType>
<Address>

영문 후원기관명
영문 후원기관명 유형
주소 정보

CountryCode

미사용

string

미사용

CountryCode

미사용

0..1

string

미사용

1

string

미사용

0..1

OECDNameTypeCode

미사용

법적 주소 유형

<CountryCode>

주거지국 ISO국가코드

1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0..1

영문 주소 정보(고정+자유)

0..1

<AddressFree>
<DocSpec>

문서 식별 관련 정보

2
2

1

attributes <legalAddressType>

<AddressFix>

요건
(require
ment)

<ResCountryCode>

<Name>

입력 형식

미사용

0..1
2

OECDLegalAddressT
ypeCode

미사용

CountryCode

미사용

string

미사용

string

미사용

1

미사용

<DocTypeIndic>

문서 구분

1

OECDDocTypeIndic
Code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1

string

미사용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0..1

string

미사용

<CorrDoc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0..1

string

미사용

중개기관

0..1

<Intermediary>
<ResCountryCode>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1

<IN>

중개기관 식별번호(TIN)

1

미사용

미사용
2

CountryCode

미사용

string

미사용

CountryCode

미사용

attributes - <issuedBy>

IN 발급 ISO국가코드

0..1

attributes - <INType>

IN 유형

0..1

string

미사용

1

string

미사용

0..1

OECDNameTypeCod
e

미사용

<Name>
attributes - <nameType>
<Address>

영문 중개기관명
영문 중개기관명 유형
주소 정보

1

attributes <legalAddressType>

법적 주소 유형

<CountryCode>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0..1

영문 주소 정보(고정+자유)

0..1

<AddressFix>
<AddressFree>

2

미사용

0..1
1

2

OECDLegalAddressT
ypeCode

미사용

CountryCode

미사용

string

미사용

string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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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검사
요소

요소 설명

(element)

(element explain)

<DocSpec>

카디 크기
날러티 (size)

문서 식별 관련 정보

입력 형식
(input type)

1

요건
(requir
ement)
미사용

<DocTypeIndic>

문서 구분

1

OECDDocTypeIndic
Code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1

string

미사용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0..1

string

미사용

<CorrDoc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0..1

string

미사용

계좌보고

0..n

<AccountReport>
<DocSpec>

문서 식별 관련 정보

미사용

선택

1

필수

<DocTypeIndic>

문서 구분

1

OECDDocTypeIndic
Code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1

string

필수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0..1

string

미사용

<CorrDoc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0..1

string

선택

1

string

필수
선택

<AccountNumber>

계좌번호

필수

attributes <AccountNumberType>

계좌번호 유형

0..1

AccountNumberType
Code

attributes <UndocumentedAccount>

자료가 없는 계좌

0..1

boolean

선택

attributes <ClosedAccount>

해지 계좌

0..1

boolean

선택

attributes <DormantAccount>

휴면 계좌

0..1

boolean

선택

<AccountHolder>

계좌보유자정보

1

개인 고객

0..1

<ResCountryCode>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0..1

<TIN>

납세자 식별번호(TIN)

0..1

TIN 발급 ISO 국가코드

0..1

<Individual>

attributes - <issuedBy>
<Name>

성명

attributes - <nameType>

성명 유형

<FirstName>

필수
선택
2
2

CountryCode

선택

string

선택

CountryCode

선택

1

필수

0..1

OECDNameTypeCode

필수

영문 명(이름)

1

string

필수

<MiddleName>

영문 중간 이름

0..1

string

선택

<LastName>

영문 성

1

string

필수

주소 정보

1

<Address>
attributes <legalAddressType>

법적 주소 유형

<CountryCode>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0..1

영문 주소 정보(고정+자유)
국적

<AddressFix>
<AddressFree>
<Nationality>

필수
OECDLegalAddressTy
peCode

선택

CountryCode

필수

string

선택

0..1

string

선택

0..n

blank

미사용

0..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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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검사
요소

요소 설명

(element)

(element explain)

카디 크기
날러티 (size)

입력 형식
(input type)

요건
(requir
ement)

출생 정보

0..1

<BirthDate>

생년월일

0..1

<City>

영문출생지 주소 시군구

0..1

선택

<citySubentity>

영문출생지 주소 동,거리등

0..1

선택

<BirthInfo>

선택
date

0..1

<CountryInfo>

선택

선택

<CountryCode>

현재 관할권 국가코드

0..1

string

선택

<FormerCountryName>

이전 관할권 국가명

0..1

string

선택

단체(법인) 고객

0..1

<ResCountryCode>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0..1

<IN>

<Organisation>

선택
2

CountryCode

선택

string

선택

2

CountryCode

선택

단체(법인) 식별번호(IN)

0..1

attributes - <issuedBy>

IN 발급 ISO 국가코드

0..1

attributes - <INType>

단체(법인) 식별번호 유형

0..1

string

선택

1

string

필수

0..1

OECDNameTypeCode

선택

<Name>
attributes - <nameType>
<Address>

영문 단체(법인) 명
영문 단체(법인)명 유형
주소 정보

1

선택

CountryCode

필수

string

선택

0..1

string

선택

계좌보유자유형

1

CrsAccounttHolderType
Code

필수

실질적 지배자

0..n

법적 주소 유형

<CountryCode>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0..1

영문 주소 정보(고정+자유)

<AddressFix>
<AddressFree>
<AcctHolderType>
<ControllingPerson>
<individual>

개인

0..1
1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0..1

<TIN>

납세자 식별번호(TIN)

0..1

(TIN) 발급 ISO 국가코드

0..1

<Name>

성명

attributes - <nameType>

성명 유형

<FirstName>

2

선택

1

<ResCountryCode>

attributes - <issuedBy>

필수
OECDLegalAddressT
ypeCode

attributes <legalAddressType>

2

2

CountryCode

선택

string

선택

CountryCode

선택

1

필수

0..1

OECDNameTypeCode

선택

영문 명(이름)

1

string

필수

<MiddleName>

영문 중간 이름

0..1

string

선택

<LastName>

영문 성

1

string

필수

주소 정보

1

<Address>
attributes <legalAddressType>

법적 주소 유형

<CountryCode>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0..1

영문 주소 정보(고정+자유)

0..1

<AddressFix>
<AddressFree>

필수

0..1
1

2

OECDLegalTypeCode

선택

CountryCode

필수

string

선택

string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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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검사
요소

요소 설명

(element)

(element explain)

카디 크기
날러티 (size)

입력 형식

요건

(input type)

(requir
ement)

blank

미사용

<Nationality>

국적

0..n

<BirthInfo>

출생 정보

0..1

<BirthDate>

생년월일

0..1

<City>

영문출생지 주소 시군구

0..1

선택

<CitySubentity>

영문출생지 주소 동,거리등

0..1

선택

선택
date

0..1

<CountryInfo>

선택

선택

<CountryCode>

현재 관할권 국가코드

0..1

string

선택

<FormerCountryName>

이전 관할권 국가명

0..1

string

선택

실질적 지배자 유형

1

CrsCtrlPersontype
Code

필수

계좌잔액

1

decimal (0.00)

필수

계좌잔액 통화코드

1

CurrencyCode

필수

<CtrlgPersonType>
<AccountBalance>
attributes - <currCode>
<Payment>

지급 유형에 따른 계좌 총액

3

0..n

선택

<Type>

지급 유형

1

CrsPaymentType
Code

<PaymentAmnt>

지급 유형별 액수

1

decimal (0.00)

필수

지급 유형별 액수 통화코드

1

CurrencyCode

필수

attributes - <currCode>
<PoolReport>

0..n

미사용

문서 식별 관련 정보

1

미사용

<DocTypeIndic>

문서 구분

1

OECDDocTypeIndic
Code

미사용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1

string

미사용

<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MessageRefId> 보고서 식별번호

0..1

string

미사용

<CorrDocRefId>

(수정할 경우) 기존 수정할 문서의
<DocRefId> 문서 식별번호

0..1

string

미사용

<DocSpec>

공동보고

3

필수

<AccountCount>

계좌 수

1

integer

미사용

<AccountPoolReportType>

고객 유형

1

OECDAcctPoolReport
TypeCode

미사용

<PoolBalance>

계좌잔액의 총합

1

decimal (0.00)

미사용

계좌잔액의 총합 통화코드

1

CurrencyCode

미사용

attributes - <currCod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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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XML 항목별 상세설명

1. 보고서 버전 정보
CRS_OECD는 버전 속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의 버전속성은 반드시 CRS
스키마 버전 값(value)에 맞춰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재버전 1.0)

2. <MessageSpec> : 보고서 표제
보고서 표제(MessageSpec)는 메시지를 생성한 기관, 생성 시기와 보고의 해당연도,
보고의 성격(원본, 수정, 보완 등)의 기본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 <SendingCompanyIN> : 전송기관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는 전송기관의 금융기관 식별번호(Identifying Number)를 포함합니다.
전송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 금융기관 식별번호(IN)를 의무적으로 기입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식별번호(IN)가 기입되지 않은 보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식별번호
(IN)는 영문 및 숫자 조합의 번호로 정확한 구두점(마침표 또는 소수점)까지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예) ‘98Q96B.00000.LE.250’의 형식으로 구성
* GIIN등 IN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없는 경우,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2) <TransmittingCountry> : 전송국 ISO 국가코드
본 데이터 요소를 통해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관리되고 있는 관할권(국가) 혹은 보고
금융회사를 통한 보고대상 지급금 지급(payment)이 이루어진 관할권(국가)를 입력하며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KR’로 고정 입력합니다.

03

CRS XML 작성지침

3) <ReceivingCountry> : 수취국 ISO 국가코드
본 데이터 요소를 통해 해당 메시지를 수취하는 과세당국(권한 있는 당국)의 관할권(국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입력된 수취국에 전송되어질 내용만 해당 파일에
입력합니다.
4) <MessageType> : 보고서 유형
본 데이터 요소에는 전송되는 메시지 유형을 명시합니다. 이번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
필드에 입력 가능한 유일한 요소는 ‘CRS’입니다.
5) <Warning> : 유의사항
본 데이터 요소에는 해당 메시지 사용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등을 텍스트로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6) <Contact> : 연락사항
본 데이터 요소에는 해당 메시지 전송자의 특정 연락처 정보 등을 텍스트로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제3자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Contact(연락처) 요소에 연락정보를 입력합니다.
7) <MessageRefId> : 보고서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전송되는 특정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해당 메시지에 관하여 추후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송자와 수취자는 식별번호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금융회사에서 보고되는 정기 금융정보 제출서를
중복없이 식별하기 위해서 ‘보고기준일자와 IN, 수취국가코드, 보고서 일련번호’를 함께
이용합니다. 보고서 식별번호는 보고기관별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값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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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식별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집니다.
<MessageRefId> : YYYYMMDD_98Q96B.00000.LE.250_FR_####
(보고기준일자(8)_IN_수취국국가코드(2)_보고서일련번호(4))
① 해당 보고서의 보고기준일자 (예: 20161231)
② IN (예: GIIN – 98Q96B.00000.LE.250)
③ 수취국 ISO 국가코드 (예: FR)
④ 일련번호 4자리 (예: 해당연도 최초 보고시 ‘0001’로 시작하여 재접수 등이 발생할 경우
‘1’씩 순차적으로 추가 부여)

8) <MessageTypeIndic> : 보고서 구분
본 데이터 요소에는 전송되는 보고서의 유형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코드

보고서 구분

CRS701

메시지에 새로운 정보가 포함

CRS702

메시지에 기존에 보낸 정보에 대한 수정내용이 포함

9) <CorrMessageRefId> : (수정할 경우) 수정할 보고서의 보고서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보완·수정·삭제 대상인 원본 보고서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원본 메시지 전송시 생성·입력한 원본 보고서 식별번호<Message
RefId>를 입력합니다.
10) <ReportingPeriod> : 보고기준일자
본 데이터 요소에는 메시지와 관련된 해당 역년(calendar year)을 ‘연도(YYYY)월(MM)-일(DD)’의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역년 기준 2016년에 발생한
금융계좌 혹은 지급금 지급에 관한 보고정보에 해당하는 필드값은 ‘2016-12-3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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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imeStamp> : 보고서 작성 시점
본 데이터 요소에는 메시지가 작성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본 데이터 요소는
‘연도(YYYY)-월(MM)-날짜(DD)‘T’시간(hh): 분(mm):초(ss)’의 형식을 취합니다. 초의
소수점 단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2017-06-30T19:35:10’의 형식으로 구성

3. <CrsBody> : 보고서 정보
가. <ReportingFI> : 보고 금융회사
보고대상 금융계좌(Reportable account)를 관리하고 있거나 보고대상 지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를 파악합니다.
1) <ResCountryCode> :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본 데이터 요소에는 보고주체 혹은 보고대상 기관의 소재지 국가코드를 입력합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2) <IN> : 보고 금융회사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보고 금융회사의 납세자식별번호(IN)를 입력합니다. 이 요소는
금융기관식별번호(GIIN 등) 또는 과세당국(NTS)에 의해서 발급된 기타 유사한 식별번호가
될 수 있습니다.
a. <IN>의 속성(attribute) - issuedBy : 식별번호 발급 ISO 국가코드

본 속성에는 IN을 발급한 국가를 입력하며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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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의 속성(attribute) - INType : 식별번호 유형

본 속성에는 IN의 유형을 입력합니다.
예) GIIN, 국세청 발급 식별번호
3) <Name> : 보고 금융회사명
보고주체 혹은 보고대상 기관의 법적인 영문기관명을 입력합니다.
a. <Name>의 속성(attribute) - nameType : 보고 금융회사명 유형

필요시 아래 항목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OECD NameType 코드>
코드

이름 유형

OECD202

Indiv (개인)

OECD203

Alias (가명)

OECD204

Nick (별명)

OECD205

Aka (~로 알려진)

OECD206

Dba (해당단체의 약자 또는 별도 명칭)

OECD207

Legal (상호)

OECD208

Atbirth (출생시 이름)

4) <Address> : 주소 정보
<ReportingFI>, <Individual>, <Organisation>, <ControllingPerson> 각 데이터
요소에 포함되며 보고 금융회사 그리고 계좌보유자(개인 또는 단체(법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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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Holder>나 <SubstantialOwner>의 경우
- 조세목적상 주소(Permanent residence address)를 입력합니다. 조세목적상 주소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서 연락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우편주소를 입력합니다.
• <ReportingFI>, <Sponsor>, <Intermediary>의 경우
- 기관 소재지(주소)를 입력합니다.

a. <CountryCode> :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기관 또는 계좌보유자의 주소와 관련된 국가코드를 입력합니다. 본 데이터 요소
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
합니다.
b. <AddressFree or AddressFix> : 주소 유형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 사용되는 주소유형은 고정주소(AddressFix)와 자유주소
(AddressFree)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 주소를 각 단위로
내용을 구분해서 입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고정주소(Address
Fix)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주소(AddressFix)를 사용하는 경우 시·도(CountrySubentity), 시·군·구
(City), 우편번호(PostCode)는 해당 고정된 요소 단위로 입력하고 나머지 거리 주소
정보는 자유주소(AddressFree) 형태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 <Address> 요소에는 <AddressFree>와 <AddressFix>의 주소유형 중
한가지의 주소유형이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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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element)
<Address>

요소 설명 (element explain)
주소 정보

attributes <legalAddressType>

법적 주소 유형은 선택요소로 필요시 입력

<CountryCode>

주소지국 ISO 국가코드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자유)
① 주소 구분을 위해 주소 단위 사이에 문자열(one string of
bytes), 빈칸(blank), '/'(slash), 줄바꿈(carriage returnlinefeed)을 삽입
② AddressFree는 AddressFix 양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 이 경우 전체 상세주소에 구분자를 넣어 적절히 입력 필요

<AddressFix>

영문 주소 정보 (고정)
☞ AddressFix의 각 elements 중 시·군·구(City)정보는 필
수이며,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해서는 시·도(Country
Subentity), 우편번호(PostCode)정보 또한 해당 고정요소 단
위로 입력

<Street>

영문 주소 정보 (거리, 도로)

<BuildingIdentifier>

영문 주소 정보 (빌딩)

<SuiteIdentifier>

영문 주소 정보 (룸, 호)

<FloorIdentifier>

영문 주소 정보 (층)

<DistrictName>

영문 주소 정보 (지구, 구역)

<POB>

영문 주소 정보 (사서함)

<PostCode>

영문 주소 정보 (우편번호)

<City>

영문 주소 정보 (시·군·구) - (예: 종로구, 성남시)

<CountrySubentity>

영문 주소 정보 (시·도) - (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AddressFree>

영문 주소 정보 (고정+자유)
☞ AddressFix의 각 elements를 모두 입력하는 대신
addressFree 필드에 전체 거리 주소(Full street address)를
입력 가능
※ 이 경우 시·도(CountrySubentity), 시·군·구(City), 우편
번호(PostCode) 정보는 해당 고정요소 단위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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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LegalAddressType 코드>

코드

주소 유형

OECD301

거주지 혹은 사업장 (Residential or

OECD302

거주지 (Residential)

OECD303

사업장 (Business)

OECD304

등록된 사무소 (Registered Office)

OECD305

명시되지 않음 (Unspecified)

Business)

5) <DocSpec> : 문서 식별 관련 정보
DocSpec을 통해 전송된 정기 금융정보 제출 메시지 내에서 특정 보고정보를 파악합니다.
이 요소를 통해 시정(Correction)을 요하는 보고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요소는 보고 금융회사<ReportingFI>와 계좌보고<AccountReport>의 각 요소에 포함됩
니다.
a. <DocTypeIndic> : 문서 구분

이 요소는 제출된 보고정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입력할 수 있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OECD DocTypeIndic 코드>
코드

문서 구분

OECD1

신규데이터 (New Data)

OECD2

수정데이터 (Corrected Data)

OECD3

삭제데이터 (Deletion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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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전송파일에는 OECD1 또는 OECD2/OECD3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규데이터(New Data) : 이전에 처리되지 않았거나 무효화 처리 된 신규 레코드(voided
records)를 전송할 때 사용
• 수정데이터(Corrected Data) : 이전에 제출된 레코드를 수정하기 위해 사용
• 삭제데이터(Deletion of Data) : 이전에 제출된 레코드를 삭제하기 위해 사용
※ 수정데이터, 삭제데이터 전송 시, 원본 전송에 사용된 <DocRefId>를 <CorrDocRefId> 필드에
입력

b. <DocRefId> : 문서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특정 보고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식별
번호는 특정 보고정보의 식별을 위해 전송주체가 사용하는 정보 중 어떤 정보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MessageRefId(보고기준일자_IN_수취국국가코드
_####)와 FreeId(보고 금융회사에서 자유롭게 생성)를 함께 이용합니다.
※ 단, FreeId는 영문 또는 숫자로 최대 16자리를 넘지 않습니다.

문서 식별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집니다.
<DocRefId> : 20161231_98Q96B.00000.LE.250_FR_0001
① 해당 보고서의 보고서 식별번호 (MassageRefld)
(예: 20161231_98Q96B.00000.LE.250_FR_0001)
② FreeId (보고 금융회사에서 자유롭게 생성하되 최대 16자리로 생성)

c. <CorrDocRefId> : (수정할 경우) 수정할 문서의 문서 식별번호

해당 보고 문서가 수정/삭제 데이터 처리 보고인 경우 문서 식별번호<DocRefId>와
관련된 메시지의 원본 문서 식별번호<DocRefId>를 <CorrDocRefId> 데이터 요소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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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portingGroup> : 보고서 대상 그룹
보고서 대상 그룹은 계좌보고<AccountReport> 하나만으로 구성되며, 후원기관
<Sponsor>, 중개기관<Intermediary>, 공동보고<PoolReport>는 CRS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좌보고에는 <DocSpec>, <AccountNumber>, <AccountHolder>, <ControllingPerson>,
<AccountBalance>, <Payment>의 데이터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금융회사는 각 보고계좌에 대하여 계좌보유자의 정보, 실질적 지배자 정보(실사절차에
따라 한명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는 경우), 계좌잔액, 지급유형에 따른 계좌
총액을 해당되는 각 데이터 요소들에 입력합니다.
1) <AccountNumber> : 계좌번호
금융회사가 계좌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번호(영문
숫자조합 식별번호 포함)를 보유한 금융회사는 필수로 입력하고, 계좌번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ANUM’을 입력합니다.
☞ 계좌번호 예시
• 수탁계좌(Custodial account) 또는 예금계좌(Depository account) 계좌번호
• 채무 지분 또는 자본 지분(수탁계좌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과 관련된 코드 (국제증권
식별번호(ISIN) 또는 기타 번호)
• 현금가치보험계약(Cash value insurance contract) 또는 연금계약(Annuity contract)
식별코드

a. <AccountNumber>의 속성(attribute) - AccountNumberType : 계좌번호 유형

계좌번호 형식은 구조화된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비표준 계좌식별자 등 자유형식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아래 항목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Part 2.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

55

<OECD AccountNumberType 코드>
코드

계좌번호 유형

OECD601

국제은행계좌번호
(IBAN : 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알려진 구조를 따름))

OECD602

기타은행계좌번호
(OBAN : Other Bank Account Number)

OECD603

국제증권정보식별번호
(ISIN : International Securities Information Number (알려진 구조를 따름))

OECD604

기타증권정보식별번호
(OSIN : Other Securities Information Number)

OECD605

기타 모든 계좌번호 유형 (예)보험계약
(Other Anyother type of account number, e.g.insurance contract)

b. <AccountNumber>의 속성(attribute) - UndocumentedAccount : 증거자료가 없는 계좌

IBAN 또는 ISIN을 선택한 경우에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해 입력
합니다.
c. <AccountNumber>의 속성(attribute) - ClosedAccount : 해지계좌

계좌가 해지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입력합니다.
d. <AccountNumber>의 속성(attribute) - DormantAccount : 휴면계좌

계좌가 휴면상태임을 나타내기 위해 입력합니다.
2) <AccountHolder> : 계좌보유자정보 / <Individual> :개인고객
계좌보유자(AccountHolder)가 자연인인 경우 사용됩니다.
a. <ResCountryCode> :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본 데이터 요소에는 보고대상 인의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조세조약상 보고대상
인에 시민권자를 포함하는 경우 시민권 발급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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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IN> : 납세자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개인 계좌보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납세자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c. <TIN>의 속성(attribute) - issuedBy : 식별번호 발급 ISO 국가코드

본 속성에는 TIN을 발급한 국가를 입력하며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d. <Name> : 개인 성명 정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보고대상 금융회사가 개인 계좌보유자 혹은 실질적 지배자의
이름 전체를 파악하여 영문 개인 성명을 입력합니다.
요소 (element)
<Name>
attributes <nameType>

요소 설명 (element explain)
개인 성명 정보
필요시 OECD NameType 코드에서 선택

<Precedingtitle>

필요시 임의 입력

<Title>

필요시 임의 입력

<FirstName>

영문 이름
① 영문 이름 정보를 필수 입력
② 전체 이름 정보를 미보유한 경우 이니셜 입력 가능
③ 이름 정보를 미보유한 경우 "NFN"(No First Name) 입력

<MiddleName>

영문 중간 이름
① 영문 중간 이름이나 이니셜 정보를 보유한 경우 입력

<NamePrefix>

필요시 임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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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element)

요소 설명 (element explain)

<LastName>

영문 성
① 영문 성 정보를 필수 입력
② 성과 이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Full Name 입력
가능 (<FirstName>에는 “NFN” 입력)
③ 법적으로 사용하는 Name prefix(예:'Mr.', 'Ms.' 등) 또는
Name suffix(예:'Jr.', 'Sr.', 'Ⅱ', 'Ⅲ' 등)를 포함 가능

<GenerationIdentifier>

필요시 임의 입력

<Suffix>

필요시 임의 입력

<GeneralSuffix>

필요시 임의 입력

<OECD NameType 코드>
코드

이름 유형

OECD201

SMFAliasOrOther (CRS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OECD202

indiv (개인)

OECD203

alias (가명)

OECD204

nick (별명)

OECD205

kak (~로 알려진)

OECD206

dba (해당 단체의 약자, 또는 공식적인 기업명 대신 대중에 알릴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OECD207

legal (상호)

OECD208

atbirth (출생시 이름)

e. <Nationality> : 국적

본 데이터 요소는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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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BirthInfo> : 출생정보

개인 계좌보유자의 생년월일을 명시하며 보고의무가 없는 경우 출생일 필드는 입력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 양식은 ‘연도(YYYY)-월(MM)-날짜(DD)’입니다.
요소 (element)
<Birthinfo>

요소 설명 (element explain)
출생 정보

<BirthDate>

개인 계좌보유자의 출생일을 명시

<City>

필요시 출생 시도 입력

<CitySubentity>

필요시 출생 구군 입력

<CountryInfo>

필요시 입력

<CountryCode>

현재 관할권 국가코드 입력

<FormerCountryName>

이전 관할권 국가명 입력

3) <AccountHolder> : 계좌보유자 정보 / <Organisation> : 단체(법인) 고객
보고대상 계좌보유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해당 단체에 관한 식별정보를 입력합니다.
a. <ResCountryCode> : 세법상 거주지국 ISO 국가코드

본 데이터 요소에는 보고주체 혹은 보고대상 단체(법인)의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본 데이터 요소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합니다.
b. <IN> : 단체(법인) 식별번호

본 데이터 요소에는 정보수취 과세당국이 단체(법인) 계좌보유자(Entity account
holder)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는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입력합니다.
예) 금융기관식별번호(GIIN), 글로벌단체 식별번호 (EIN, Global Entity Identification
Number), TIN, 법인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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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N>의 속성(attribute) - issuedBy : 식별번호 발급 ISO 국가코드

본 속성에는 IN을 발급한 국가를 입력하며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본 데이터 요소
에는 ‘ISO 3166-1 Alpha 2’ 코드 기준에 명시된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를 사용
합니다.
d. <IN>의 속성(attribute) - INType : 식별번호 유형

본 속성에는 IN유형을 입력합니다.
예) GIIN, KIIN, EIN, TIN등
e. <Name> : 단체(법인)명

보고주체 혹은 보고대상 단체(법인)의 영문 단체(법인)명으로 입력합니다.
f. <Name>의 속성(attribute) - nameType : 단체(법인)명 유형

필요시 OECD NameType 코드에서 선택
g. <AcctHolderType> : 계좌보유자 유형

본 데이터 요소를 통해 단체(법인) 계좌보유자 혹은 수취인을 파악합니다. 보고대상
금융계좌 보유자가 단체(법인)이거나 보고대상 지불거래 수취인이 상기 기술한 단체
(법인) 중 하나일 경우 요건이 적용되며 입력 가능한 값은 아래의 코드와 같습니다.

<CRS AcctHolderType 코드>
코드

계좌보유자유형

CRS101

보고대상 인(人)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NFFE)
(Passive Non-Financial Entity with one or more controlling person
that is a Reportable Person)

CRS102

CRS 보고대상 인(人)
(CRS Reportable Person)

CRS103

CRS 보고대상 인(人)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NFFE)
(Passive Non-Financial Entity that is a CRS Reportabl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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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rollingPerson> : 실질적 지배자
본 데이터 요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계좌보유자를 식별합니다. 단체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人)인 수동적 비금융단체인 경우 필수 요건이며 수동적 비금융단체에
보고대상인(人)에 해당하는 복수의 실질적 지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모든 보고대상자를
보고해야 합니다.
a. <Individual> : 개인고객

개인고객과 동일한 필드를 반복 사용합니다.
b. <CtrlgPersonType> : 실질적 지배자 유형

본 데이터 요소를 통해 각각의 실질적 지배자( ‘CP’ )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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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gPersonType 코드>
코드

실질적지배자 유형

CRS801

법적실질지배자-소유주
(CP of legal person-ownership)

CRS802

법적실질지배자-그외소유주
(CP of legal person-other means)

CRS803

법적실질지배자-선임관리자
(CP of legal person-senior managing of ficial)

CRS804

법적조정자-신탁-위탁자
(CP of legal arrangement-trust-settlor)

CRS805

법적조정자-신탁-신탁관리인
(CP of legal arrangement-trust-trustee)

CRS806

법적조정자-신탁-수탁자
(CP of legal arrangement-trust-protector)

CRS807

법적조정자-신탁-수익자
(CP of legal arrangement-trust-beneficiary)

CRS808

법적조정자-신탁-기타인
(CP of legal arrangement-trust-other)

CRS809

법적조정자-기타-위탁자와 동등한자격
(CP of legal arrangement-other-settlor-equivalent)

CRS810

법적조정자-기타-신탁관리인과 동등한자격
(CP of legal arrangement-other-trustee-equivalent)

CRS811

법적조정자-기타-수탁자와 동등한자격
(CP of legal arrangement-other-protector-equivalent)

CRS812

법적조정자-기타-수익자와 동등한자격
(CP of legal arrangement-other-beneficiary-equivalent)

CRS813

법적조정자-기타-기타인과 동등한자격
(CP of legal arrangement-other-other-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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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ccountBalance> : 계좌잔액
보고대상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을 입력합니다.
• 예금계좌 및 수탁계좌 : 계좌잔액 또는 가액은 CRS 지침을 준수하여 입력
• 현금가치 및 연금계약 : 해당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을 입력
• 채무 또는 자본지분 계좌 : 계좌보유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 혹은 자본
지분의 가치를 계좌잔액으로 입력

계좌가 해지된 경우 해지계좌 속성과 함께 ‘0’으로 입력합니다.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하며 세자리 통화코드를 함께 입력합니다.
a. <AccountBalance>의 속성(attribute) - CurrCode_Type : 계좌잔액 통화 코드

본 데이터 요소는 ‘ISO 4217 Alpha 3’ 코드 기준에 명시된 세 자리 알파벳 통화
코드를 사용합니다.
6) <Payment> : 지급 유형에 따른 계좌 총액
보고기간 동안 보고대상 금융계좌로 지급된 지급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보고
대상 지급 유형이 둘 이상일 경우 각 지급 유형의 정보는 반복해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 유형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 좌 종 류
예금계좌

계 좌 총 액
• 해당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의 총액
• 해당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배당의 총액
• 해당연도 동안 금융회사가 수탁자(custodian), 중개인(broker), 명의자

수탁계좌

(nominee) 또는 계좌보유자를 위하여 그 밖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보고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 또는 상환으로부터
발생하여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총 거래가액
• 해당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모든 다른 소득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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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종 류
자본지분 계좌

계 좌 총 액
• 금융회사에서 계좌보유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
방법을 적용한 해당 계좌의 가액

채무지분 계좌

• 채무지분의 액면금액

현금가치보험·
연금계약 계좌

• 현금가치 또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

7) Payment <Type> : 지급 유형
지급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코드를 선택합니다.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CRS PaymentType 코드>
코드

지급 유형

CRS501

배당 (Dividends)

CRS502

이자 (Interest)

CRS503

자산매매 총 거래가액/상환액 (Gross Proceeds/Redemptions)

CRS504

기타 (Other-CRS)

a. <PaymentAmnt> : 지급 유형별 액수

지급금(Payment Amounts)은 해당 통화로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미화 천달러를 입력할 때 ‘1000.00’을 입력합니다.
b. <PaymentAmnt>의 속성(attribute) - CurrCode_Type : 지급 유형별 액수 통화 코드

본 데이터 요소는 ‘ISO 4217 Alpha 3’ 코드 기준에 명시된 세 자리 알파벳 통화
코드를 사용합니다.
8) <PoolReport> : 공동보고
본 데이터요소는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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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XML 작성 예시
다음은 위의 ‘CRS XML 정의서’에서 기술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정기 금융정보
제출 XML 보고서 작성 예시입니다.

1. CRS XML 구조
예) 보고금융회사 : □□은행
보고기준일자 : 2016년 12월 31일
CRS XML 구성

설 명

<?xml version="1.0" encoding="UTF-8"?>
<crs:CRS_OECD
xsi:schemaLocation="urn:oecd:ties:crs:v1 CrsXML_v1.0.xsd"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mlns:crs="urn:oecd:ties:crs:v1"
xmlns:stf="urn:oecd:ties:stf:v4"
xmlns="urn:oecd:ties:commontypesfatcacrs:v1"
xmlns:ftc="urn:oecd:ties:fatca:v1"
version="1.0">

XML 헤더부분으로 형식, element
등을 정의한 xsd 파일을 정의함
‘Version 어트리뷰트’는 필수임
※ 버전정보가 최신이 아닐 경우
스키마 검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음

<crs:MessageSpec>
</crs:MessageSpec>

<MessageSpec>은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은 메시지
헤더임

<crs:CrsBody>
<crs:ReportingFI>
</crs:ReportingFI>

<ReportingFI>는 본 정기 금융정보
제출에 대한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임

<crs:ReportingGroup>
<crs:AccountReport> </crs:AccountReport>
</crs:ReportingGroup>
</crs:CrsBody>

CRS XML에서 <ReportingGroup>은
개별 보고 계좌 및 해당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인 <AcoountReport>만 입력
<Sponsor>, <Intermediary>,
<PoolReport>는 CRS에서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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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시지 표제
XML 구성 및 설명
<crs:MessageSpec>
<crs:SendingCompanyIN> GIIN 등 </crs:SendingCompanyIN>
<crs:TransmittingCountry> KR </crs:TransmittingCountry>
<crs:ReceivingCountry> FR </crs:ReceivingCountry>
<crs:MessageType> CRS </crs:MessageType>
<crs:Warning> 유의사항 </crs:Warning>
<crs:Contact> 연락사항 </crs:Contact>
<crs:MessageRefId> Unique 메시지 ID </crs:MessageRefId>
<crs:MessageTypeIndic> CRS 701(신규) or 702(수정) </crs:MessageTypeIndic>
<crs: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수정할 메시지 ID </crs:CorrMessageRefId>
<crs:ReportingPeriod> 2016-12-31 </crs:ReportingPeriod>
<crs:Timestamp> 2017-06-30T01:30:00 </crs:Timestamp>
</crs:MessageSpec>
<crs:SendingCompanyIN> 필수
- 보고서를 전송하는 금융회사의 GIIN 또는 그 외 식별번호를 기입하는 element
- <crs:SendingCompanyIN>98Q96B.00000.LE.250</crs:SendingCompanyIN>
<crs:TransmittingCountry>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전송국가의 ISO국가코드를 기입하는 element
- 한국의 경우, KR을 입력함
<crs:ReceivingCountry> 필수
- 수취국가의 ISO 국가코드를 기입하는 element
- 위 예시에서 수취국가가 프랑스인 경우 FR
<crs:MessageTyp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현재 <crs:MessageType>에 입력 가능한 값은 'CRS'
<crs:Warning> 선택
- CRS 보고서를 활용 또는 사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기술 (입력하지 않아도 됨)
<Contact> 선택
- 보고서 송부 담당자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기술 (입력하지 않아도 됨)
<crs:MessageRefId>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본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에서 해당 보고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번호
- <crs:MessageRefId>20161231_98Q96B.00000.LE.250_0001</crs:MessageRefId>
<crs:MessageTypeIndic> 선택
- 전송되는 보고서의 유형으로 신규 보고서면 CRS701을, 수정 보고서면 CRS702 입력
<crs:CorrMessageRefId> 선택
- 제출한 보고서를 수정할 경우 제출했던 보고서의 식별번호 <crs:MessageRefId>를 입력함
<crs:ReportingPeriod>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보고기준일자, 형태는 YYYY-MM-DD
<crs:Timestamp> :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의 시간, 형태는 YYYY-MM-DD 'T' hh:mm: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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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 금융기관
XML 구성 및 설명
<crs:ReportingFI>
<crs:ResCountryCode> KR </crs:ResCountryCode>
<crs:IN issuedBy=“US(KR)” INType=“GIIN 등”> 98Q96B.00000.LE.250 </crs:IN>
<crs:Name nameType=“OECD202~208”> □□Bank </crs:Name>
<crs:Address legalAddressType="OECD301~305">
<CountryCode> KR </CountryCode>
<AddressFree> 영문주소 </AddressFree>
<AddressFix> 영문주소 </AddressFix>
</crs:Address>
<crs:DocSpec>
<stf:DocTypeIndic> OECD1~3 </stf:DocTypeIndic>
<stf:DocRefId> 20161231_98Q96B.00000.LE.250_0001_FIDoc001 </stf:DocRefId>
<stf:CorrMessageRefId> 수정할 경우, 수정할 메시지 ID </stf:CorrMessageRefId>
<stf:CorrDocRefId> 수정할 경우, 수정할 문서 ID </stf:CorrDocRefId>
</crs:DocSpec>
</crs:ReportingFI>
<crs:ResCountryCode> 필수
-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에 대한 ISO 국가코드
<crs:IN> 필수
- ‘issuedBy’과 ‘INType’ Attribute은 선택이며, IN으로 GIIN을 사용할 경우 IN 발급 ISO 국가코드는 US,
식별번호 유형은 GIIN을 입력함
- □□은행의 GIIN를 입력
<crs:Nam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금융회사명
- ‘nameType’ Attribute은 선택이며 OECD202~208코드 중 해당 코드를 입력
<crs:Address>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주소 정보
- ‘legalAddressType’ Attribute은 선택이며 OECD301~305코드 중 해당 코드를 입력
<crs:CountryCode> 필수
- 보고 금융회사가 속한 소재지 국가와 관련된 국가코드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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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AddressFree> 선택
- 보고 금융회사의 주소를 고정주소(AddressFix)에서 정의한 다양한 단위로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소를 구분자로 구분하여 텍스트로 입력
* <AddressFix> 나 <AddressFree> 둘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함
<crs:DocSpec>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금융정보 제출 메시지 내에서 특정 보고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문서 식별 관련 정보
<stf:DocTypeIndic>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다음 코드 중 하나 선택
OECD1 (= New Data)
OECD2 (= Corrected Data)
OECD3 (= Deletion of Data)
-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새로운 보고인 경우 <stf:DocTypeIndic>OECD1</stf:DocTypeIndic>
<stf:DocRefId>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해당 정보에 대한 유일한 문서 식별번호
-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되, MessageRefId를 포함한 Id로 구성함
즉, MessageRefId(36)_FreeId(최대16)
- □□은행의 경우 만약 FreeId를 FIDoc001 로 생성한다면, DocRefId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20161231_98Q96B.00000.LE.250_FR_0001_FIDoc001
<stf:CorrMessageRefId> 선택
- 원본 정보가 수정되어 재전송하는 경우 원본 메시지의 식별번호 <crs:MessageRefId>을 입력
<stf:CorrDocRefId> 선택
- 원본 정보가 수정되어 재전송하는 경우 원본 메시지의 문서 식별번호 <stf:DocRefId>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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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대상 그룹
XML 구성 및 설명
<crs:ReportingGroup>
<crs:AccountReport>
<crs:DocSpec>
<stf:DocTypeIndic> OECD1 </stf:DocTypeIndic>
<stf:DocRefId> Unique 문서 ID </stf:DocRefId>
<stf:CorrMessageRefId> 수정 메시지 ID </stf:CorrMessageRefId>
<stf:CorrDocRefId> 수정문서 ID </stf:CorrDocRefId>
</crs:DocSpec>
<crs:AccountNumber

AccountNumberType="OECD601~605"

UndocumentedAccount="0"

ClosedAccount="0" DormantAccount="0"> 계좌번호 </crs:AccountNumber>
<crs:AccountHolder>
<crs:Individual>
<crs:ResCountryCode> FR </crs:ResCountryCode>
<crs:TIN issuedBy="FR"> 프랑스 TIN </crs:TIN>
<crs:Name NameType="OECD201~208">
<crs:FirstName> 영문 이름 </crs:FirstName>
<crs:LastName> 영문 성 </crs:LastName>
</crs:Name>
<crs:ReportingGroup>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CRS 정보 보고시에는 <crs:AccountReport>만 사용
<crs:AccountReport> 선택
- 계좌에 대한 정보
<crs:DocSpec> 필수
- 3. <crs:ReportingFI>에 정의된 DocSpec 정의 참조
<stf:DocRefId>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해당 정보에 대한 유일한 문서 식별번호
-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되, MessageRefId를 포함한 Id로 구성함
- □□은행의 경우 만약 <crs:ReportingFI>의 DocRefId를
20161231_98Q96B.00000.LE.250_FR_0001_FIDoc001 로 정의하고 계좌단위에서 일련번호로 붙인다면,
20161231_98Q96B.00000.LE.250_FR_0001_FIDoc001_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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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AccountNumber>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
- 'AccountNumberType', 'UndocumentedAccount', 'ClosedAccount', 'DormantAccount' Attribute는
선택이며, 'AccountNumberType'의 경우 해당 코드를, 'UndocumentedAccount', 'ClosedAccount',
'DormantAccount'의 경우 참이면 1, 거짓이면 0을 입력
<crs:AccountHolder>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
<crs:Individual> 선택
- 계좌보유자가 자연인일 경우 사용함
<crs:ResCountryCode> 선택
-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에 대한 ISO 국가코드
<crs:TIN> 선택
- 보고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납세자식별번호를 입력
(※ 신규계좌에 한하여 TIN 정보 필수 입력)
<crs:Nam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계좌보유자 이름
- 'NameType' Attribute는 선택이며 해당 NameType 코드를 입력
<crs:Firstnam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영문 이름. 모를 경우 "NFN"(No First Name) 값을 입력할 수 있음
<crs:Lastnam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영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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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구성 및 설명

<crs:Address legalAddressType="OECD301~305">
<CountryCode> KR </CountryCode>
<AddressFree> 영문주소 </AddressFree>
</crs:Address>
<crs:Nationality> KR </crs:Nationality>
<crs:BirthInfo>
<crs:BirthDate> 1988-10-10 </crs:BirthDate>
<crs:City> 출생 시 ․ 도 </crs:City>
<crs:CitySubentity> 출생 구 ․ 군 </crs:CitySubentity>
<crs:CountryInfo>
<crs:CountryCode> 현재 관할권 국가코드 </crs:CountryCode>
<crs:FormerCountryName> 이전 관할권 국가명 </crs:FormerCountryName>
</crs:CountryInfo>
</crs:BirthInfo>
</crs:Individual>
</crs:AccountHolder>
<crs:Address>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주소 정보
- 'legalAddressType' Attribute는 선택이며 해당 legalAddressType 코드를 입력
<CountryCode> 필수
- 계좌보유자의 주소와 관련된 국가코드를 입력
<AddressFree> 선택
- 보고 금융회사의 주소를 고정주소(AddressFix)에서 정의한 다양한 단위로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소를
구분자로 구분하여 텍스트로 입력
* <crs:AddressFix> 나 <crs:AddressFree> 둘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함
<crs:BirthInfo> 선택
- 출생에 대한 정보
(※ 기존계좌 중 TIN 정보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면 보고함)
<crs:BirthDate>선택
- 출생일, 날짜 형태로 입력
<crs:City> 선택
- 영문 출생지 주소 시군구 입력
<crs:CitySubentity> 선택
- 영문출생지 주소 동, 거리 등
<crs:CountryInfo> 선택
<crs:CountryCode> 선택
- 현재 관할권 국가코드
<crs:FormerCountryName> 선택
- 이전 관할권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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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구성 및 설명
<crs:AccountBalance currCode="USD"> 0.00 </crs:AccountBalance>
<crs:Payment>
<crs:Type> CRS801~318 </crs:Type>
<crs:PaymentAmnt currCode="USD"> 0.00 </crs:PaymentAmnt>
</crs:Payment>
</crs:AccountReport>
</crs:ReportingGroup>
<crs:AccountBalanc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계좌잔액
- 'currCode' Attribute 역시 유효성을 체크하며, 3자리 ISO 통화 코드를 입력
<crs:Payment> 선택
- 계좌별 상품유형에 따라 예금은 이자총액, 수탁은 이자총액, 배당총액 등을 입력
<crs:Typ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지급한 유형을 선택, CRS801~318 코드 중 해당코드 입력
<crs:PaymentAmnt>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지급 유형별 지급금액
- 'currCode' Attribute 역시 유효성을 체크하며, 3자리 ISO 통화 코드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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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AccountReport>
<crs:DocSpec> 본 항목에 대한 식별 </crs:DocSpec>
<crs:AccountNumber> 계좌번호 </crs:AccountNumber>
<crs:AccountHolder>
<crs:Organisation>
<crs:ResCountryCode> FR </crs:ResCountryCode>
<crs:IN issuedBy=“US(KR)" INType="GIIN 등"> 98Q96B.00000.LE.250 </crs:IN>
<crs:Name nameType="OECD202~208"> □□Bank </crs:Name>
<crs:Address legalAddressType="OECD301~305">
<CountryCode> KR </CountryCode>
<AddressFree> 영문주소 </AddressFree>
<AddressFix> 영문주소 </AddressFix>
<crs:AcctHolderType> CRS101~103
</crs:AcctHolderType>
</crs:Organisation>
</crs:AccountHolder>
(계좌보유자가 단체(법인)인 경우)
<crs:DocSpec> 필수
- 앞의 설명 참조
<crs:AccountNumber>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
<crs:AccountHolder>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
<crs:Organisation> 선택
- 계좌보유자가 단체(법인)인 경우 사용
<crs:ResCountryCode> 선택
-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에 대한 ISO 국가코드
<crs:IN> 선택
- 보고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납세자식별번호를 입력
- 앞의 설명 참조
<crs:Name> 필수 & 유효성 체크 필요
- 보고대상인 단체(법인)의 영문 단체(법인)명을 입력
- 앞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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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Address> 필수& 유효성 체크 필요
- 보고대상 단체(법인)의 주소 정보 입력
- 앞의 설명 참조
<CountryCode> 필수
- 계좌보유자의 주소와 관련된 국가코드를 입력
<AddressFree> 선택
- 보고 금융회사의 주소를 고정주소(AddressFix)에서 정의한 다양한 단위로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소를 구분자로 구분하여 텍스트로 입력
* <crs:AddressFix> 나 <crs:AddressFree> 둘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함
<crs:AcctHolderType> 필수
- 계좌보유자 유형으로 CRS101~103코드 중 해당 코드를 입력

03

CRS XML 작성지침
XML 구성 및 설명

<crs:ControllingPerson> 실질 지배자 정보
(* 실질 지배자 정보는 <Individual>와 동일한 Element 로 구성됨)
<crs:Individual>
<crs:ResCountryCode> FR </crs:ResCountryCode>
<crs:TIN issuedBy="FR"> 프랑스 TIN </crs:TIN>
<crs:Name NameType="OECD201~208">
<crs:FirstName> 영문 이름 </crs:FirstName>
<crs:LastName> 영문 성 </crs:LastName>
</crs:Name>
<crs:Address legalAddressType="OECD301~305">
<CountryCode> KR </CountryCode>
<AddressFree> 영문주소 </AddressFree>
</crs:Address>
<crs:Nationality> KR </crs:Nationality>
<crs:BirthInfo>
<crs:BirthDate> 1988-10-10 </crs:BirthDate>
<crs:City> 출생 시 ․ 도 </crs:City>
<crs:CitySubentity> 출생 구 ․ 군 </crs:CitySubentity>
<crs:CountryInfo>
<crs:CountryCode> 현재 관할권 국가코드 </crs:CountryCode>
<crs:FormerCountryName> 이전 관할권 국가명 /crs:FormerCountryName>
</crs:CountryInfo>
</crs:BirthInfo>
</crs:Individual>
<crs:CtrlgPersonType> CRS801~813 </crs:CtrlgPersonType>
</crs:ControllingPerson>
<crs:AccountBalance> 계좌잔액 관련 정보 </crs:AccountBalance>
<crs:Payment> 지급금 관련 정보 </crs:Payment>
</crs:AccountReport>
<crs:SubstantialOwner> 필수
- 보고대상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단체(법인)계좌의 경우 실질적 지배자인 자연인의 정보를 입력하며 실질적
지배자 정보는 <crs:Individual>와 동일한 Element 로 구성됨
<crs:CtrlgPersonType> 선택
- CRS801~813 코드 중 해당 코드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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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약어집
약어

원어

해설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공통보고기준

EIN

Global Entity Identification Number

글로벌단체 식별번호

FFI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해외 금융회사

Financial Institution

금융회사

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

금융기관 식별번호

IN

In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NFFE

Non-Financial Foreign Entity

비금융단체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FFI

Participating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참여 금융회사

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납세자식별번호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확장 가능 마크업 언어
(컴퓨터 텍스트 구조 표시 시스템)

FI
GIIN

04
Q1

자주 묻는 질문 (FAQ)

정기 금융정보 제출 기간인(7.1~7.31) 동안 수정 제출 등에 한해 <CorrMe-

ssage
RefId>의 요소를 입력해야할 경우가 있나요?
아니오. 정기 금융정보 제출 기간인 7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최종본만을 접수 처리하기
때문에 <CorrMessageRefId>의 요소는 사용하지 않고 모두 신규데이터(New Data)로
처리하여 제출합니다. <CorrMessageRefId>의 요소는 ‘체약상대국 통보오류 보완’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Q2

‘체약상대국 통보오류 보완’의 경우에 여러 메시지를 수정하여 하나의 메시

지로
통합하여 보낼 수 있나요?
아니오. FATCA XML 스키마는 여러 개의 수정 메시지를 하나의 메시지로 보내어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지만, 원활한 문서 처리, 작성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메시지에는 하나의 수정 메시지만을 보내도록 제한하였습니다.

Q3

기관의 경우, 세법상 거주지국 국가란 기관의 설립 국가를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 한국에 위치하고 있지만 미국령에서 설립된 기관이라면 ‘US’로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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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를 고정주소 (AddressFix)와 자유주소

(Address
Free)의 두 가지 유형으로 예를 들어 작성하여 주세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고정주소(AddressFix) 유형입니다.
<DistrictName>Deogyang-gu</DistrictName>
<City>Goyang-si</City>
<CountrySubentity>Gyeonggi-do</CountrySubentity>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자유주소(AddressFree) 유형입니다.
<AddressFree>Deogyang-gu/Goyang-si/Gyeonggi-do</AddressFree>

Q5

하나의 메시지에는 한 가지의 데이터 유형만 포함되어야 하나요?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의 <DocTypeIndic>의 내용 중 ‘하나의 전송
파일에는 한 가지 데이터 유형만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6

보완데이터(Corrected Data)는 암·복호화 등의 파일 처리 오류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의 보완데이터(Corrected Data)의 내용 중
‘복호화, XML, 기타 파일 오류 처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4
Q7

자주 묻는 질문 (FAQ)

스폰서 단체인 경우 <ReportingFI>에는 피후원기관(Sponsored)의 정보

를
<Sponsor>에는 후원기관(Sponsoring)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나요?
<ReportingFI>에는 피후원기관의 정보를 입력하고, <Sponsor>에는 후원하는 기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ReportingFI>에 입력되는 피후원기관의 <TIN> 정보는 금융
기관 식별번호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후원기관의 금융기관 식별번호를 입력
하면 되고,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원하는 기관이 스폰서
단체를 등록하였을 때 발급받은 금융기관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Sponsor>에 입력
되는 후원하는 기관의 <TIN> 정보는 스폰서 단체를 등록하였을 때 발급받은 금융기관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후원기관의 금융기관 식별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피후원기관과 후원
하는 기관의 <TIN> 정보는 스폰서 단체를 등록하였을 때 발급받은 금융기관 식별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단, 동일한 금융기관 식별번호의 사용은 2016년 1월 1일 이전 까지만 사용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피후원기관의 등록이 이루어지며 피후원기관의 금융기관 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Q8

개인 계좌보유자 혹은 실질적 지배자의 납세자번호(TIN)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의 각 경우에 따라 어떻게 입력되어 지나요?
미국 관련 정보 제출시(FATCA XML), 신규 고객의 경우 미국 납세자번호(TIN)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기존 고객에 한해서 관리되고 있는 생년월일 정보가 있다면 생년월일
정보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기존 고객의
경우에도 미국 납세자번호(TIN)는 필수 입력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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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외 체약국 관련 정보 제출시(CRS XML), 기존 계좌의 경우 납세자번호 및
생년월일을 수집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납세자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번호(TIN)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신규계좌의 경우 보고
대상 관할권에 의해 납세자번호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보고대상 관할권의 국내법상 납세자
번호의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번호의 보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Q9

미국 관련 정보 제출시 개인 계좌보유자 혹은 실질적 지배자의 납세자번호

(TIN)가
없는 경우 <BirthDate> 요소는 필수 입력정보 인가요?
아니오. 이행규정 제6조제2항은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기존
계좌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미국 납세자번호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16년 12월 31일 기준 정보 제출 시까지는 보고 금융회사가 기존 개인 계좌보유자
및 실질적 지배자의 생년월일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생년월일을 미국 납세자번호
대신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필수 입력정보가
아닙니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미국 납세자번호(TIN)가 없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미국 납세자번호(TIN)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Q10

계좌잔액은 평균 계좌잔액 인가요? 연말기준 계좌잔액 인가요?

연말기준 계좌잔액입니다. 이행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연도 또는 보고
금융회사가 정한 보고기간(이하 ‘보고기간’이라 한다)의 마지막 날 기준(금융계좌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 해당 연도 또는 보고기간의 계약일과 동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이하 ‘계좌잔액’이라 한다) 또는 금융계좌가 연중 또는 보고기간 중 해지된
경우 해지 직전의 계좌잔액’입니다.

04
Q11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급금 관련 정보는 보고시기에 따라 보고대상 정보가 달라지나요?

예. 이행규정 제16조제5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1. 2014년 12월 31일 기준 정보 제출시 :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2.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정보 제출시 :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ㆍ제5호가목ㆍ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
3. 2016년 및 이후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정보 제출시 :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행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에 따라 보고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금융계좌를 보유한 특정미국인의 이름ㆍ주소ㆍ미국 납세자번호
2. 계좌번호
3. 보고 금융회사의 이름과 식별번호
4. 해당 연도 또는 보고 금융회사가 정한 보고기간의 마지막 날 기준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 또는 금융계좌가 연중 또는 보고기간 중 해지된 경우 해지 직전의 계좌잔액
가. 금융계좌가 주식지분인 경우 금융회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
나. 금융계좌가 채권지분인 경우 액면금액
다. 금융계좌가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 현금가치 또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
5. 보고 금융계좌가 수탁계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중 또는 보고기간 중 보고 금융계좌에 지급되거나 예치된 이자ㆍ배당의 총액
및 보고 금융계좌에 보유된 자산 관련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
나. 연중 또는 보고기간 중 보고 금융회사가 수탁자, 중개인, 지명인 또는 그 밖의
계좌보유자를 위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보고 금융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
또는 상환으로부터 발생하여 보고 금융계좌에 지급되거나 예치된 거래액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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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고 금융계좌가 예금계좌인 경우 연중 또는 보고기간 중 지급되거나 예치된 이자의
총액
7. 보고 금융계좌가 수탁계좌 또는 예금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중 또는 보고기간
중 보고 금융회사가 채무자로서 지급하거나 예치한 금액

【보고기준일별 보고대상 정보】
보고기준일 (해당연도 말일)
구분

기본정보

예금계좌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이름

○

○

○

주소

○

○

○

납세자번호

○

○

○

계좌번호

○

○

○

계좌잔액

○

○

○

연중 또는 보고기간 중
지급되거나 예치된 이자의 총액

○

○

이자총액, 배당총액 등
기타 소득총액

○

○

수탁계좌
자산의 매각 또는 상환으로
발생하여 지급된 총 금액

○

05

참고자료

ISO 3166-1 alpha-2
국명

코드

국명

코드

국명

코드

가나

GH

뉴질랜드

NZ

마셜 제도

MH

가봉

GA

니우에

NU

마요트

YT

가이아나

GY

니제르

NE

마카오

MO

감비아

GM

니카라과

NI

마케도니아 공화국

MK

건지 섬

GG

대한민국

KR

말라위

MW

과들루프

GP

덴마크

DK

말레이시아

MY

과테말라

GT

도미니카공화국

DO

말리

ML

괌

GU

도미니카 연방

DM

맨 섬

IM

그레나다

GD

독일

DE

멕시코

MX

그리스

GR

동티모르

TL

모나코

MC

그린란드

GL

라오스

LA

모로코

MA

기니

GN

라이베리아

LR

모리셔스

MU

기니비사우

GW

라트비아

LV

모리타니

MR

나미비아

NA

러시아

RU

모잠비크

MZ

나우루

NR

레바논

LB

몬테네그로

ME

나이지리아

NG

레소토

LS

몬트세랫

MS

남극

AQ

레위니옹

RE

몰도바

MD

남수단

SS

루마니아

RO

몰디브

MV

남아프리카공화국

ZA

룩셈부르크

LU

몰타

MT

네덜란드

NL

르완다

RW

몽골

MN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AN

리비아

LY

미국

US

네팔

NP

리투아니아

LT

미국령 군소 제도

UM

노르웨이

NO

리히텐슈타일

LI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VI

노퍽 섬

NF

마다가스카르

MG

미얀마

MM

누벨칼레도니

NC

마르티니크

MQ

미크로네시아 연방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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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코드

국명

코드

국명

코드

바누아투

VU

상투메 프린시페

ST

아르헨티나

AR

바레인

BH

생피에르 미클롱

PM

아메리칸사모아

AS

바베이도스

BB

서사하라

EH

아이슬란드

IS

바티칸 시국

VA

세네갈

SN

아이티

HT

바하마

BS

세르비아

RS

아일랜드

IE

방글라데시

BD

세이셸

SC

아제르바이잔

AZ

버뮤다

BM

세인트루시아

LC

아프가니스탄

AF

베냉

BJ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VC

안도라

AD

베네수엘라

VE

세인트키츠 네비스

KN

알바니아

AL

베트남

VN

세인트헬레나

SH

알제리

DZ

벨기에

BE

소말리아

SO

앙골라

AO

벨라루스

BY

솔로몬 제도

뉴

앤티가 바부다

AG

벨리즈

BZ

수단

SD

앵귈라

AI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A

수리남

SR

에리트레아

ER

보츠와나

BW

스리랑카

LK

에스토니아

EE

볼리비아

BO

스발바르 얀마옌

SJ

에콰도르

ED

부룬디

BI

스와질란드

SZ

에티오피아

ET

부르키나파소

BF

스웨덴

SE

엘살바도르

SV

부베 섬

BV

스위스

CH

영국

GB

부탄

BT

스페인

ES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VG

북마리아나 제도

MP

슬로바키아

SK

영국령 인도양지역

IO

불가리아

BG

슬로베니아

SI

예맨

YE

브라질

BR

시리아

SY

오만

OM

브루나이

BN

시에라리온

SL

오스트레일리아

AU

사모아

WS

싱가포르

SG

오스트리아

AT

사우디아라비아

SA

아랍에미리트

AE

온드라스

HN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
위치 제도

GS

아루바

AW

올란드 제도

AX

산마리노

SM

아르메니아

AM

요르단

JO

05

참고자료

국명

코드

국명

코드

국명

코드

우간다

UG

카자흐스탄

KZ

통가

TO

우루과이

UY

카타르

QA

투르크메니스탄

TM

우즈베키스탄

UZ

캄보디아

KH

투발루

TV

우크라이나

UA

캐나다

CA

튀니지

TN

왈리스 퓌튀나

WF

케냐

KE

트리니다드 토바고

TT

이라크

IQ

케이맨 제도

KY

파나마

PA

이란

IR

코모로

KM

파라과이

PY

이스라엘

IL

코스타리카

CR

파키스탄

PK

이집트

EG

코코스 제도

CC

파푸아뉴기니

PG

이탈리아

IT

코트디부아르

CI

팔라우

PW

인도네시아

ID

콜롬비아

CO

팔레스타인

PS

인도

IN

콩고 공화국

CG

페로 제도

FO

일본

JP

콩고 민주 공화국

CD

페루

PE

자메이카

JM

쿠바

CU

포르투갈

PT

잠비아

ZM

쿠웨이트

KW

포클랜드 제도

FK

저지 섬

JE

쿡 제도

CK

폴란드

PL

적도 기니

GQ

크로아티아

HR

푸에르토리코

P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KP

크리스마스 섬

CX

프랑스

FR

중화민국

GE

키르기스스탄

KG

프랑스령 기아나

GF

중화인민공화국

CF

키리바시

KI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TF

지부티

DJ

키프로스

CY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PF

지브롤터

GI

타이

TH

피지

FJ

짐바브웨

ZW

타지키스탄

TJ

핀란드

FI

차드

TD

탄자니아

TZ

필리핀

PH

체코

CZ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TC

핏케언 제도

PN

칠레

CL

터키

TR

허드 맥도널드 제도

HM

카메룬

CM

토고

TG

헝가리

HU

카보베르데

CV

토켈라우

TK

홍콩

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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