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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12년 7월 1일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시행

됩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는 제도의 주요내용, 제한세율 신청서 등 작성례, 

자주 묻는 질문, 영문안내자료, 영문서식 등을 수록하여 제한세율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 안내책자를 유용

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5월

           국제조세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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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

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관련근거 

○ 법인세법 §98의 6, 법인세법시행령 §138의7

○ 소득세법 §156의6, 소득세법시행령 §207의8

■ 적용시기

○ '12.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

<참고> ‘제한세율’이란?

￭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배당·사용료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함(국조법§2①12)   

Ⅰ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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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직접투자 등)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실질귀속자 →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실질귀속자가 제출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다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의 제한세율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제한세율을 적용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Ⅱ구체적인 적용방법

외국법인 등
(실질귀속자)

원천징수의무자

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② 국내원천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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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간접투자)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국외투자기구 → 원천징수의무자)

○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하고

  - 이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

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다시 제출

②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실질귀속자 명세 첨부)

원천징수의무자

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③ 국내원천소득 지급

국외투자기구

외국법인 등
(실질귀속자)

외국법인 등
(실질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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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의 제한세율 적용방법

○ 국외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첨부 서류인 실질귀속자 명세 및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적정한 경우 실질귀속자 명세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요건

＊국외투자기구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

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②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

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

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③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

지 아니할 것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 공모집합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와 총투자금액 

등을 작성하고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천

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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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간소화 내용

- 공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의 제한세율 적용방법

○ 국외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4 제한세율 적용시 특례

■ 해외발행 예탁증서 투자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의무 면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

원천소득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의무 면제

■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는 연·기금 등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 한·호주 개정 조세조약(’10.10.8 가서명)에서는 90% 이상의 지분을 체약 당사국 거주자가 

보유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해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법인 등의 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 상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

○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국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한

세율은 적용가능

■ 조세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경우

○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

하는 특별규정*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예)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Ⅲ제한세율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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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청구

■ (개요)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청구방법)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 하여야 함(소령207의9①, 

법령§138의8①)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보정요구) 세무서장은 청구내용의 보정필요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 

요구 가능(소령207의7③, 법령§138의6③)

 * 보정요구 기간은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6개월)에 포함하지 않음 

2 자료의 보관 및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제출

Ⅳ경정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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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작성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용신청서(외국법인용)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HONG GILDONG



관련 신청서 작성사례 11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용신청서 (비거주자용)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JOHN HONG 

JOHN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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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투자신고서 등 작성례

가. (사모)국외투자기구가 (사모)국외투자기구에 투자

■ 2차 국외투자기구(A-1, A-2 )

① 실질귀속자(a)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② 작성된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1차 국외투자기구

(B)에 송부

■ 1차 국외투자기구(B)

③ A-1 및 A-2가 송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B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실질

귀속자(b)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 1차 국외투자기구는 ①~③의 과정을 거쳐 2차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명세’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1차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국외

국내

1차 국외투자기구(B)

원천징수의무자

2차 국외투자기구(A-1) 2차 국외투자기구(A-2) 실질귀속자(b)

실질귀속자
(a-1-1)

실질귀속자
(a-1-2)

실질귀속자
(a-2-1)

실질귀속자
(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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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작성

○ 2차 국외투자기구(A-1)가 작성하는 신고서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명칭
            A-1

 대표자 성명
         Hong Gil Dong

 설립연월일
              2010.1.1.

 전화번호
         123-1234-5678

 주소
2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설립지국
                  USA

 국가코드
                  US

 유형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

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
니다.

 2012 년     7 월     1 일

신고인  Hong Gil Dong  Hong Gil Dong (서명 또는 인)

○ 1차 국외투자기구(B)가 작성하는 신고서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명칭
B

 대표자 성명
Hong Gil Dong

 설립연월일
2010. 01.01

 전화번호
123-456-5868

 주소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설립지국
    CANADA

 국가코드
 CA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
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

니다.

 2012 년     7 월     1 일

신고인   Hong Gil Dong  Hong Gil Dong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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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귀속자 명세(이자소득) 작성

○ 2차 국외투자기구(A-1)가 작성하는 실질귀속자 명세

① 구분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주1)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
(a-1-1)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30 3.96

BO 2 실질귀속자
(a-1-2)

100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70 7

⑨ 합계 100 10.96

주1) ‘⑥적용세율’란은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가능한 제한세율을 적되, 해당 조
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기재.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예, 20%×1.1=22%)을 기재.

상기 사례에서 한-미 조세조약은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의 경우 적용세율에 12% 
× 1.1 = 13.2%를 기재하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0%를 기재

○ 2차 국외투자기구(A-2)가 작성하는 실질귀속자 명세

① 구분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
(a-2-1)

　102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40 5.28

BO 2 실질귀속자
(a-2-2)

102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ustralia AU 15 60 9

⑨ 합계 100 14.28

○ 1차 국외투자기구(B)가 작성하는 실질귀속자 명세

① 구분주2)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주3)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
(b)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Hongkong. HK 22 26.4352　 5.8157

V 1 2차 
투자기구(A-1)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공란) 10.96 50 5.48

V 2 2차 
투자기구(A-2)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공란) 14.28 23.5648 3.3651

⑨ 합계 100 14.6608주4)

주2) ①구분 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V’로 표기하고, 실질귀속자인 경우 ‘BO’로 표기.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먼저 적고, 국외투자기구를 나중에 적음 

주3) 당해 국외투자기구에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 중 ⑨징수세율의 합계 란에 기재된 세율을 옮겨 적음. 

주4) ‘⑨징수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음(예: XX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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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⑥
성명(상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⑨ 주    소
⑪-1

거주지국
코드

㉕
세율(%)주5)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㉖㉗
소득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㉚
계

XXXXXX1 실질귀속자
(b) 1987.12.01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Hongkong.
HK 22 264,352 52,870 5,287 58,157

XXXXX11 실질귀속자
(a-1-1) 1975.04.02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150,000 18,000 1,800 19,800

AXXXXXX 실질귀속자
(a-1-2) 1954.03.02

100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350,000 31,818 3,182 35,000

BXXXXX5 실질귀속자
(a-2-1) 1960.04.03

　102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94,259 11,311 1,131 12,442

FXXXXX6 실질귀속자
(a-2-2) 1945.12.23

102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ustralia
AU 15  141,389 19,280 1,928 21,208

합계 1,000,000 133,280 13,328 146,608주6)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원천징수의무자 작성) 

주5) 세율 :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세율은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의 포함여부에 불구하고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지방소득세가 반영된 세율을 기재
예) 미국 : 12% × 1.1 = 13.2 

     세율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기재(예: XX .XXXX%)

주6) 146,608 : 징수하는 세액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일치하여야 함
    소득금액(1,000,000) ×  ⑨징수세율의 합계(14.6608%) = 14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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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주1)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  비율

⑭ 실질귀속자 수
⑮ 적용세율(%)주2)

⑫ 금액(단위:USD) ⑬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United States 800,000 80 500 13.2 16.5 11

Australia 200,000 20 200 15 15 15

 합계 1,000,000 100% 700 13.56 16.2 11.8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 ․ 비율

⑭ 실질귀속자 수
⑮ 적용세율(%)주4)

⑫ 금액(단위:USD) ⑬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Canada 100,000 20 300 10 15 10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2차)주3) 150,000 30 1 13.56 16.2 11.8
HK 250,000 50 200 22 22 22

 합계주5) 500,000 100% 501 17.068 18.86 16.54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2차)가 작성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주1)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란은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기재함.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제출 가능

주2) ‘⑮적용세율’의 합계는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
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을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1차)가 작성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

국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1차)

원천징수의무자

국외공모집합투자
기구(2차) : 30%

실질귀속자500
(미국):80%

실질귀속자200
(호주):20%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실질귀속자300
(캐나다):20%

실질귀속자200
(HK)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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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⑥ 성명(상호) ⑨ 주    소
⑪-1

거주지국
코드

㉕
세율(%)주1)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㉖㉗
소득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㉚
계

XXXXXXX 국외공모집합
투자기구(1차)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HK주6) 17.068주7) 1,000,000 155,164주8) 15,516 170,680

주3)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국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음

주4) 다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신고서의 ⑮적용세율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

주5) ‘⑮적용세율  합계’ 계산례 
   ·이자소득 적용세율 합계 : (20%×10%) + (30%×13.56%) + (50%×22%) = 17.068%
   ·배당소득 적용세율 합계 : (20%×15%) + (30%× 16.2%) + (50%×22%) = 18.86%

   ·사용료소득 적용세율 합계 : (20%×10%) + (30%× 11.8%) + (50%×22%) = 16.54%

■ ‘⑮적용세율  합계’계산방법 : e%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 ․ 비율

⑭ 실질귀속자 수
⑮ 적용세율(%)

⑫ 금액(단위:   ) ⑬ 비율(%)      소득      소득      소득

a% b%

c% d%

 합계 100% e%주6)

주6) 적용세율의 합계 : e% = (a% × b%) + (c% × d%) 
b% 및 d%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이 반영된 세율

a% + c% = 100%

     ⑮ 적용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
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음.(예: XX .XXXX%)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작성)

주6) HK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

(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주7) 17.068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⑮적용세율 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기재(예: XX .XXXX%).

주8) 155,164  
    소득금액(1,000,000)
 × 적용세율(17.068%)  : 국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별 ⑮적용세율의 합계

  ÷ 1.1            : 적용세율은(17.068%)는 지방소득세율(10%)이 반영된 세율이므로 1.1로 나누어 소득(법인)세를  계산

  = 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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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 ․ 비율주1)

⑭ 실질귀속자 
수

⑮ 적용세율(%)
⑫ 금액(단위:USD) ⑬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Canada 100,000 20 500 10 15 10
국외투자기구A 150,000 30 1 10.96 15.45 11.95

ZZ 250,000 50 200 22 22 22

 합계 500,000 100% 701 16.288 18.635 16.585

다. (사모)국외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 국외투자기구(사모, 2차) : 실질귀속자 명세

① 실질귀속자(a)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② 작성된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1차 국외투자기구(B)에 송부

① 구분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
세율주1)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
(a-1)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30 3.96

BO 2 실질귀속자
(a-2)

100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70 7

⑨ 합계 100 10.96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1차 :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국외

국내

국외공모집합투자기B(1차)

원천징수의무자

국외투자기구A
(사모, 2차) : 30%

실질귀속자(a-2)
: 캐나다, 30%

실질귀속자500
: 캐나다 20%

실질귀속자(a-1)
: 미국, 70% 

실질귀속자200
: 모름, 50%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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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⑥ 성명(상호) ⑨ 주    소
⑪-1

거주지국
코드

㉕
세율(%)주1)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㉖㉗
소득(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㉚
계

XXXXXXX 국외공모집합투자
기구B(1차)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주1)
ZZ주2) 16.288주3) 1,000,000 148,073주4) 14,807 162,880

○ 국외투자기구A(사모, 2차)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가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를 참고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을 작성

○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국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음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작성)

 

주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지급명세서상 주소는 설립된 국가의 소재지를 기재

주2) ZZ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

(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본 사례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총투자금액 비율이 가장 크므로 ‘ZZ’를 기재하였음 

주3) 16.288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⑮적용세율 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기재(예: XX .XXXX%) 

주4) 148,073

  소득금액(1,000,000)

×적용세율(16.288%) : 국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별 ⑮적용세율의 합계

÷ 1.1            : 적용세율은(16.288%)는 지방소득세율(10%)이 반영된 세율이므로 1.1로 나누어 소득(법인)세를 계산

= 14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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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 ․ 비율 ⑭ 실질귀속자 
수

⑮ 적용세율(%)
⑫ 금액(단위:USD) ⑬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United States 400,000 80 500 13.2 16.5 11
Australia 100,000 20 200 15 15 15

 합계 500,000 100% 700 13.56 16.2 11.8

① 구분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a)  ZZ ZZ 22 50 11

BO 2 실질귀속자(b)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20 2

V 1 국외공모집합투자
기구(2차)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주1) 13.56주2) 30 4.068

⑨ 합계 100 17.068

라.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사모)국외투자기구에 투자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2차) :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 1차 국외투자기구(B) : 실질귀속자 명세

주1)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여 실질귀속자 명세에 기재하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실질귀속자 명세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주2) 국외투자기구에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⑮적용세율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적음

국외

국내

국외투자기구(사모, 1차)

원천징수의무자

국외공모집합투자
기구(2차) : 30%

실질귀속자500
(미국):80%

실질귀속자200
(호주):20%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실질귀속자
(b캐나다):20%

실질귀속자
(a모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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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⑥ 성명(상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⑨ 주    소
⑪-1

거주지국
코드

㉕
세율
(%)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㉖㉗
소득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㉚
계

XXXXXXX 실질귀속자(a) 1987.12.01  ZZ ZZ 22 500,000 100,000 10,000 110,000

XXXXXXX 실질귀속자(b) 1975.04.02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200,000 18,182 1,818 20,000

XXXXXXX 국외공모집합
투자기구(2차) (공란)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주3) 13.56주4) 300,000 36,982주5) 3,698 40,680

합계 1,000,000 155,164 15,516 170,680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작성)
 

주3) US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
(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주4) 13.56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⑮적용세율 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기재(예: XX .XXXX%). 

주5) 36.982

  소득금액(300,000)

×적용세율(13.56%)  : 국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별 ⑮적용세율의 합계*

÷ 1.1            : 적용세율은(13.56%)는 지방소득세율(10%)이 반영된 세율이므로 1.1로 나누어 소득(법인)세를  계산

= 36,982  

* 다음 비율의 합계

 ⓐ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

 ⓑ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
    즉, 13.56% = (13.2% × 80%) + (1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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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 일반

1. 2012년 7월 1일이후 적용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는?

○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

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의 법적 근거는?

○ ｢소득세법」 제156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 8, 제207조의 9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38조의 8 등입니다.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신설의 취지는?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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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방법

4. 원천징수의무자의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정보, 제한세율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리고,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5.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예. 그렇습니다.

- 2012년 7월 1일이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6. 내국법인 A가 영국법인 B(실질귀속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한영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B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

청서를 A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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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의 유효기간은?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외국법인 등이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제한세율 적용신청제도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모든 제한세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미체결한 국가(또는 

지역)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하여 원천징수합니다.

10.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기존에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도 제한세율신청서를 받아야 하는지? 

○ 이전에 개설한 계좌의 경우에도 2012년 7월 1일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합니다.



Q & A 29

11. 비거주자가 요구불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 2012년 7월 1일이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12.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 서류의 사본접수가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원본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원본 접수가 곤란한 경우 e-mail, 팩스 등을 통한 사본접수도 가능합니다.

13.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영문본에 작성하여 제출 가능한지? 

○ 한글서식 작성이 곤란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영문서식(참고용)을 

이용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14. 연금,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어떻게 취급하나요?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과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은 이를 실질귀속자로 봅니다.

○ 이 경우 연금, 비영리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에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 이 때 해당 비영리단체 등이 설립된 체약상대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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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제한세율 적용방법

15. 국외투자기구란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투자배분 목적

으로 설립된 기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국외에서 설립된 형태와 관련없이 상기에 해당하면 국외투자기구에 해

당합니다.

16. 실질귀속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서명하는 자는? 

○ 국외투자기구의 대표자 또는 서식의 작성에 책임이 있는 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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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출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 중 일부만 파악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제한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 가능한 지?

○  예 그렇습니다. 

- 제출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전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9. 싱가포르에 설립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싱가포르거주자와 
영국거주자이고 동 사모펀드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 실질귀속자인 싱가포르거주자와 영국거주자가 각각 한-싱가포르조세조약 및 

한-영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사모펀드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사모펀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국외

투자기구 신고서”와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일본에 설립된 공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
이고 동 공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 공모펀드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소령207의8③,법령138의7③)에 해당함

○ 실질귀속자인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각각 한영조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을 

지급 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와 총투자금액 명

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207의8③, 법인세법 시행령138의7③에 따른 국외공모집합
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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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

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

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

(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2. 국외투자기구 설립시 투자자 수가 100명미만 인 경우는? 

○ 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투자자 수가 100명 미만일 때에는 국외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 명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작성할 때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은 언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 신고서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기재

합니다. 

-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

이 속하는 분기의 전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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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8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
기구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8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5.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질
귀속자 명세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26.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상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의 ‘⑭ 실질
귀속자 수’가 공란이거나 100명 미만인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 ‘⑭ 실질귀속자 수’가 공란이거나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8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

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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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한세율 적용 배제

27. ①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②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국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③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

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은?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8.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의미합니다.

<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소법§156①, 법법§98①, 지방세법§89①)

국내원천소득 종류 세율 지방세반영*

○이자 및 신탁의 이익 (채권 이자소득) 20%(14%) 22%(15.4%)

○배당소득  ○ 인적용역 제공소득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
○기타소득

20% 22%

○유가증권, 부동산 등 양도소득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10% 
(또는 20%)

11%
(또는 22%)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2% 2.2%

 * 지방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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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정청구 등

29. 실질귀속자로부터 관련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해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추후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 당초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국외투자기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6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1.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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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비과세면제신청, 지급명세서 제출 등)

32.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면제를 적용 받는 경우에도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면제 신청절차(소법§156의2, 

법법§98의4)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지급명세서 제출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실질귀속자 개별내역으로 

제출하는지? 아니면 국외투자기구별로 제출하되 적용세율의 합계로

서 제출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실질귀속자 개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급명세서

에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명칭을 기재하고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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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

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

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

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

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

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

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

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

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

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

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

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

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

제138조의7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

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

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

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

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

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

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법 제98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

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

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

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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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하여야 한다.

 

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

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

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

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

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

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

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

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

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

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

(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

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

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

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

되지 아니할 것

④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

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

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

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

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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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귀속자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

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

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

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

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

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

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

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

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

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

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

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

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

고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

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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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9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

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

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

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

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

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공모집

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

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

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

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

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

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8조의8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

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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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

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

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

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

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

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

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

1.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

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1128호, 2011.12.31>

제23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

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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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

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

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

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156조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

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

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

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

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

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

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07조의8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

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1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

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

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

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

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

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법 제15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

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

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

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

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



관련 법령 45

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

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

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

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

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

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

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

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

(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

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

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

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

④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

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

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

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

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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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

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

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

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

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

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

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

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

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

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

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

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

고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

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

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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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

로 한정한다.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

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

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

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

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공모집

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

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

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

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

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

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

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7조의9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

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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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

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

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

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

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

1.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

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1146호,2012.1.1>

제13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

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

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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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용신청서 (비거주자용)



관련 서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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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관련 서식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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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귀속자 명세 (     소득)



관련 서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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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 용을 한 경정청구서



관련 서식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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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용신청서(외국법인용)



관련 서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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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 용을 한 경정청구서



관련 서식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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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요약표 (2012.5.1현재)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그리스        8% 5%, 15% 10% 아제르바이잔 10% 7% 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5%, 15% 10% 알바니아 10% 5%, 10%  10%

네델란드 10%, 15% 10%, 15% 10%, 15% 알제리 10% 5%, 15% 2%, 10%

네  팔 10% 5%,10%,15% 15% 에스토니아 10% 5% 10% 5% 10%

노르웨이 15% 15% 10%, 15% 영  국 10% 5%, 15% 2%, 10%

뉴질랜드 10% 15% 10% 오  만 5% 5%, 10% 8%

덴마크 15% 15% 10%, 15% 오스트리아 10% 5%, 15% 2%, 10%

독  일 10% 5%, 15% 2%, 10% 요르단 10% 10% 10%

라오스 10% 5%, 10% 5% 우즈베키스탄        5% 5%, 15% 2%, 5%

라트비아 10% 5%, 10%  5%,10% 우크라이나 5% 5%, 15% 5%

러시아 0% 5%, 10%  5% 이란 10% 10% 10%

루마니아 10% 7%, 10% 7%, 10% 이스라엘 7.5%, 10% 5%, 10%, 15% 2%, 5%

룩셈부르크 10% 10%, 15% 10%, 15% 이집트 10%, 15% 10%, 15% 15%

리투아니아 10% 5%, 10% 5%, 10% 이탈리아 10% 10%, 15% 10%

말레이시아 15% 10%, 15% 10%, 15% 인  도 10%, 15% 15%, 20% 15%

멕시코 5%,10%,15% 0%, 15% 10% 인도네시아 10% 10%, 15% 15%

모로코 10% 5%, 10% 5%, 10% 일  본 10% 5%, 15% 10%

몰  타 10% 5%, 15%        0% 중  국 10% 5%, 10% 10%

몽  골  5%  5% 10% 체  코 10% 5%, 10% 10%

미  국 12% 10%, 15% 10%, 15% 칠  레 5%,, 15% 5%, 10% 5%, 10%

미얀마 10% 10% 10%, 15% 카자흐스탄 10% 5%, 15% 2%, 10%

방글라데시 10% 10%, 15% 10% 카타르 10%  10%  5%

베네수엘라 5%, 10% 5%, 10% 5%, 10% 캐나다 10% 5%, 15% 10%

베트남 10% 10% 5%, 15% 쿠웨이트 5% 5% 15%

벨기에 10% 15% 10% 크로아티아 5% 5%, 10% 0%

벨라루스 10% 5%, 15% 5% 태  국 10%, 15% 10% 5%, 10%, 15%

불가리아 10% 5%, 10%  5% 터  키 10%, 15% 15%, 20% 10%

브라질 10%, 15% 10% 10%, 25% 튀니지 12% 15% 15%

사우디아라비아 5% 5%, 10% 5%, 10% 파나마 5% 5%,15% 3%, 10%

스리랑카 10% 10%, 15% 10% 파키스탄 12.5% 10%,12.5% 10%

스웨덴 10%, 15% 10%, 15% 10%, 15% 파푸아뉴기니 10% 15% 10%

스위스 10% 10%, 15% 10% 포르투갈 15% 10%, 15% 10%

스페인 10% 10%, 15% 10% 폴란드 10% 5%, 10% 10%

슬로바키아 10% 5%, 10% 10%  프랑스 10% 10%, 15% 10%

슬로베니아 5% 5%, 15% 5% 피  지 10% 10%, 15% 10%

싱가포르 10% 10%, 15% 15% 핀란드 10% 10%, 15% 10%

아랍에미리트연합 10% 5%, 10% 0% 필리핀 10%, 15% 10%, 25% 10%, 15%

아이슬란드 10% 5%, 15% 10% 헝가리 0% 5%, 10% 0%

아일랜드 0% 10%, 15% 0% 호  주 15% 15% 15%

※ 지방소득세 별도(음영) :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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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basis : Article 98 (6)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rticle 

156 (6)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Article 138 (7) of the 

Presidential Decree to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rticle 207 (8) of 

the Presidential Decree to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1. Procedures for applying for the reduced tax rates for director investment

■ The investor submits an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 The beneficial owner who wishes to apply a reduced tax rate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applicable to his/her Korea-source income 

needs to submit an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to the withholding agent before he or she receives the income.  

- The Application Form remains valid for 3 years from the date of 

submission

- An updated Application Form has to be submitted either 3 years 

after the date of submission, or before the 3 years lapse when a 

change has occurred in the filing  

＊An application is not required for Korea-source income that is received through an  

account a foreign depository settlement institute holds with a Korean depository 

settlement institute 

Applying for reduced tax rate under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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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sions, funds and other such investment vehicles listed below are 

treated as a single beneficial owner (i.e., single resident) and 

applied the reduced tax rate accordingly:  

① A pension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a tax treaty partner 

country

  * e.g., Laws that are equivalent to the "Korean National Pension Act,"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med Forces Personnel Pension Act," ”Pension for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ct," and "Guarantee of Workers' Retirement Benefits Act."  

②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a treaty 

partner country, which does not distribute its profits to its 

members   

③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recognized as beneficial owner 

under the tax treaty  

■ The withholding agent applies the reduced tax rate based on the 
resident country information filed in the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2. Procedures for applying for the reduced tax rate for indirect investment

■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needs to submit the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f a Korea-source income is paid 
through such overseas investment vehicle. 

*  The term "overseas investment vehicle" means the activities of acquiring, disposing of, 

and managing in any such assets as are valuable for investment with money or similar 

pooled by inviting two or more persons for such investment, and distributing the yields 

therefrom to vest in investors or any fund management entity.  

① Overseas private equity fund

○ To apply for reduced tax rates, an overseas private equi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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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to submit a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and 

attached "Schedule of Beneficial Owners" 

○ How to file the "Schedule of Beneficial Owners" 

- This Schedule is prepared and submitted by a primary overseas 

investment vehicle based on the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that was submitted by investors investing in 

that overseas investment vehicle  

- When the list of investors includes anothe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econdary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at secondary 

overseas investment vehicle needs to submit to the  primary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ts own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and attached "Schedule of Beneficial Owners" 

based on its own investors 

② Simplified procedure for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in applying for reduced tax rates   

※ Qualifications for OPCIV 

- The OPCIV i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imilar to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registered or approved in a 

tax treaty partner country 

- The securities of OPCIV are not issued by private placement and 

the OPCIV has 100 or more investor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hall be counted as one investor in this regard) as at the 

end of the preceding fiscal year (or, as at the date of 

submission of this Report if the OPCIV is newly established)  

- The OPCIV is not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ubject to any 

tax treaty provisions that deny tax treat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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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PCIV needs to submit to the withholding agent or anothe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documentation supporting that the 

applicant is an OPCIV and a Schedule containing the total 

investment amount and number of beneficial owners by country  

○ Benefits of the simplified procedure for OPCIV 

- The applicant does not have to collect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forms from investors   

- The applicant does not have to attach a "Schedule of Beneficial 

Owners"

■ The withholding agent applies the reduced tax rate based on the 
resident country information filed in the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3. Exceptions from Reduced Tax Rates

The withholding rate under the Korean domestic law is applied over 

the reduced treaty rat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When the applicant has not submitted either the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or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 When the applicant fails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supplementing 

the Application Form, upon the request of the withholding agent 

○ When the twithholding agent is unable to identify the Beneficial 

Owner using the information filed on the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or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 This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OPCIV's since they are not required to submit 

"Schedule of Beneficial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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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ocumentation requirements

○ The withholding agents and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are 

required to maintain documents (eg,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for 5 

years; and are also required to submit these documents upon the 

request of the Head of the District Tax Office of the district in 

which the withholding agent has an address  

5. Claiming a refund

○ A Beneficial Owner that has not been applied the reduced tax rate 

may request a refund within 3 years

- The Head of the relevant District Tax Office must either process the 

refund or notify to the Beneficial Owner that he or she is not 

eligible for the refund within 6 months of receiving the refund claim  

○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 Certificate of residence 

○ Request for correction to refund claim 

- When correction is required, the Head of the District Tax Office 

may request for correction to be submitted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request  

6. Effectuation

○ This will apply to withholdings made for the first time on or after 

July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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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Form No. 29-12]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  ]. (Front)

Filing No. 
 

Filing Date 
 

 

1. Applicant Information 
 Name of Individual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Address 
(Address in Residence Country) 

 
(Korean domicile) 

 Taxpayer Identification No. 
 

 Date of Birth 
 

 Country of Residence 
 

 Country Code 
 

 Telephone Number 
(Residence Country)  

 
(Korea) 

 Number of Days in Korea 
[   ] None 

 
(Recent 1 Year)          Days 

 
(Recent 2 Years)          Days 

2. Claim of Tax Treaty Provisions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     Type of Income       Tax Rate    %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     Type of Income       Tax Rate    %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     Type of Income       Tax Rate    % 

3. Determination of Non-resident Individual 
Item Yes No 

(a) Do you maintain an address in Korea?   

(b) Have you continuously resided in Korea for one year or longer?   

(c) Have you stayed in Korea at least 365 days in aggregate during the recent two years?   

(d) Has any of your family (i.e., spouse, children, etc.) continuously resided in Korea for one year or longer?   

(e) Do you have a job requiring you to reside in Korea for one year or longer?   

(f) Are you a Korean government official?   

(g) Are you an employee as a Korean national seconded to an overseas branch, business office or subsidiary of 
a Korean company?   

(h) If you are a national or permanent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enter the name of such foreign country.  
The Applicant hereby confirm that with regard to submitting this Application pursuant to Article 156-6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PITL") and Article 207-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PITL ("ED-PITL"), the Applicant is clearly aware of the followings provided 
below, that there is no false statement in the contents of this Application, and that the Applicant is the beneficial owner (or attorney-in-fact 
authorized to sign this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beneficial owner) of all the domestic source income to which this Application relates.  

1) The Applicant is aware that if any of the contents of this Application is different from true facts,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under 
this Application may be less than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that shall be withhel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2) If the Applicant’s status is going to change from a non-resident individual to a resident individual based on the criteria of determination 

of a non-resident individual as above, the Applicant will immediately notify such change to whom which this application is filed to and file 
an annual income tax return together with the tax payment if my annual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exceeds KRW 40 million.     

Date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Attachment   Certificate of Facts Regarding Immigration Records (if there is any day of stay in Korea) 
Handling Fee 

None 
 

Attorney-in-Fact 
 

 Type  
[  ] Tax Administrator  
[  ] Other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Taxpayer ID No.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or Location 
 

 I hereby consent for above financial institution to inquire my immigration records kept to the Ministry of Justice. 
                                               Applicant                              (Signature or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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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Filing Instruction 
 

 The filing date is the date on which the withholding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as received from the beneficial owner and the filing number 
is the serial number assigned to such filing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by a non-resident individual who wishes to apply a reduced tax rate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applicable to his/her Korean source income, and this form shall not be submitted by a non-resident individual who is exempt from 
Korean withholding tax pursuant to the relevant tax treaty.   
In the case where the Applicant receives additional Korean source income after the submission of this Application whereby a reduced tax 
rate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was applied to the previous Korean source income,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prepare and file a new 
application if there is any change in his/her country of residence, address, Korean domicile and telephone number, etc. or if thre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submission of this Application.  

 
2. Item . A foreigner should enter his/her full English name as shown in his/her passport. 
 
3. Item . Enter the address (applicant’s address in resident country) in English in the following order: street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Do not enter a PO Box.  Enter the (Korean domicile) in Korean.    
 
4. Item  Taxpayer Identification No. Refer to the below table. 

 Classification Identification Number 

(1) Principl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Taxpayer ID No. issued by Korean tax authority 

(2) In the absence of (1)
[For individual] Registration number under the Report of Domestic Residence (for a Korean 
national residing overseas or a Korean with foreign nationality),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under the Foreign Registration Card (for a foreigner) or passport number in the
absence of the former two 

(3)  In the absence of 
 (1) and (2)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from the certificate of investment registration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n the country of residence 

 
5. Items  and .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6. Item  Enter current telephone number including the country code and area code, if any.  
 
7. Item . Enter the number of days in which the Applicant had resided in Korea, beginning from the date following the arrival date 

through the departure date.  If an individual who had resided in Korea left Korea and re-entered, such period outside of Korea shall be 
counted as number of days in which the Applicant had resided in Korea if the purpose of such departure is deemed as clearly temporary 
based on the resident location of a family who shares household with the individual, location of properties owned by the individual, etc. 
For a non-resident individual who has never been to Korea before, check “none” and submission of Certificate of Facts Regarding 
Immigration Records is not required.   
 

8. Item . Enter the tax treaty and relevant provisions therein to be applied, type of relevant Korean source income and reduced tax rate. 
If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does not include local income surtax, enter a tax rate reflect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89(1) 
of the Local Tax Law. 

 
9. If the Applicant answers “Yes” to any one of the Items (a) through (g) under Section 3. Determination of Non-resident Individual, the 

Applicant shall be treated as a residen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to be treated as otherwise.  Whether or not the Applicant is a
foreign national or permanent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shall no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individual’s resident or
non-resident status.  However, a foreign diplomat in Korea along with his/her family (excluding Korea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and a US military member or civilian worker in the military under Article 1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Korea and his/her family shall be treated as a non-resident individual regardless of whether the above criteria of determination of a 
non-resident individual are satisfied.   

 
10. Certificate of Facts Regarding Immigration Records, which is used to confirm the number of days of stay in Korea, should certify the 

information for the period for at least 2 years on a retroactive basis from the date of submission of this Application.  
 
11. Items  through  should be completed when an attorney-in-fact submits this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An 

attorney-in-fact other than a tax administrator under Article 82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is required to submit the Power of 
Attorney together with a Korean translation.  

 
12. The withholding agent o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who received this Appl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thereto) is required to

maintain it for five years starting from the day following the withholding tax payment due date under Article 156(1) of the PITL and 
submit it upon request to the Chief of the distric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tax payment place of the withhold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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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Form No. 29-13]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  ].  (Front)
Filing No.  Filing Date 
 

1. For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If any one of the following three requirements is not satisfied, skip Section 1 and complete Section 2.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ther than OPCIV.  

[  ] The OPCIV i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imilar to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registered or approved in a tax treaty partner country.  

[  ] 
The securities of OPCIV are not issued by private placement and the OPCIV has 100 or more investor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hall be 
counted as one investor in this regard) as at the end of preceding fiscal year (or, as at the date of submission of this Report if the OPCIV is newly 
established). 

[  ] The OPCIV is not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ubject to any tax treaty provisions that deny tax treaty benefits.  

1-1. General Information of the OPCIV  
 Name:  Name of Representative:  Date of Establishment:  Telephone Number: 
 Address: 
 Country of 
Registration/Approval:   Country Code:  Statutory Ground for 

Registration/Approv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or 

Registration/Approval: 
 Type of Entity: 

[  ] Corporation      [  ] Trust    [  ] Partnership    [  ] Other (                              ) 
1-2. Status of Total Investment Amount, etc. By Country 

 Country, etc.  

Total Investment Amount / Ratio 
 Number of 

Beneficial Owners 

 Tax Rate To Be Applied (%) 

 Amount 
(Unit:       ) Ratio (%) 

Type of 
Income 
[      ]    

Type of 
Income 
[      ] 

Type of Income 
[      ] 

       
       
       
       

16  Total  100%     

The Reporter hereby confirm that it is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which satisfies all of the requiremen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07-8(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ED-PITL”) and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38-7(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ED-CITL”) and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without any false statement.  The Reporter is aware 
that if any of the contents of this Report is different from true facts,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under this Report may be less than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that shall be withhel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Date:              
                                                        Name:                 (Signature or Seal) 

Attachment  
1. Document which verifies registration with or approval by the relevant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and prospectus  
2.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received from othe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f any) 

 

2.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ther than OPCIV 
17  Name: 18  Name of Representative: 19  Date of Establishment: 20  Telephone Number: 
21  Address:  
22  Country of Establishment:  23  Country Code:  
24  Type of Entity:  

[  ] Corporation      [  ] Trust    [  ] Partnership    [  ] Other (                              ) 
 
The Reporter hereby confirm that it has completed this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and the attached Schedule of Beneficial Owners pursuant to 
Article 156-6 of the PITL, Article 98-6 of the CITL, Article 207-8 of the PITL-ED and Article 138-7 of the CITL-ED based on Application(s)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on Domestic Source Income received from the beneficial owner(s) and/or Report(s)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received from other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an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without any false statement.  The Reporter is aware that if any of the contents 
of this Report is different from true facts,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under this Report may be less than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that shall be 
withhel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Date:              
                                                        Name:                 (Signature or Seal)   
 To:                        
Attachment Schedule of Beneficial Owners, and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received from othe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f any) 

Attorney-in-Fact 

(25) Type:  
[  ] Tax Administrator  
[  ] Others 

(26)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27) Taxpayer ID No. (Resident Registration No.): 

(28) Address 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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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Filing Instruction 
The filing date is the date on which the withholding agent (o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files this Report as received from 

another relevant overseas investment vehicle and the filing number is the serial number assigned to such filing.   
 
1. This Report shall be prepared and submitted by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f a Korean source income is paid through 

such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n this regard, if the beneficial owners include both non-resident individuals and foreign 
corporations, this Report shall be prepared on a combined basis and not for each group separately.  In the case where 
additional Korean source income is received after the submission of this Report, a new Report shall be prepared and 
submitted in any one of the following cases:     

   ) If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changes its name, address, country of residence, entity type, telephone number or tax 
rate to be applied, etc.;  

   ) If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which was initially reported as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has 
lost such status as a result of not satisfying the relevant requirements such as regarding number of investors; or 

) If thre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submission of this Report. 
2. Items 1  and 17 . Enter the full English name of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r the initials of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with its full name in parentheses. 
3. Items 2  and 18  If the representative is a foreigner; enter his/her full English name as shown in his/her passport. 
4. Items 3  and 19 . Enter the date of establishmen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n the following format: YYYY-MM-DD. 
5. Items 4  and 20 . Enter current telephone number including the country code and area code, if any. 
6. Items 5  and 21 . Enter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address in English in the following order: street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Please do not enter a PO Box. 
7. Items 6 , 7 , 22  and 23 .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8. Item 8 . Enter the relevant foreign statutory provisions in English which requires that the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shall be registered with or approv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tax treaty partner country.  
9. Item 9 . Enter the English nam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tax treaty partner country and has jurisdiction 

over the registration or approval thereof. 
10. Items 10  and 24 . Check the applicable type of entity.  Check “Partnership” if the investment vehicle is a corporation but is 

subject to partnership taxation in its country of residence under which its shareholders or investors are directly subject to tax 
liability.  If the investment vehicle is not a corporation, fund or partnership, check “Other” and specify the type in 
parentheses.   

11. Section 1-2. Enter the relevant information by classifying beneficial owners by each country of residence.  If, however, it is 
considerably difficult to classify the beneficial owners by each country at the time of submitting this Report, the Section 1-2 
can be prepared and submitted using the information as at the end of the preceding quarter from which this Report is 
submitted.  

12. Item 11 . Enter country abbreviations as determined by the ISO or ‘ZZ’ if the residence country of the beneficial owner is not 
identifiable.  If the investor is othe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enter the name of such overseas investment vehicle as 
indicated in the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received from such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nstead of classifying 
the beneficial owners behind such overseas investment vehicle by each residence country, and enter “1” for the number of 
beneficial owners.  Please prepare separate attachment if the space given in the form is insufficient for the number of 
countries of residence of beneficial owners.   

13. Item 15 . Enter the applicabl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country in which the beneficial 
owner resides.  If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does not include local income surtax, enter a tax rate reflect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89(1) of the Local Tax Law.  However, if there is no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country in which 
the beneficial owner resides or the beneficial owner’s residence country is unidentifiable, please enter a tax rate of Article 
156(1) of the PITL or Article 98(1) of the CTL reflect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89(1) of the Local Tax Law.  If the 
investors include othe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enter the sum in the column of 8  Tax Rates or 9  Total on the 
Schedule of Beneficial Owners as attached to the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received from such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n case of a public oversea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the sum of tax rates applicable to each type of 
income as recorded in the column of  Tax Rate To Be Applied on the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14. Item 16 , Enter the sum of Total Investment Amount and Number of Beneficial Owners.  For the sum of  Tax 
Rate To Be Applied of each income type, please enter the sum of the applicable tax rates for each country multiplied by the 
investment ratio of each country (including, if the investors include othe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e tax rate applicable 
to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multiplied by the investment ratio thereof).  The sum in the column of  Investment 
Ratios shall always equal to 100%.     

15. If the sum in the column of Total Investment Ratios or Tax Rate To Be Applied is an indefinite decimal, please 
indicate the ratio or tax rate as a percentage which is rounded up to the nearest ten thousandth place (e.g., XX.XXXX%).  

16. Items 25  through 28  should be completed when an attorney-in-fact submits this Report on behalf of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An attorney-in-fact other than a tax administrator under Article 82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is required to 
submit the Power of Attorney together with a Korean translation.  

17. The withholding agent o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who received this Report (including any attachments thereto) is 
required to maintain it for five years starting from the day following the withholding tax payment due date under Article 
156(1) of the PITL or Article 98(1) of the CTL and submit it upon request to the Chief of the distric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tax payment place of the withhold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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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Annex to Form No. 29-13] 

(Front) 
(Unit: %)

 
Classification 

 
No.  Name  Address 

 Country 
of 

Residence 

 Tax Rate 
To Be Applied 

 Investment 
Ratio 

 Tax 
Rate 

(  × )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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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Instruction 
 
1. This Schedule shall be prepared and submitted by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for each type of income and attached to the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f a Korean source income is paid through such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n 
this regard, if the beneficial owners include both non-resident individuals and foreign corporations, this Schedule shall be 
prepared on a combined basis and not for each group separately, and separate attachment may be prepared in same format if 
the space provided in the Form is insufficient for the number of beneficial owners of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2. Item 1 . Mark “V” if the investor i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and mark “BO” if the investor is a beneficial owner.  If 

the investors of the subject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nclude both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and beneficial owners, 
please list beneficial owners first and then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3. Item 2 . Enter a serial number for each group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and beneficial owners. 
 
4. Item 3 . Enter the full English name of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r the initials of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with its full name in parentheses. 
 
5. Item 4 . Enter the address in English in the following order: street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Please do not enter a PO Box. 
 
6. Item 5 . Enter country abbreviations as determined by the ISO or ‘ZZ’ if the residence country of the beneficial owner is not 

identifiable. 
 
7. Item 6 . Enter the applicabl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country in which the beneficial 

owner resides.  If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does not include local income surtax, please enter a tax rate 
reflect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89(1) of the Local Tax Law.  However, if there is no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country in which the beneficial owner resides or the beneficial owner’s residence country is unidentifiable, please enter a tax 
rate of Article 156(1) of the PITL or Article 98(1) of the CTL reflect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89(1) of the Local Tax Law.  
If the investors include othe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enter the sum in the column of 8  Tax Rates or 9  Total on the 
Schedule of Beneficial Owners as attached to the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received from such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n case of a public oversea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enter the sum of tax rates applicable to each 
type of income as recorded in the column of  Tax Rate To Be Applied on the Report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received from such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8. Item 7 . Enter the investment ratio of each beneficial owner or othe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nvesting in the subject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e sum of such investment ratios shall always equal to 100%. 
 
9. Item 8 . Enter the tax rate which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6  Tax Rate To Be Applied multiplied by 7  Investment 

Ratio for each beneficial owner o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10. Item 9 . Enter the sum of Tax Rates applicable to each respective beneficial owners and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If 7  

Investment ratio, 8  Tax Rate, or 9  Sum of Tax Rates is an indefinite decimal, please indicate the ratio or tax rate as a 
percentage which is rounded up to the nearest ten thousandth place (e.g., XX.XXXX%). 
 

11. The withholding agent o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who received this Schedule is required to maintain it for five years 
starting from the day following the withholding tax payment due date under Article 156(1) of the PITL and Article 98(1) of 
the CTL and submit it upon request to the Chief of the distric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tax payment place of the 
withholding agent. 

 
 
 
 
 
 
 
 
 
 
 
 

 
 
 



7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해설

 �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Annex to Form No. 29-14]  

(Front)

Filing No. 
 

Filing Date 
 

Processing Period: 6 months 
 

 

Applicant 

 Name  Date of Birth 

 Taxpayer ID No.  Telephone No. in Korea 

 Country of Residence  Country Code 

 Address 
 

Attorney-in-
Fact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Telephone No. 

 Address 
 

Withholding 
Agent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Taxpayer ID No.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elephone No. 

 Location 
 

Contents of Request  

The Applicant hereby submits a Request for Tax Refund by Application of Reduced Tax Rate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156-6(4)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Date:  
                                     Applicant                              (Signature or Seal) 
                                     Attorney-in-Fact                         (Signature or Seal) 
 To:  Chief of [             ] District Tax Office 

 

 Attachment 

 
1.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under Article 207-8(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PITL-ED”) 
2.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l owner’s country 

of residence 
3. If a certificate of residence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cannot be obtained: 

(1) A copy of passport or other identification or government-issued documents verifying 
the name and address  

(2) A pension, fund o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falling under any one of the items 
under Article 207-8(5) of the PITL-ED:  Documents substantiating the relevant 
facts  

(3) Government institution or others: Government-issued documents verifying the 
substance of the investor or any other equivalent documents 

 

Handling 
Fe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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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Instruction 
 

1. This Form shall be submitted by a beneficial owner, if the beneficial owner, to whom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applicable 
tax treaty was not initially applied, wishes to request for a tax refund by applying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2. Item . Enter the Applicant’s name in English.  In case of a foreigner, enter his/her full English name as shown in his/her 

passport.  
 
3. Item . If a non-resident individual enters passport number, etc. in the absence of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egistration 

number, o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the non-resident individual should enter the date of birth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4. Complete Items  and  by referring to the below table. 
 

 Classification Identification Number 

(1) Principl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Taxpayer ID No. issued by Korean tax authority 

(2) In the absence of (1)

[For individual] Registration number under the Report of Domestic Residence (for a Korean 
national residing overseas or a Korean with foreign nationality),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under the Foreign Registration Card (for a foreigner) or passport number in the
absence of the former two 

(3) 
 In the absence of 
 (1) and (2)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from the certificate of investment registration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n the country of residence 

 
 
5. Item  Enter current telephone number including the country code and area code, if any. 
 
6. Items  and .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7. Item . Enter the address in English in the following order: street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Please do not enter a PO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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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Form No. 72-2]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  ]. (Front)

Filing No. 
 

Filing Date
 

1. Applicant Information 

 Type of Entity 
[  ] Corporation, [  ] Pension, [  ] Fund, 
[  ] Overseas investment vehicle recognized as beneficial owner under tax treaty   

(Relevant tax treaty provisions:                    ) 
[  ] Other (                                        ) 

 Name of Corporation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Country of 
Residence  

 Taxpayer Identification No.   Country Code  

 Date of Incorporation   Telephone 
Number  

2. Claim of Applicable Tax Treaty Provisions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     Type of Income       Tax Rate    %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     Type of Income       Tax Rate    %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     Type of Income       Tax Rate    %

3. Determination of Beneficial Owner 
 A pension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a tax treaty partner country, which are equivalent to the Korean National Pension Act,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med Forces Personnel Act, Pension for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ct, and Guarantee of Workers' Retirement 
Benefits Act, etc.: Yes [  ]  No [  ] 

 A fund that is established as a non-profit organization under the laws of a tax treaty partner country, which does not distribute its profits to 
its members: Yes [  ]  No [  ]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recognized as beneficial owner under the tax treaty between Korean and the country in which it is 
incorporated: Yes [  ]  No [  ] 

 Is the corporation liable to tax under the tax laws of the country of residence?: Yes [  ]  No [  ] 

 Is the corporation a beneficial owner of domestic source income?: Yes [  ]  No [  ] 

16  Is the Applicant or its incom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its country of residence that deny (restrict) tax 
treaty benefits? Yes [  ]  No [  ] 
The Applicant hereby confirms that with regard to submitting this Application pursuant to Article 98-6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CITL") and Article 138-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ITL ("ED-CITL"), the Applicant is clearly aware of the followings provided 
below that there is no false statement in the contents of this Application, and that the Applicant is the beneficial owner (or attorney-in-fact 
authorized to sign this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beneficial owner) of all the domestic source income which this application relates.  

1) The Applicant is aware that if any of the contents of this Application is different from true facts,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under this 
Application may be less than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that shall be withhel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2) The Applicant is aware that if it answers “Yes” to any one of  through  above satisfying the requirements thereof, the withholding 
agent shall apply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country in which the relevant pension, etc. is 
established. 

3) The Applicant is aware that if it answers “No” to any one of  and  or “Yes” to 16  above,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country of the Applicant’s residence shall not apply.  

         Date 

                       Applicant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To. 0                            
 

 Attachment:  Documents substantiating the fact that the Applicant falls under any of the categories  through  
 

Attorney-in-Fact 
 

17  Type  
[  ] Tax Administrator  
[  ] Other 

18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19  Taxpayer ID No. (Resident Registration No.) 
 
 

20  Address 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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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lliinngg  IInnssttrruuccttiioonn 
 

 The filing date is the date on which the withholding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as received from the beneficial owner and the filing
number is the serial number assigned to such filing.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by a foreign corporation which wishes to apply a reduced tax rate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applicable to its Korean source income, and this form shall not be submitted by a foreign corporation which is exempt from Korean 
withholding tax pursuant to the relevant tax treaty.  In the case where the Applicant receives additional Korean source income after the 
submission of this Application whereby a reduced tax rate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was applied to the previous Korean source 
income,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prepare and file a new application if there is any change in its corporate name, representative, 
taxpayer ID No., address, country of residence and telephone number, etc., or if thre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submission of this 
Application. 

 
2. Item . Check the appropriate type of entity that applies.  If the Applicant is a pension, fund o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falling 

under any one of the Items under Article 138-7(5) of the ED-CITL, check the appropriate [space].  Also, enter the relevant tax treaty 
provisions in the parentheses in the case of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For other types of Applicants such as a government, local 
government or central bank, etc., select “Other” and specify the type in parentheses.     

 
3. Item . Enter the Applicant’s full name in English. 
 
4. Item . If the representative is a foreigner; enter his/her full English name as shown in his/her passport. 
 
5. Item . Enter the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from the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n the absence of such number, enter the 

Applicant’s taxpayer ID No. issued by the tax authority of its residence country (enter the Applicant’s Korean taxpayer ID No. if it is 
issued by the district tax office).   

 
6. Item . Enter the Applicant’s date of incorporation in the following format: YYYY-MM-DD. 
 
7. Item . Enter the Applicant’s address in English in the following order:  street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Do not enter a PO Box.  
 
8. Items  and .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9. Item . Enter current telephone number including the country code and area code, if any. 
  
10. Item . Enter the tax treaty and relevant provisions therein to be applied, type of relevant Korean source income and reduced tax rate. 

If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does not include local income surtax, enter a tax rate reflect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89(1) of the Local Tax Law.   

 
11. If the Applicant answers “Yes” to any one of  through  satisfying the requirement thereof,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i.e., the pension, fund o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etc) is established shall 
be applied.   

 
12. If the Applicant answers “No” to any one of  and ,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shall not apply. 
 
13. For Item 16 , confirm whether or not the Applicant or its income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its

country of residence which deny (restrict) the tax treaty benefits.  If checked “Yes,” the Applicant shall not be entitled to the reduced 
tax treaty under the tax treaty. 

  
14. Items 17  through 20  should be completed when an attorney-in-fact submits this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An 

attorney-in-fact other than a tax administrator under Article 82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is required to submit the Power of 
Attorney together with a Korean translation. 

 
15. The withholding agent o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who received this Appl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thereto) is required to

maintain it for five years starting from the day following the withholding tax payment due date under Article 98(1) of the CITL and
submit it upon request to the Chief of the distric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tax payment place of the withhold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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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Form No. 72-3]  

(Front)

Filing No. 
 

Filing Date 
 

Processing Period: 6 months 
 

 

Applicant 

 Name  Name of Representative 

 Taxpayer ID No.  Telephone No. in Korea 

 Country of Residence  Country Code 

 Address 
 

Attorney-in-
Fact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Telephone No. 

 Address 
 

Withholding 
Agent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Taxpayer ID No.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elephone No. 

 Location 
 

Contents of Request  

The Applicant hereby submits a Request for Tax Refund by Application of Reduced Tax Rate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98-6(4)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pplicant                              (Signature or Seal) 
                                      Attorney-in-Fact                        (Signature or Seal) 
 To:  Chief of [             ] District Tax Office 

 

 Attachment 

 
4.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under Article 138-7(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Law (“CITL-ED”) 
5.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l owner’s country 

of residence 
6. If a certificate of residence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cannot be obtained: 

(4) Documents issued by government of resident country similar to certificate of 
company registry which verifies name and address of company  

(5) A pension, fund o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falling under any one of the items 
under Article 138-7(5) of the CITL-ED:  Documents substantiating the relevant 
facts  

(6) Government institution or others: Government-issued documents verifying the 
substance of the investor or any other equivalent documents 

 

Handling 
Fe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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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Instruction 
 

8. This Form shall be submitted by a beneficial owner, if the beneficial owner, to whom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applicable 
tax treaty was not initially applied, wishes to request for a tax refund by applying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9. Item . Enter the Applicant’s full name in English or initials with its full name in parentheses 
 
10. Item . If the representative is a foreigner; please enter his/h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11. Items  and . Enter the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from the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n the absence of such 

number, enter the Applicant’s taxpayer ID No. issued by the tax authority of its residence country (enter the Applicant’s
Korean taxpayer ID No. if it is issued by the district tax office).  

 
12. Item  Enter current telephone number including the country code and area code, if any. 
 
13. Items  and .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4. Item . Enter the address in English in the following order: street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Please do not enter a PO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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