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투자등록 및 취득한도 제도 안내  

(증권감독국 시장감독팀)  

   
�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안내

 

1.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의미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이 시장들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증권업감독규정 §7-10)  
 

 □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를 증권회사에 제시함으로써 상장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내국민대우외국인*인 경우에는 내국민대우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투자등록이 면제됩니다.  
 

     *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  

 

2. 투자등록을 해야 하는 외국인  
     



 □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IMF, IBRD, ADB, IFC 등),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입니다. (감독규정 §7-5, 증권거래법 §2????)  
 

  ◦ 해외 영주권자, 국내에 6 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내국인이 세운 외국법인(현지법인)은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3. 투자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감독규정 §7-10�)  

 

 □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장외에서 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 ․처분할 때는 장외거래가 허용되나, 

유가증권 양수도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외 유가증권 양수도 신고서 양식 ‣ [붙임 3] 참조  

 

 □ 기타 투자등록 면제사유 (감독규정 §7-19)  
 

  ◦ 내국민 대우 외국인  
 



  ◦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중 해외에서 

판매되는 채권을 외국인이 취득시  
 

  ◦ 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투자시  

 

4. 투자등록이 거부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투자등록의 거부 (감독규정 §7-11�)  
 

  ◦ 투자등록 신청서류의 심사 후 다음의 부적격 사유가 판명된 

경우에는 투자등록이 거부됩니다.  
 

    -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  
 

    - 투자등록을 취소당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이중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  

 □ 투자등록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감독규정 §7-11�)  

 

  ◦ 투자등록 이후 투자등록 거부 사유 발각시  
   

  ◦ 증권업감독규정 및 기타 감독원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외국인이 투자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유가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투자등록의 특례 (세칙 §7-5)  

 

 □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등록이 가능한 경우  

 

  ◦ 국내 증권사의 해외현지영업점  
 

  ◦ 일본투자자의유가증권자금등송금관련통첩이 정한 일본에 

소재하는 증권회사  
 

  ◦ 외국금융기관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투자등록을 한 때(투자등록시 그 

사유를 부기)  
 

  ◦ 증권회사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매매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경우  

 

□ 해외예탁기관이 자신의 투자를 위한 투자등록과는 별도로 DR발행과 

관련된 원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등록을 할 때에는 

자기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등록과 별도로 예탁증서의 원주별로 

투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투자등록의 특례규정에 의해 별도의 투자등록 신청시는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  
 

 □ 개인적으로 투자할 경우  
 

  ◦ 금융감독원의 투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약도 

‣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확인에 필요한 공적서류  

개  인   당해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 등으로 성명,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 

외국법인 

설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적 규제감독기관이 발급한

것(설립증명서, 일명 COI)으로서 법인 등의 명칭, 설립

년월일, 발급기관명,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기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 투자등록신청서 양식 ‣ [붙임 4] 참조  

 

 □ 상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 상임대리인이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위임장이나 상임대리인 계약서 

포함)등을 첨부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금융감독원에 송부하면 

우리원이 투자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상임대리인이란?  
  

·증권업감독규정 제 7-16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가증권 매매

시에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는 본인을 위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권리행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선임가능한 상임대리인은 증권예탁결제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보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1]  

외국인 투자등록 업무 전면 전산화(2007.6.1)

  

 □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또는 상임대리인이 직접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투자등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 3～4일 경과 후 투자등록증이 발부되면 이를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하였음 
  

  ◦ 투자등록증 발급에 4일 정도가 소요되어 투자기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이 있었음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7. 6. 1.부터 가동 
  

  ◦ 동 시스템은 금융기관(외국인의 상임대리인)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송부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자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방식임 

    

 □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로 투자등록증(연간 

2,000 여건) 발급소요 기간이 현행 4 일에서 최단 

4 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외국인의 

적기 계좌개설 및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투자등록을 위한 방문불편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등록사항 변경 및 취소(연간 300 여건)도 동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게 되어 
  



   → 외국인 주식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외국인의 국내 상장 유가증권 투자 절차 등
  

□ 투자등록 절차 

  
〈전산화 전〉 
  
  
  
  
  
  
  
  
  
  
  

     * 외국인 한도관리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전산시스템 

      (외국인 지분율 등의 정보 제공) 

  



〈전산화 후〉 

  
    *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의 작성에서 제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One Stop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료입수시스템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06.8월 도입 

상임대리인의 본인확인 등 관련 유의사항
  

 □ 전산화를 통해 새롭게 변경된 투자등록증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상임대리인은 외국인에 대한 본인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대리인은 본인확인증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Certified True Copy)이 기재된* 본인확인

서류 사본을 외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할 것 
  

    * 원본대조필을 기재하는 주체는 현지 보관기관(Global 



Custodian), 자산운용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수탁회사(Trustee Company), 공증인(Notary Public)일 것
  

  ◦ 상임대리인은 직접대면 또는 우편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본인확인 서류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이 된 사본을 받아 보관할

것(모사전송기(FAX)를 통한 사본은 제외) 
  

  ◦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도

원본대조필이 된 사본을 첨부할 것 
  

 □ 상임대리인이 투자등록신청서상의 법인 주소,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거나 현지 보관기관과

협력하여 동 법인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할 것 
  

  ◦ 여권, 법인설립허가서의 위조 및 도용,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허위기재 및 중요사항의 누락이

없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 
  

  ◦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상임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서를 작성․보관할 것  
  

  ◦ 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투자자 본인과 본국 주무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할 것 



7. 매매거래 및 계좌개설내역의 보고  

 

 □ 증권회사는 본인의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내역(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처분내역 포함) 및 

계좌개설내역(주식옵션의 주식결제용 계좌개설내역 포함)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칙 §7-13�)  

2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제도

 

1.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제도의 의미  
     

 □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 법인 중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적 법인*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주식**에 대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두는 제도입니다. (증권거래법 

§199�)  
 

     * 한국전력만 해당  

    ** 한국가스공사, KT 등 23개 종목(2007.6.30.현재)  

 

□ 현재 공공적 법인에 대하여는 외국인 전체의 취득한도를 40%로, 1인 

취득한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따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7-6)  

 

□ 외국인 투자자는 공공적 법인(한국전력)의 경우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 외의 23개 종목은 예외 인정 안됨)  
 

   � 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주식예탁증서 및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  

   � 내국민대우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기타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2]  

외국인 취득한도 관리종목
  

2007.5.31. 기준                                                        (단위 : %)

???? ?? ?? ??? ?? ?????? ?????



????? 

(?203?) 
40 - - 3 ???? - 

?? 

?? 
49 - - -

?????

KT 

SK????

??????
???????

(?6?) 
?? 

?? 
49 - - -

SK???

KTF

?????

LG???

??????? 

(?18?, ?19?) 
- 15 30 - ?????? - 

0 - - - SBS YTN

??? 

(?14?) 49 - - - ????

CJ???

GS???

??? 

??? 

????????

???? 

????TV

???(?13?) 30 - - - - 
?????

?????21

??? 

(?6?) 
49.99 - - - ???? ??????

? ?? ? 24 10 14 
 

2. 시장집중의무 및 그 예외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시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87의 2�)  



 

  ◦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을 한 

경우에는 장외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감독규정 §7-8�)  

 

   �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 감독규정 제 7-6조 제 2항 제 5호 내지 제 10호  

   � 증권거래법 제 191조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증권거래법 제 21조상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의 

매매거래(거래상대방은 증권회사)  

   � 감독규정 제 7-6조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종목의 외국인간 

매매거래(증권회사가 중개)  

     - 다만, 다음의 경우 외국인간 매매거래 불가  

       ·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지위에서 

취득한 주식  

       · 감독규정 제 7-6조 제 6항에 의한 취득한도 초과분의 매도  

   � 주식예탁증서 또는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취득  

   �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매출되는 

원주의 취득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 증권회사를 매매상대방으로 하거나 증권회사의 중개에 의한 

상장채권의 매매거래  

   ???? 상장수익증권의 매매거래  

   ???? 예탁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회사의 중개에 의한 대차거래  

      (다만, 제 7-6조제 1항 및 제 3항의 취득한도가 적용되는 종목은 

외국인간의 대차거래에 한한다.)  

   ????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를 통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로 인한 처분 및 취득  

   ????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 방식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유가증권의 취득  

 □ 투자자집단을 위해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증권회사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매매 

다음 날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감독규정 §7-8�)  

 

  ◦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매매거래 전에 당해 

증권회사에 신고한 자에 한합니다.  

 

  ◦ 증권회사는 투자운용자와 당해 투자자집단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예: 거래량가중평균가격)에 의해 투자자집단에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식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 증권회사는 투자자집단내 외국인간 유가증권 매매거래 배분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3   장외양수도 신고제도

 

 □ 장외양수도 신고 의무  

 

   ◦ 외국인이 「증권업감독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을 양수 ․ 양도한 때에는 그 내역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또는 「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 

<별지 제 12 호 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세칙 §7-3�)  

 

   ◦ 외국인이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칙 §7-3�)  

 

     �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을 참조하십시오.  

[붙임 1]  
 

외국인 투자관리제도 관련 신고의무 현황  

 

사     유 신고 대리 관련규정 비고 



의무자신고자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감독규정 제7-8조 1항 4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 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의 매매거래 (감독규정 제7-8조 1항 5호) 

․감독규정 제 7-6조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종목의

외국인간 매매거래 (감독규정 제7-8조 1항 6호) 

․주식예탁증서 또는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 취득 (감독규정 제7-8조 1항 7호) 

․증권회사를 매매상대방으로 하거나 증권회사의 중개에

의한 상장채권의 매매거래 (감독규정 제7-8조 1항 10호)

․예탁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회사의 중개에 의한

대차거래 (감독규정 제7-8조 1항 12호)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유가증권의 취득

(감독규정 제7-8조 1항 16호) 

  

외국인

  

증권회사 
예탁원 
증권금융 

  

시행세칙 
제7-3조 
1항 1호 

  

FIMS 

․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감독규정 제7-8조 1항 1호) 

․해외증권(국내 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서, 

유통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 및 증서)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7-8조 1항 2호)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7-8조 1항 2호) 

  

외국인

  

상임대리인

  

시행세칙 
제7-3조 
1항 2호 

  

장외양수도

신고서 
(별지 12호)

 

사     유 신고 대리 관련규정 비고 



의무자신고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7-8조 1항 2호) 

․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7-

8조 1항 2호)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7-8조 1항 2호) 

․기타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7-8조 1항 2호) 

․ 증권거래법 제 191 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 (감독규정

제7-8조 1항 3호)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 

매출되는 원주의 취득 (감독규정 제7-8조 1항 8호)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 방식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감독규정 제7-8조 1항 15호) 

  

외국인

  

상임대리인

  

시행세칙 
제7-3조 
1항 2호 

  

장외양수도

신고서 
(별지 12호)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에 의하여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예탁원 

시행세칙 
제7-3조 
2항 1호 

FIMS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모집, 매출하는 주식을

청약의 방법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주관회사 

시행세칙 
제7-3조 
2항 2호 

FIMS 

․기타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예, 제3자배정)   외국인상임대리인
시행세칙 
제7-3조 
2항 3호 

장외양수도

신고서 
(별지 12호)

․외국인은 본인의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내역 및 계좌개설내역 
외국인   

시행세칙 
제7-13조 

1항 
FIMS 

․ 익월 15 일까지 당해 금융기관에서의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종류별 매매상황 보고 
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증권협회 
종금협회 

시행세칙 
제7-13조 

(별지 15호)



2항 

 

사     유 
신고

의무자

대리 

신고자 
관련규정 비고

․익월 15일까지 외국인의 유가증권 보관현황  보고 보관기관 
은행연합회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시행세칙 
제7-13조 

3항 

(별지 

15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 및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상장법인   
시행세칙 
제7-13조 

4항 

(별지 

16호)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각으로 당해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 

외국인 증권회사 
시행세칙 
제7-13조 
5항 1호 

(별지 

17호)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의 양수·양도로

당해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 

외국인 상장법인 
시행세칙 
제7-13조 
5항 2호 

(별지 

17호)

․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직접투자현황 
외국인 상장법인 

시행세칙 
제7-13조 
5항 3호 

(별지 

17호)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법인은 그 내용 
상장법인   

시행세칙 
제7-13조 

6항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외국인의 유가증권 보관현황

일괄 보고 
외국인 보관기관 

시행세칙 
제7-13조 

7항 

(별지 

18호)

․ 매분기 다음달 20 일까지 주식예탁증서 및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잔고 보고, 예탁계약 또는

보관계약의 체결, 갱신 및 해지 

해외 

예탁기관 
  

시행세칙 
제7-13조 

8항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예탁원   

시행세칙 
제7-13조 

9항 

(별지 

21호)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당월중 시장간

주식이동현황 

․매분기 종료후 10 일이내에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 
외국인 상임대리인 

시행세칙 
제7-13조 

10항 

(별지 

19호)

 

 

 

[붙임 2]  

외국인 투자 관련 조문(영문)  
 

 

□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rticle 203 (Restrictions on Acquisition of Securities by Foreigners)  

 (1) Acquisition of securities by a foreigner or foreign corporation, etc. may be restricte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idential Decree.  

 (2) With respect to an acquisition of stocks of a public corporation by a foreigner or 

foreign corporation, etc., it may be restricted separately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public corporation in addition to a 

restri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3) Any person who has acquired stocks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r (2), may not exercise his voting rights to the stocks,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may order a correction to the person who acquired 

stocks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r (2).  

 

□ ENFORCEMENT DECREE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rticle 87-2 (Restrictions on Acquisition of Securities by Foreigners or Foreign 

Corporations, etc.)  

 (1) Deleted.  

 (2) Where a foreigner (referring to an individual who does not have domicile or 

residence in Korea for six months or mor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a 

foreign corporation, etc. acquires securities under Article 203 (1) of the Act,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may impose a necessary restriction on types 

of such securities and limits by category of business or item.  

 (3) When a foreigner or a foreign corporation, etc. intends to make a transaction in 

listed securities or KOSDAQ-listed securities, such a transaction shall be made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KOSDAQ market: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approv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4) Where a foreigner or a foreign corporation, etc. makes a transaction in securities 

through a securities company, such a securities company shall report the 

contents of such transaction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SECURITIES BUSINESS  
 

§7-5. Purpose  

 (1) The purpose of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is to prescribe the matters necessary 

for the securities trading by foreigners pursuant to Article 203 of the Act and 

Article 87-2 of the Decree .  

 (2) The terms used in this Chapter shall have the same meanings given to them in the 

following :  

  1. The term "foreigner" refers to an individual who holds foreign nationality, having 

neither his address nor place of abode for more than six months in Korea, and a 

foreign corporation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16) of the Act.  

  2. The term "foreigner under national treatment" refers to any foreigner in the 

following. However, non-residents falling under Article 10 paragraph (2) 

subparagraphs 1, 2 and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shall be excluded :  



      a. Any person who works in domestic business office or other representative office 

or who engages in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and  

      b. Any foreign corporation whose main office is located in Korea; or domestic 

branch, liaison office, sub branch or any form of office of a foreign 

corporation.  

  3. The term "direct investment" means that any foreigner owns stocks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 4 item a of the Act on Promotion of Foreigners' 

Investment.  

  4. The term "stock investment" refers to the acquisition of any stock by the method 

other than the direct investment by foreigners.  

  5. The term "DR" refers to a receipt for the new stocks and treasury stocks of a 

domestic corporation held in Korea as underlying securities, which is issued by 

an overseas depository institution in a foreign country  

  6. The term "DR of trading stock" refers to a receipt for the stocks in trading issued by 

a domestic corporation held in Korea as underlying securities, which is issued by 

an overseas depository institution in a foreign country.  

  7. The term "overseas securities" refers to convertible bonds, bonds with warrant, 

exchangeable bonds, DRs, DRs of trading stock, and other documents or 

certificates similar thereto.  

  8. The term "financial institution" refers to any institu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38 

of the Act on Establishment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9. "Investment group" means foreigners (limited to foreign juridical persons) who 

manage multiple investments for foreigners in accordance with statutes or 

contracts.  

  10. Other terms used herein this Chapter shall be governed by the stipulations of the 

Act, the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s.  

§7-6. Acquisition Limit  

 (1) No foreigner shall acquire the stocks of public corporations pursuant to Article 199 

paragraph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corporation") for his 

own account, regardless of the title thereof, in excess of the acquisition limit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1. Acquisition limit by issue per foreigner: the limit prescrib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concerned ; and  

  2. Acquisition limit by issue for all foreigners: 40/100 of the total issued shares of such issue.  

 (2) Any foreigner ma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cquire the stocks of public 

corporations in excess of the acquisition limits under paragraph (1) :  

  1. Cases where any foreigner acquires stocks by direct investment;  

  2. Cases where any overseas depository institution acquires underlying stocks in 

relation to the issuance of DRs or DRs of trading stock;  

  3. Cases where any Korean national becomes a foreigner;  

  4. Cases where any foreigner under national treatment loses his qualification for national treatment;  

  5. Cases where any owner of overseas securities acquires stocks through the exercise of rights;  

  6. Cases where any owner of convertible bonds, bonds with warrant, and exchangeable 

bonds acquires stocks through the exercise of rights;  

  7. Cases where any foreigner acquires stocks through the exercise of rights as a 

shareholder;  

  8. Cases where any foreigner acquires stocks through inheritance, gift, or testamentary 

gift;  

  9. Cases where any foreign corporation acquires stocks by merger;  

  10. Other cases deemed by the Governor, which are unavoidable, such as exercise of rights, etc,  

 (3) In case other statutes otherwise restrict the acquisition of stocks by foreigners, such 

acquisition shall be governed by such statutes.  

 (4) The FSC may, when it deems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or for the 

stabilization of securities market and industrial policy, otherwise determine the 

acquisition limit by industry sector or issue.  

 (5) No foreigner shall acquire, by the method of trade, bonds with warrants of the issue 

whose acquisition limit pursuant to the provisions under paragraph s(1). and (3) 

is fully utilized as of the acquisition date.  

 (6) Any foreigner who has acquired voting stocks in excess of the acquisition limit per 

foreign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under paragraph (2)3 through 10 shall sell 

such excess port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acquisition date.  



 

§7-6-2 Ceiling on Acquisition Pertaining to Stock Option  

 (1) A foreigner may exceed acquisition limit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6 paragraphs (1) and (3) to the extent stocks are acquired by exercise of call 

option or put option allocation, at which time the foreigner shall dispose of the 

excess until the next day (or the next business day if holiday; the same 

hereinafter) after exercising the stock option. Where the foreigner does not 

dispose of the excess until ten minutes before the closing of the KSE, securities 

company shall dispose of the excess through a competitive auction under 

uniform price after the KSE is closed.  

 (2) Where a foreigner becomes applicable under paragraph (1), securities company 

shall calculate and notify the foreigner of the amount to be disposed of by 

person under the following formula without delay.  

     Amount of disposition by category and foreigner = Number of stocks acquired by 

exercise of call option or put option allocation × Required foreigner disposition 

ratio  

     In this case, disposition volume by category and foreigner shall be rounded off by 

the unit of minimum market transaction.  

 (3) Required foreigner disposition ratio of the formula under paragraph (2) refers to the 

figures disclosed by the Governor on the date of exercise of stock option calculated by category.  

     Required foreigner disposition ratio = [ Number of shares acquired by exercise of 

call option or put option allocation  Marginal quantity of overall ceiling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category concerned [ Calculated figures with the 

exclusion of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stocks as a result of exercise of stock 

option or rights allocation after the closure of the KSE on the date of exercise of 

stock option] ] ÷ Number of shares acquired by exercise of call option or put 

option allocation for the category concerned.  

     In this case, required foreigner disposition ratio shall be rounded to the fifth decimal point.  



 (4) A foreigner may not acquire the issues concerned through the electronic over- the-

counter securities brokerage company before the required foreigner disposition ratios are 

disclosed on the date of exercise of stock op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under Article 3.  

 (5) A foreigner may, where he or she shall deliver shares due to exercise of call option 

or put option allocation, acquire stocks until the day after the exercise of equity 

op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6 paragraphs (1) and (3).  

 (6) Where a foreigner becomes applicable under paragraph (1), securities company 

shall confirm the foreigner's excess holding without delay, and shall conclude 

agreement with the foreigner before initiating stock option transactions, 

expressly allowing disposition of the excess by the securities company.  

§7-6-3. Ceiling Pertinent to Exchange Traded Fund(beneficiary certificate type) or 

Exchange Traded Fund(mutual fund type) <Added October 2, 2002>  

 (1) A securities company shall deliver details of an application for the creation of, or 

redemption for, Exchange Traded Fund via stock baskets to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on the day it is made by foreigner, and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in turn shall immediately gather and report it to the 

Governor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electronically 

operated and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foreigners' investment in the listed 

securities and KOSDAQ registered securities of which is consigned by the 

Governor to the Korea Securities Computer Corporation).  

 (2) In the acquisition of stocks by the redemption of Exchange Traded Fund, a 

foreigner may exceed the ceiling placed on the acquisi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6 paragraphs (1) and (3), whereby the securities 

company in receipt of the request for redemption from the foreigner shall 

dispose of the stocks in excess of the ceiling on the date of the redemption (o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stock baskets; the same hereinafter).  

 (3) Where a foreigner is applicable under the latter provisions of paragraph (2), the 

securities company shall calculate the traded volumes that shall be disposed of 

by foreigner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formula and report immediately 

to the foreigner on the results;  



     [Disposed volume by foreigner = (Number of stocks acquired by redemption of 

Exchange Traded Fund by foreigner) x (Required disposition ratio by 

foreigner)]  

     The disposed volume by foreigner shall be rounded off at the minimum trading 

volume of the stock market.  

 (4) The required disposition ratio by foreigner under the formula provided under 

paragraph (3) means the figure resulting from the calculation by the following 

formula and disclosed on the date of redemption by the Governor;  

     [Required disposition ratio by foreigner = [(Stock volume acquired by redemption of 

Exchange Traded Fund by foreigner) - (Stock volume for the creation of 

Exchange Traded Fund for which stocks are paid by foreigner) - (Reserve for 

stock investment by foreigner [Volume calculated in view the stocks acquired 

after the closing of the KSE and OTC intermediaries (including trading after 

hours) on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redemption for Exchange Traded 

Fund])] / [Stock volume acquired by redemption of Exchange Traded Fund by 

foreigner]]  

     The required disposition ratio by foreigner shall be rounded off to the 6th decimal 

point.  

 (5) The securities company shall conclude an agreement on the availability of willful disposition of the 

stocks in excess of the ceiling on the acquisition as stipulated under paragraph 

(2) with the foreigner at the time the redemption for Exchange Traded Fund is 

made.  

§7-7. Administration of Acquisition Limit  

     The method of calculating acquisition limit pursuant to Article 7-6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on of such limit shall be determined by the 

Governor.  

 

§7-8. Restrictions on Securities Trading  

 (1) Every foreigner shall, when intending to trade listed or registered securities, trade 

them through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KOSDAQ market. However, these 

provisions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Acquisition of stocks by direct investment and disposal thereof;  

  2. Acquisition of stocks pursuant to Article 7-6 paragraph (2) subparagraphs 5 to 10;  

  3. Disposition by the exercise of dissenter's rights pursuant to Article 191 of the Act;  

  4. Disposition by the subscription to the tender offer pursuant to Article 21 of the Act;  

  5. Trading of listed stocks below the trading unit stipulated in the Business Regulation 

of the KSE;  

  6. Trading of the issue whose trading reaches or exceeds the acquisition limit by issue 

for all foreigners in the case of listed or registered stock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 paragraphs (1) and (3). However, the trading between foreigners 

shall be prohibit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Stocks acquired by a foreigners when he was under national treatment, who has 

lost his qualification for national treatment;  

    b. Sale of stocks in excess of the acquisition limit pursuant to Article 7-6 paragraph 

(6).  

  7. Acquisition of underlying stocks by an overseas depository institution in relation the 

issuance of DRs or DRs of trading stock;  

  8. Acquisition of stocks offered and subscribed overseas for listing in foreign securities 

markets  

  9. RP trading;  

  10. Trading of listed bonds whose trading Party is a securities company or by the 

mediation of a securities company;  

  11. Trading of listed beneficiary certificates;  

  12. Loan transactions by the mediation of the KSD,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or 

Securities companies. However, the Issues to which the acquisition limit 

under Article 7-6 paragraphs (1) and (3) applies shall be limited to loan 

transactions between foreigners.  

  13. Trading of securities through the electronic over-the-counter securities brokerage 

company.  

  14. Acquisition and disposition as a result of creation and redemption of Exchange Traded Fund  



 (2) In the case paragraph (1) subparagraph 5, any securities company shall be the counter party; in the 

case of paragraph (1) subparagraph 6, any securities company shall act as a broker.  

 (3) Where a representative of an investment group has purchased stocks in bulk in his 

or her own name, he or she may allocate the stocks to the foreigners of his or 

her group until the following transaction day, in which case foreigners receiving 

allocation shall be limited to those maintaining accounts with the securities 

company standing in business transaction relation to the representative.  

 

§7-9. Issuance of DRs of Trading Stock  

     Any overseas depository institution shall, when intending to acquire stocks for the 

purpose of issuance of DRs of trading stock, obtain the prior consent of the 

issuer of underlying stock. However, these provisions shall not apply to the 

cases of acquisition of stocks for the purpose of issuing DRs of trading stock 

within the quantity already converted to underlying stock, from among already 

issued DRs (including DRs of trading Stock).  

 

§7-10. Investment Registration  

 (1) Every foreigner shall, when intending to acquire or dispose of any of the following 

securities for the first time, register his personal details with the FSS, in 

advance:  

  1. Listed or registered securities (including securities newly issued by listed 

corporations or registered corporations); and  

  2. Securities offered or distributed for listing on the securities market or for 

registration with the KSDA.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under paragraph (1), investment registration may 

not be mad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Disposition of stocks acquired through the exercise of rights of overseas securitie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acquisition date; or  

  2.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stocks in relation to direct investment. However, these 

provisions shall not apply to the case of acquisi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KOSDAQ market.  



 (3) Where a foreigner registered to invest under paragraph 1 belongs to an investment 

group, the investment group may appoint a representative to declare as an 

investment group to the Governor.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procedure, issuance of the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declaration of the investment group, etc, shall be determined by the Governor.  

§7-11. Refusal and Revocation of Investment Registration  

 (1) The Governor may, in case any foreigner who applies for investment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7-10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refuse 

such registration:  

  1. Cases where such foreigner is a person who has no nationality or dual nationality;  

  2. Cases where such foreigner is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the revocation of investment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under 

paragraph (2);  

  3. Cases where there is any false description or omission of description in the 

application for investment registration or the documents attached thereto; or  

  4. Cases where such foreigner doubly applies for investment registration or applies 

therefor by means of false or illegal manner.  

 (2) The Governor ma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revoke the investment 

registration spend the effect thereof:  

  1. Cases where such foreigner frills under any subparagraph under paragraph (1) after 

the investment registration;  

  2. Cases where such foreigner violates this Regulation or any other order of the 

Governor;  

  3. Cases where such foreigner applies for revocation of investment registration; and  

  4. Cases where such foreigner fails to pay the purchasing money or sold securities in 

relation to the trading of securities, within five days from the settlement date.  

 

§7-12. Opening of Accounts  



     Every foreigner shall, when intending to open a trading account for securities 

investment with a securities company, open an account separately for each class 

of invested securities in such manner as to be determined by the Governor.  

 

§7-13. Restriction on Disposition of Deposits  

     Any foreigner may dispose of the funds deposited in a securities company, etc, on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Purchase of securities (including sales in the case of investment in stock index 

futures and op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trading accounts.  

  2. Payment of subscription margin, taxes, and fees related to acquired securities;  

  3. Transfer to the non-resident domestic currency account in his own name or in the name of 

designated securities company as prescribed i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4. Purchase of foreign currencies from securities companies; and  

  5. Transfer to another trading account in his own name opened with a securities 

company.  

§7-14. Restriction on Credit Extension  

     Every securities company shall not extend credits to foreigners by the method of 

lending of securities, from among the methods of credit extension pursuant to 

Article 49 of the Act, for the issues to which the acquisition limit under Article 

7-6 applies.  

 

§7-15. Custody of Securities  

 (1) Every foreigner shall keep the acquired securities (excluding the stocks listed on 

foreign securities markets and the bonds registered but not issued ) in custody of 

the KSD, foreign exchange banks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securities companies, management companies under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Act, futures trading companies under the Futures Trading Act, or 

internationally-recognized foreign custody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ustody institution"). However, these provisions shall not apply to the crises 



where it is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rights to securities or actual inspection 

for confirming the presence of the securities.  

(2) Every foreigner shall make the custody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1) the custody 

securities (limited to the securities eligible for deposition pursuant to Article 173-7 of the Act) with 

the KSD. However, these provisions shall not apply to the cases acknowledged 

by the Governor when it conflicts with the statutes of the country of such 

foreigner.  

 (3) Every foreigner shall, when subscribing to the rights offering, etc., apply to the 

KSD through his standing agent or trading securities company so that the KSD 

may recognize the details of subscription.  

 (4) Where stocks are acquir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8 paragraph (1) 

subparagraph 8, foreign company (hereinafter, "foreign depository") conducting 

business that is similar to that of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under Article 

173-2 paragraph (1) subparagraph 3 shall deposit the stocks acquired wit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7-16. Appointment of Standing Agent  

 (1) Any foreigner may appoint a standing agent from among custody institutions under 

Article 7-15, and shall not have any person other than such standing agent represent or act 

for him in exercising the right of the acquired securities and in handling the matters related 

thereto. However, these provisions shall not apply to the inevitable cases acknowledged 

by the Governor when it conflicts with the statutes of the home country of such 

foreigner.  

 (2) The standing agent appoin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under paragraph (1) shall 

exercise due diligence as a fiduciary with good faith for the benefit of the foreigner concerned.  

§7-17. Request for Data  

     The FSC may request foreigners, standing agents,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overseas depository institutions, custody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listed companies, and registered businesses to report on the foreigners' 

securities transactions and other investment information.  

 

§7-18. Measures in the Case of Violation  

 (1) The FSC may, when a foreigner acquires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7-6, issue 

an order to dispose such securities.  

 (2) The FSC may issue an order to the persons who violate the matters prescribed in 

this Chapter take corrective measures or take actions against them including 

revocation of investment registration.  

 

§7-19. Exceptions to Application  

 (1) Article 7-6, Article 7-8, Article 7-10, Article 7-l2 to Article 7-16 shall not apply to 

foreigners under national treatment.  

 (2)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Promotion of Foreigners' Investment shall apply to 

direct investments, except those prescribed in this Chapter,  

 (3) Article 7-10, Article 7-12 and Article 7-15 shall not apply to the crises where a 

foreigner intends to acquire domestic currency bonds which are issued in Korea 

by a foreign corporation, and sold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the case 

where domestic currency bonds sold in the domestic market are acquired for 

retirement by such foreign corporation).  

 (4) Article 7-8, Article 7-10, Article 7-l2 and Article 7-15 shall not apply to the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bonds in foreign currency issued in Korea by the 

Government.  

 

§7-20. Delegations of Power  

 (1) The power to approve securities trading by foreigners outside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KOSDAQ market pursuant to Article 87-2 paragraph (3) of the Decree 

shall be delegated to the Governor in such manner as stipulated in this Chapter.  

 (2) The power to request report and data pursuant to Article 7-17 shall be delegated to 

the Governor.  



 (3) The Governor may determine the detailed provision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is Chapter.  

[붙임 3]  

 

<별지 제 12호서식>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외에서의 유가증권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  
������������������������������������������������������������

�����  

 

금융감독원장 귀하  
 

1. 주식 양수․도  

 가.양수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고유번호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  
 

 나. 양도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고유번호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  
 

 다.양수 또는 양도  

(단위：주, 원)  

양수 또는 
양도일자 

종목 
(종목번호)수량

양수 또는
양도방법

취득가액양도가액비  고

              
 *주 1) 양수 또는 양도방법은 규정 제 7-8조제 1항각호의 규정에서 열거한 사항중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2) 해외증권관련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해외증권의 실제 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 수수료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할 것  

     3) 비고란에 해외증권관련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해외증권 취득일자, 해외증권관련주식의 

상장(등록)예정일 등을 기재할 것.  

      4)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5) 해외예탁기관이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취득에 대한 

원주발행회사의 동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첨부할 것. 다만, 당해 동의사실이 

기제출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함.  

 

   위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외에서 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하였기에 증권업감독규정 제 7-8조 및 

시행세칙 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고합니다.  

20   .   .   .  

본인(대리인)또는             인(외국인인 경우에  

(중개)증권회사                  날인 또는 서명)  

2.상장채권 양수․도  

   

 가. 양수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고유번호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  

 

 나. 양도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고유번호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  

 

 다.양수 또는 양도  

양수 또는 양도 내역 
종  류 

종목명

(종목
번호) 양수또는양도일자

권면액

(만원)
단가

(원)
수익률

(%) 양수(양도)가액(원)양수(양도)방법 
비 고

                  
  *주 1) 종목번호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종목인 경우 동 종목번호를 기재  

        2) 수익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3) 양수(양도)가액은 상장채권의 실제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 수수료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할 것.  

        4) 양수(양도)방법은 규정 제 7-8 조제 1 항각호의 규정에서 열거한 사항중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기재할 것.  

        5) 비고란에는 상장(예정)일, 중개증권회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6)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위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외에서 상장채권을 양수 또는 양도하였기에 증권업감독규정 제 7-8 조 및 

시행세칙 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고합니다.  

 

 

 

20   .   .   .  

 

 

 

본인(대리인)또는             인(외국인인 경우에  

(중개)증권회사                  날인 또는 서명)  

 

 

 

 

[붙임 4]  
 

<별지 제 13호서식>  

투자등록 신청서  
 ������������������  

 

1. 투자자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 성명(개인)：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상호(외국법인등)：                                               

  - 생년월일 또는 설립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국적 :  

  - 투자등록번호(기등록자의 경우에 한함) :  

 

 

2. 투자자 구분(해당란에 ✔ 표시)  

 

 가. 구분  

  - 개인        

  - 외국법인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법인  □기금․조합등  

 

 나. 업종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 (□회사형 □계약형)  

  □신탁회사  □연기금  □기타  
 

 

3. 거래관계등  

 

  - 상임대리인 :  

  - 보관기관 :  

  - 거래외국환은행 :  

 

 

4. 투자자 개황(외국법인등의 경우에만 작성)  

 

 가. 투자자 개요  

   - 대표자 :  

   - 설립(설정) 근거법 및 관련조항 :  

   - 주요업무 :  

 나. 재무상황(단위 :  억원, 백만US$)  

   - 자산 :             - 부채 :             - 자본 :             

 

 다. 제 1대주주  

(단위：억원, 백만US$, %)  

성  명(상 호) 출자금액지분율국적신청인과의 관계

          

       

라. 회사관련기관(국적명시)  

   - 운용회사(Management Company)：  

   - 수탁회사(Trustee Company)      ：  

   - 자문회사(Advisory Company)     ：  

   - 현지보관기관(Global Custodian)   ：  

   - 관련펀드 내역 :  



 

 

5. 직접투자분이 있는 경우 그 내역(직접투자회사, 투자분등 명기)  

 

 

 

    위와 같이 증권업감독규정 제 7-10 조, 시행세칙 제 7-4 조 및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본인 또는 대리인       인(외국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