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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 

 

러시아연방 국세청(FNS) 및 금융감시국(Rosfinmonitoring) 요청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정보 제공 의무 

 

[출처 : 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정보 제공 규칙 승인에 관한 정부령(제913호)  2017. 7. 31.] 

동 정부령은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른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 목록, 요청서 작성 및 발송 절차 요건, 

답변서 서식, 제출 절차 및 기한, (이전 제출 정보 오류 발견 시) 수정 정보 제출 절차 및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정부령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시행법규 작성 및 승인이 되도록 러시아연

방 국세청과 금융감시국에 해당 업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채무자와 채무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자의 보충적 책임 규정 도입 

 

[출처 : 지급불능(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및 행정위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6-FZ호)  

2017. 7. 29.] 

동 법률은 채무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이 완전변제가 

불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자는 채무자 채무에 대해 보충 책임을 부담합니다.  

 

 

러시아연방 민법 개정안 

 

[출처 : 러시아연방 민법 제1편, 제2편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12-FZ호)  2017. 7. 26.] 

소비대차, 대출, 팩토링(Factoring), 은행 예금, 계좌 및 결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신규 약정 '조건부 

공탁(에스크로(Escrow))'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개인간 소비대차 내용도 변경되어 이제는 10,000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개정 민법은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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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의 휴대폰 번호 인증 의무화 
 

[출처 :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0.1조 및 제15.4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

241-FZ호)  2017. 7. 29.] 

2018년 1월 1일부로 인터넷 메신저는 관할기관의 요청 접수되는 경우 24시간 이내 이용자의 메시

지 교환을 제한해야 하며, 수신 메시지 자동 거부와 전송된 메시지의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

입자 번호 인증 정보는 러시아 내에서만 보관해야 하며, 제3자 제공은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만 가능합니다(단, 법률로 정한 경우 제외함). 

 

 

러시아 환경부, 재활용 대상 포장재에 대한 환경세율 설정 

 

[출처 : 러시아연방 정부령(제284호, 제정 2016. 4. 9.) 개정에 관한 정부령안  2017. 8. 4.] 

동 정부령안은 환경세율을 도입한 재활용 대상 포장재(금속, 이온체, 종이 및 판지, 유리, 목재 및 코

르크, 섬유재)를 추가하였습니다.  최고세율은 섬유재(16,304루블/톤), 최저세율은 종이 및 판지(2,378

루블/톤)이며, 이 외에도 기타 금속 완제품에 대한 세율(2,423루블/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