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201
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2011년) 및 각 후속결의”로,
“각각의 위원회”를 “각 제재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정한”을
“아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2001년)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와 그 후
속결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내용 :”을 “내용”으로 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
가.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 법인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
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에 지정 취소
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

도록 신청할 수 있음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특히 제1718호와 제1988
호)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 법인 단
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0호(2006년)에 따라 설립
된 아래 “중심 담당자(the Focal Point)”에 지정취소를 요
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
청할 수 있음
중심 담당자 (Focal Point for De-listing)
Security Council Subsidiary Organs Branch
Room DC2-2034, United Nations
New York, N.Y.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Tel.+1 917 367 9448, Fax.+1 212 963 1300
Email: delisting@un.org
(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
9호(2011년)와 그 후속결의 및 1267/1989 제재위원회에 의
하여 지정된 개인 법인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의 “ISIL과 알카에다 제재위
원회 고충처리담당관(Ombudsperson to the 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Committee)”에 지정취소를 요청
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

할 수 있음
ISIL과 알카에다 제재위원회 고충처리담당관 사무실 (Off
ice of the Ombudsperson to the ISIL (Da'esh) and Al-Q
aida Sanctions Committee)
Room DC2-2206, United Nations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Tel:+1 212 963 2671
E-mail: ombudsperson@un.org
나. 제1호 나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금융위원회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는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개인·법인·단체가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함
(3)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법인·단체가 이름이 같
거나 유사하여 의도치 않게 금융거래등이 제한된 경우에
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함

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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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
정취소에 관한 규정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1. ---------------- 지정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가. -------------------결의 제1267호(1999년)ㆍ
-------------------제1989호(2011년) 및 제22
-------------------53호(2015), 제1718호(2006
-------------------년), 제2231호(2015년), 제1
-------------------988호(2011년)에 의거 국
---(2011년) 및 각 후속결
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
의 -----------------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
-------------------호(1999년)ㆍ제1989호(201
-------------------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2231
-------------------호(2015년), 제1988호(2011
-------------------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
--------------- 각 제
의 위원회(Security Counc
재위원회------------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나.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
-------------------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

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
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
한 자 : <별첨> 기재와 같
음
<신 설>
<신 설>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
가.ㆍ나. (생 략)
<신 설>

----------------------------------- 아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 -(1)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제1373
호(2001년)
(2)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
호(2006년)와 그 후
속결의
2. ------------ 내용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
가.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정
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
인 법인 단체가 지
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유엔 제

재위원회에 지정 취
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
정 취소 요청을 대
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2)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특히
제1718호와 제1988
호) 또는 관련 제재
위원회에 의하여 지
정된 개인 법인 단
체가 지정기준을 충
족하지 않는다고 판
단하는 경우 국제연
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0호(2006
년)에 따라 설립된
아래 “중심 담당자
(the Focal Point)”
에 지정취소를 요청
하거나, 금융위원회
에게 지정취소 요청
을 대신하도록 신청
할 수 있음
중심 담당자 (Focal

Point for De-listin
g)
Security Council Su
bsidiary Organs Br
anch
Room DC2-2034, U
nited Nations
New York, N.Y.100
17, United States o
f America
Tel.+1 917 367 944
8, Fax.+1 212 963 1
300
Email: delisting@u
n.org
(3)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제1267
호(1999년)․제1989
호(2011년)와 그 후
속결의 및 1267/198
9 제재위원회에 의
하여 지정된 개인
법인 단체가 지정기
준을 충족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의 “ISIL과

알카에다 제재위원
회 고충처리담당관
(Ombudsperson to
the ISIL (Da’esh) a
nd Al-Qaida Sanct
ions Committee)”에
지정취소를 요청하
거나, 금융위원회에
게 지정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ISIL과 알카에다 제
재위원회 고충처리
담당관 사무실 (Offi
ce of the Ombudsp
erson to the ISIL
(Da'esh) and Al-Q
aida Sanctions Co
mmittee)
Room DC2-2206, U
nited Nations
New York, NY 100
17, United States o
f America
Tel:+1 212 963 2671
E-mail: ombudsper

son@un.org
나. 제1호 나목에 따라 지정
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금융위원회의 지정
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
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
지에 관한 법률 제
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는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개인·법인·단체가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함
(3) 금융위원회에 의하
여 지정된 개인·법
인·단체가 이름이
같거나 유사하여 의
도치 않게 금융거래

등이 제한된 경우에
는 금융위원회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합당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