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기업의 청산 및 철수는 크게 청산과 등록 말소의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법인 설립을 변호사에게 패키지 형태로 일임하듯이 청산과 등
록 말소 과정도 변호사에게 맡기는 편이 수월하다.

ㅇ 개인사업자
- 다음과 같은 서류를 투자 서비스 컴플렉스(Hall 2) 내 기업 법무부서(Corporate law department)에 제출한다.
① 설립 신고 서류
② 대리인 위임장
③ 상업등기부 등본(3개월 이내의 것)
④ 세무소와 보험사가 발급한 잔여 채무가 없다는 확인 증서
⑤ 신청자의 ID

ㅇ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① 청산 절차, 청산인 임명, 청산 사유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임시총회 의사록
② 은행 혹은 LAW No. 159/1981 및 LAW No. 8/1997에 의해 설립된 회사의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
③ 신청자의 ID

ㅇ 합자회사
-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① 청산 절차, 청산인 임명, 청산 사유 및 기간 등을 포함하고 모든 파트너의 서명을 득한 파트너 회의의 의사록
② 주식회사 등기부 사본
③ 모든 파트너의 회사 청산을 포함한 위임장
④ 정보변경부서의 General Director 앞으로 된 기업 청산 요청서를 상업 등기소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
⑤ 최근 상업등기부 등본(3개월 내 발행된 것)
⑥ 신청자의 ID

ㅇ 주식회사와 합자회사는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투자 서비스 컴플렉스(Hall 2) 내 기업 법무부서(Corporate law department)에
제출하고 나서 이틀의 근무일이 지난 후, 투자청을 다시 방문하면 청산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ㅇ 청산 절차가 끝나면 상업 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청산 결과를 승인하는 파트너 그룹 회의 의사록
② 청산 기업명, 청산인, 청산 기간, 청산인의 채무상환요청서 접수 개시일(기사 게재일로부터 최소 15일 이후여야 함) 등을 포함한 광
고를 두 개의 지명도 있는 일간신문지에 청산 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게재한 증빙
③ 청산인과 파트너 혹은 주주가 청산 절차 및 기업의 모든 책무/부채를 이행/변제할 것을 인정하는 선언서
④ 청산인에 의해 승인된 최종 청산 계정
⑤ 청산인의 보고서와 청산 계정을 포함한, 감사인의 감사를 득한 청산 대차대조표
⑥ 기업이 청산 절차에 있음을 포함한 상업 등기부 등본
⑦ 청산 후에도 책무를 인정하는 주주/파트너의 선언서
⑧ 신청자의 ID

ㅇ 투자법(LAW No. 8/1997)에 의해 설립된 회사의 경우, 청산인 혹은 법적 대리인 앞으로 산업 등기 말소 허가서가 송부돼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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