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관련 법령

청산 및 철수 절차 관련 법령은 회사법(Company Law No.22)에 명시되어 있다
(https://www.sdc.com.jo/english/images/stories/pdf/thecompanieslaw-eng.pdf). 각기 설립 유형마다 청산 및 정산 절차가 조금
씩 다르나 대체로 비슷하며 정확한 정보는 회사법을 참고하여야 한다. 아래는 일반적인 청산 절차이다.

2) 법인 청산 관련 일반 절차

ㅇ (첫 번째) 변호사 또는 회계사 대상으로 청산인 위임
- 변호사 또는 회계사 대상으로 위임장 송부(Letter of Attorney)

ㅇ (두 번째) 위임장 공증 작업 실시
- 현지 외교부 및 Ministry of Justice에서 동 위임장 공증 필요

ㅇ (세 번째) 예비 청산 증명서 발급(preliminary cancellation certificate)
- 기업관리국(Companies Control Department)에서 발급 실시

ㅇ (네 번째) Drivers &Vehicles Licensing Department 관련 행정 처리
- 동 부처 관련,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ㅇ (다섯 번째) 관세청 관련 행정 처리
- 동 부처 관련,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ㅇ (여섯 번째) 건물 입주 임차 계약 해지
- 법인 임차 건물 계약 해지

ㅇ (일곱 번째) 사회보장기관(Social Security Corporation) 관련 행정 처리
- 동 부처 관련,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ㅇ (여덟 번째) 암만 시(Greater Amman Municipality) 관련 행정 처리
- 동 부처 관련,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ㅇ (아홉 번째) Trade Registry 관련 행정 처리
- 동 부처 관련,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ㅇ (열 번째) Commerce and Trade department 관련 행정 처리
- 동 부처 관련,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ㅇ (열한 번째) Income and Sales Tax Department 관련 행정 처리
- 동 부처 관련,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ㅇ (열두 번째) 최종 청산 서류 발급

- 기업관리국(Companies Control Department)에서 발급 실시

ㅇ (열세 번째) 은행 잔고 처리
- 법인 은행 관련 잔고 수령 및 한국 송금 실시

3) General Partnership(일반적인 법인) 청산 관련 체크 사항

ㅇ 법인 종료 : 법률에 따라 General Partnership은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할 경우 회사 영업을 종료할 수 있다.
- 모든 파트너가 회사의 합병이나 청산에 동의할 경우
- 파트너 간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 회사 창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 파산하였을 경우
- 법원에 의한 강제 해산의 경우
- 산업부 회사 담당자의 결정에 따른 회사 등록 취소의 경우

ㅇ 법인의 해산 :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따라 General Partnership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 특정 파트너가 파트너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파트너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
- 회사 활동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손실로 나타날 경우
- 회사의 손실이 막대하고 더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 파트너 간 불화로 인하여 영업 지속이 불가할 경우
- 특정 파트너가 자신의 책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ㅇ 법인 청산
- 법률에 명시된 이유에 따라 해산된 법인은 청산 절차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의 모든 자산은 청산 및 파트너 계약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만약 청산 및 배분 내용이 파트너 계약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엔 법률에 따라서 진행된다.
- 청산되는 법인은 청산에 필요한 최소 기준의 회사 직위를 청산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지한다.

ㅇ 청산인 임명
- 파트너사 간의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파트너들의 합의하에 임명이 된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청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청산인이 임명된다.

ㅇ 청산인 역할
- 청산인은 최소 1개의 지역 일간지에 청산 시작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재하면서 청산을 실시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이 명시된 리스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파트너사 간의 권리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파트너들의 동의 또는 법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할 권한이 없다.
- 청산인은 청산하고자 하는 회사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ㅇ 법인 해산 이후의 파트너 간 조정
- 청산에 따른 이익 또는 손해를 파트너십 계약 및 합의 비율에 따라 파트너들에게 각각 배분해야 한다. 만약 파트너십 계약에 해당 비율
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자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ㅇ 청산인의 의무
- 청산인은 각각 파트너들에게 최종 회계 장부를 제출해야 한다.
- 청산인은 자신이 청산인으로 임명된 것이 명시된 회계 장부를 산업부 기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청산인은 산업부 기업담당관에게 청산의 이유를 통보해야 하며 산업부 기업담당관에게 제출된 회계 장부는 청산 결정일로부터 1년이
넘어서는 안 된다.(산업부 기업담당관의 경우,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청산 중인 회사를 법원에 넘기거나 청산인이 해당 절차를 밟

도록 한다. 또한, 산업부 기업담당관은 해당 법인의 청산을 관보 또는 지역 일간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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