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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C9-11, 20/F, MAI LUEN IND BLDG, 23-31 KUNG YIP ST., KWAI CHUNG, N.T. HONG KONG

1

Kakao Talk ID :

          No         Yes

2

(1)

(2)

(3)

(1)

(2)

(3)

3

e.g.

** Minimum share capital is HKD0.01 and minimum share to be issued is 1. (최소자본금은 HKD0.01 이며, 최소 발행주식수는 1주)

^ E-mail :

** Share capital payment in full shall be made within ONE year. 자본금 전액 납입의무 (수권자본금 폐지)

** Currency of the share capital cannot be changed from one currency to a different currency. (HKD 에서 USD 화폐로 전환불가)

** After incorporation, increase, transfer and additional issueing of share capital will be charged. (자본증자 및 양도양수 별도비용청구)

** Incorporation fee can be considered as the part of the payment of capital. (설립비용은 자본금에서 처리가능)

Wechat ID :

Ordinary

Ordinary

Paid-up Share Captial  (납입자본금)

^ Currency   (HKD / USD / CNY) ^ Share Capital

Hong Kong Company Incorporation Order Form
홍콩법인설립 신청서

Applicant Information (신청자 정보) 

(MR / MS / MRS / MISS)

Postal Address (우편주소) :

If yes, please provide the scanned copy of Business Registration/Register of

Members (현재 보유/운영 중인 사업체의 영문사업자등록증, 영문주주명부 제시)

^ Mandatory fields (필수입력사항)

^ Products & Services (취급품목) :

^ Purpose of HK Company (홍콩법인 설립 목적):

We, MIRR ASIA BUSINESS ADVISORY & SECRETARIAL COMPANY LIMITED, as Company Service Providers, have an obligation to obtain

sufficient information in respect of clients and clients' business, in order to comply with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dinance Cap. 615 ("AMLO") and the Guideline on Compliance of AML/CTF Requirements for 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s ("TCSP" Guideline) issued by the Registrar of Companies under section 7 of the AMLO,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and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This document shall be filled in English based on true

information.

당사는 기업서비스 제공자로써 자금세탁과 대터러금융 방지에 대한 법률(Cap. 615; AMLO) 및 관련 가이드라인 (TCSP, FATF, FATCA 규정

참조)을 준수하여, 하기항목에 대해 고객 본인 및 사업에 대한 정보취득 의무가 있습니다. 본 문서는 사실내용을 기반으로 영문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Company Name - Home country (자국 내 회사명) : 

^ Contact Person (신청자 성명) : 

  Position in held (직책) :

^ Contact Number (연락처) :

^ Business entity outside HK

(홍콩 이외지역에 보유/운영중

인 사업체 존재여부)

^ Class of Shares (Ordinary)

      Trading                           Consulting                            Development

Limited

Proposed Company Name (희망하시는 홍콩법인명)

Chinese Name :

有限公司

有限公司

有限公司

^ Business Nature (업종) :
      Investment                       Others :

^ Total Number of Shares 

^ English Name : Limited

Limited

** Company Name cannot be combinated with both English and Chinese. 회사명 영문/중문 조합 불가
** Company Name must be ended with Limited or 有限公司. 회사명 마지막에는 Limited 혹은 有限公司로 기재
** Company Name can include upper & Lower case, number and their combination. 회사명은 대/소문자, 숫자 혹은 조합 가능. (특수문자 불가)

** Issuing Preference Shares should consult us in advance (우선주 발행은 사전문의)

1HKD 1

** In common establishment, the share capital is made at HKD 10,000 with issueing of 10,000 shares. (보편적 설립 자본금 HKD 10,000)

(홍콩/싱가포르/몰타/중국/베트남/필리핀) 법인설립 | 사업자문/간사 | 회계/세무 | 은행계좌 | 상표권

HK: (+852)2187 2428   Korea: (+82)70-8810-6187   e-mail: biz.support@mirrasia.com    www.mirr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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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이사

Authorized Contact Person 지정연락담당자

Shareholder (Founder Member) 창립주주

Key Controller 주요통제인

(1) Applicant - Individual (개인 신청자) #1

Name (English) :

Residential Address :

Particulars of the Company Members (홍콩법인 창립주주/이사/주요통제인/연락담당자 정보)

Class of shares: Ordinary 

      Yes                 No

부와 수입의 주요원천 (사업 자본의 축적과 계좌 입금의 원천), 복수선택 가능

7) Are you currently undischarged bankrupt?

귀하는 현재 채무불이행의 파산 과정 중에 있습니까?                        Yes                    No

2) Do you have any pending or threatened claims or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ny crimes / fraud

under a court of law or under any investigation of any nature or involved in legal proceedings?

귀하는 미결 혹은 직면한 소송 혹은 법원이나 조사를 통해 범죄 /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Intra-group Financing

Others (Please specify) :

3) Are you a United States (US) person ? 미국 시민권자 이신가요?                Yes               No

   ITIN No. :                             Visa No. :                           Green Card No. :

4) Principal Source of Wealth (e.g. activities that generate the business' accumulated capital and ongoing deposits)

6) Country of Source of Funds (상기 4~5번 항목에 대한 자금유입 국가) : 

Others (Please specify) :

Business Income and Profit Investment by Ultimate Beneficial Owner

Sale of Property / Asset Intra-group Financing

5) Expected Source of Funds (e.g. source of business' initial deposits)  향후 자금의 흐름, 복수선택 가능

Business Income and Profit Investment by Ultimate Beneficial Owner

1) Are you a "Politically Exposed Person" (PEP)* ?  귀하는 정치적 주요인물(별첨된 설명서 참조) 이신가요?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of the position held and association (직위 및 소속 서술):

Telephone : 

Kakao Talk ID :

HKID/Passport No. : Date of Birth :

Shares held(보유주식):

City/Country of Birth: Nationality :

8) Have you ever established/joined/involved as the director/shareholder/partner/sole proprietor in any

company/entity/business/joint venture/branch office/representative office in Hong Kong which has/have been

struck off by the court order caused by failure to comply with Companies Ordinance/Inland Revenue

Ordinance/other Laws such as NOT to report Annual Return/Tax Return, NOT to renew Business Registration,

NOT to appoint a proper company secretary, NOT to attend the court summoned, or FALSELY reported such

reports, or in relation to any prosecution/liquidation/criminal offence?

귀하는 과거 홍콩에서 회사/단체/사업/합작투자/지점/연락사무소를 이사/주주/동업/개인사업자로써 설립/합류/

참여 하셨지만 연차보고서 미제출, 세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 미갱신, 간사 미고용, 법원소환 불응, 제출서류 허

위신고 등으로 회사조례/조세조례/기타 법률을 위반하셨거나 혹은 기소/파산/형사상 위법 등으로 인하여 법원명

령에 따라 강제해산 된 적이 있습니까?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with name of the entity (있는경우 회사명 및 내용서술):

* Sole Shareholder and

Director will act as Key

Controller and Authorised

Contact Persoan shall tick

all of  the tickboxes.

단독 주주/이사분께서 주요

통제인 및 지정연락 담당자

의 역할을 하시는 경우 체크

박스 4가지 항목 모두에 체크

해 주시면 됩니다.

지정연락담당자(Authorised

Contact Person) 등록시 구비

사항:

 

1. 지정연락 담당자분의 여권

사본

2. 지정연락 담당자분의 주소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3. 법인설립신청서의 3페이

지(혹은 4페이지) 작성 (지정

연락 담당자 항목 체크)

4. 본인인증

지정연락 담당자분께서는 아

래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

하셔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위조여권, 여권

도용, 타인 사칭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 입니다.)

1) 여권과 본인 당사자의 얼

굴이 동시에 나오도록 사진

을 찍어서 전달 (사진상의 여

권내용이 판독 가능해야 합

니다.)

2) 구청에서 여권사실확인서

(Certificate of passport

copy) 발급 후 제출 (비용

1000원, 2일가량 소요)

3) 근처 공증사무소에서 여권

공증 진행 (비용 및 소요기간

은 공증사무소에 별도문의)

지정연락담당자의 역할 및

규정:

 

역할: 신설되는 법인과 귀사

와의 업무연락을 주고 받으

시는 담당자

담당업무: 법인 및 업무관련

문의, 진행사항 확인, 등기문

서 관련 문의 등의 연락. 귀

사의 정보 및 문서 연람 가

능. 귀사의 우편물 문서 연람

가능.

비용: 1인까지는 무료. (추가

되는 인원의 경우 1인당 연간

HKD2,000의 비용 발생)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있는경우 내용서술):

If yes,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Wechat ID :

Email :

Sale of Property / Asset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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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Address :

1) Are you a "Politically Exposed Person" (PEP)* ?  귀하는 정치적 주요인물(별첨된 설명서 참조) 이신가요?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of the position held and association (직위 및 소속 서술):

2) Do you have any pending or threatened claims or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ny crimes / fraud

under a court of law or under any investigation of any nature or involved in legal proceedings?

귀하는 미결 혹은 직면한 소송 혹은 법원이나 조사를 통해 범죄 /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있는경우 내용서술):

Kakao Talk ID : Wechat ID :

(2) Applicant - Individual (개인 신청자) #2

* Sole Shareholder and

Director will act as Key

Controller and Authorised

Contact Persoan shall tick

all of  the tickboxes.

단독 주주/이사분께서 주요

통제인 및 지정연락 담당자

의 역할을 하시는 경우 체크

박스 4가지 항목 모두에 체크

해 주시면 됩니다.

지정연락담당자(Authorised

Contact Person) 등록시 구비

사항:

 

1. 지정연락 담당자분의 여권

사본

2. 지정연락 담당자분의 주소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3. 법인설립신청서의 3페이

지(혹은 4페이지) 작성 (지정

연락 담당자 항목 체크)

4. 본인인증

지정연락 담당자분께서는 아

래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

하셔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위조여권, 여권

도용, 타인 사칭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 입니다.)

1) 여권과 본인 당사자의 얼

굴이 동시에 나오도록 사진

을 찍어서 전달 (사진상의 여

권내용이 판독 가능해야 합

니다.)

2) 구청에서 여권사실확인서

(Certificate of passport

copy) 발급 후 제출 (비용

1000원, 2일가량 소요)

3) 근처 공증사무소에서 여권

공증 진행 (비용 및 소요기간

은 공증사무소에 별도문의)

지정연락담당자의 역할 및

규정:

 

역할: 신설되는 법인과 귀사

와의 업무연락을 주고 받으

시는 담당자

담당업무: 법인 및 업무관련

문의, 진행사항 확인, 등기문

서 관련 문의 등의 연락. 귀

사의 정보 및 문서 연람 가

능. 귀사의 우편물 문서 연람

가능.

비용: 1인까지는 무료. (추가

되는 인원의 경우 1인당 연간

HKD2,000의 비용 발생)

Shareholder (Founder Member) 창립주주 Director 이사

Key Controller 주요통제인 Authorized Contact Person 지정연락담당자

Name (English) :

HKID/Passport No. : Date of Birth :

Shares held(보유주식): Class of shares: Ordinary 

City/Country of Birth: Nationality :

Telephone : Email :

3) Are you a United States (US) person ? 미국 시민권자 이신가요?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TIN No. :                             Visa No. :                           Green Card No. :

4) Principal Source of Wealth (e.g. activities that generate the business' accumulated capital and ongoing deposits)

부와 수입의 주요원천 (사업 자본의 축적과 계좌 입금의 원천), 복수선택 가능

Business Income and Profit Investment by Ultimate Beneficial Owner

Sale of Property / Asset Intra-group Financing

Others (Please specify) :

5) Expected Source of Funds (e.g. source of business' initial deposits)  향후 자금의 흐름, 복수선택 가능

Business Income and Profit Investment by Ultimate Beneficial Owner

Sale of Property / Asset Intra-group Financing

Others (Please specify) :

6) Country of Source of Funds (상기 4~5번 항목에 대한 자금유입 국가) : 

7) Are you currently undischarged bankrupt?

귀하는 현재 채무불이행의 파산 과정 중에 있습니까?                        Yes                    No

8) Have you ever established/joined/involved as the director/shareholder/partner/sole proprietor in any

company/entity/business/joint venture/branch office/representative office in Hong Kong which has/have been

struck off by the court order caused by failure to comply with Companies Ordinance/Inland Revenue

Ordinance/other Laws such as NOT to report Annual Return/Tax Return, NOT to renew Business Registration,

NOT to appoint a proper company secretary, NOT to attend the court summoned, or FALSELY reported such

reports, or in relation to any prosecution/liquidation/criminal offence?

귀하는 과거 홍콩에서 회사/단체/사업/합작투자/지점/연락사무소를 이사/주주/동업/개인사업자로써 설립/합류/

참여 하셨지만 연차보고서 미제출, 세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 미갱신, 간사 미고용, 법원소환 불응, 제출서류 허

위신고 등으로 회사조례/조세조례/기타 법률을 위반하셨거나 혹은 기소/파산/형사상 위법 등으로 인하여 법원명

령에 따라 강제해산 된 적이 있습니까?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with name of the entity (있는경우 회사명 및 내용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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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Please specify) :

5) Expected Source of Funds (e.g. source of business' initial deposits)  향후 자금의 흐름, 복수선택 가능

Business Income and Profit Investment by Ultimate Beneficial Owner

Sale of Property / Asset Intra-group Financing

8) Have you ever established/joined/involved as the director/shareholder/partner/sole proprietor in any

company/entity/business/joint venture/branch office/representative office in Hong Kong which has/have been

struck off by the court order caused by failure to comply with Companies Ordinance/Inland Revenue

Ordinance/other Laws such as NOT to report Annual Return/Tax Return, NOT to renew Business Registration,

NOT to appoint a proper company secretary, NOT to attend the court summoned, or FALSELY reported such

reports, or in relation to any prosecution/liquidation/criminal offence?

귀하는 과거 홍콩에서 회사/단체/사업/합작투자/지점/연락사무소를 이사/주주/동업/개인사업자로써 설립/합류/

참여 하셨지만 연차보고서 미제출, 세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 미갱신, 간사 미고용, 법원소환 불응, 제출서류 허

위신고 등으로 회사조례/조세조례/기타 법률을 위반하셨거나 혹은 기소/파산/형사상 위법 등으로 인하여 법원명

령에 따라 강제해산 된 적이 있습니까?

7) Are you currently undischarged bankrupt?

귀하는 현재 채무불이행의 파산 과정 중에 있습니까?                        Yes                    No

Intra-group Financing

If yes,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TIN No. :                             Visa No. :                           Green Card No. :

4) Principal Source of Wealth (e.g. activities that generate the business' accumulated capital and ongoing deposits)

부와 수입의 주요원천 (사업 자본의 축적과 계좌 입금의 원천), 복수선택 가능

Business Income and Profit Investment by Ultimate Beneficial Owner

Sale of Property / Asset

(3) Authorised Contact Person

* Sole Shareholder and

Director will act as Key

Controller and Authorised

Contact Persoan shall tick

all of  the tickboxes.

단독 주주/이사분께서 주요

통제인 및 지정연락 담당자

의 역할을 하시는 경우 체크

박스 4가지 항목 모두에 체크

해 주시면 됩니다.

지정연락담당자(Authorised

Contact Person) 등록시 구비

사항:

 

1. 지정연락 담당자분의 여권

사본

2. 지정연락 담당자분의 주소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3. 법인설립신청서의 3페이

지(혹은 4페이지) 작성 (지정

연락 담당자 항목 체크)

4. 본인인증

지정연락 담당자분께서는 아

래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

하셔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위조여권, 여권

도용, 타인 사칭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 입니다.)

1) 여권과 본인 당사자의 얼

굴이 동시에 나오도록 사진

을 찍어서 전달 (사진상의 여

권내용이 판독 가능해야 합

니다.)

2) 구청에서 여권사실확인서

(Certificate of passport

copy) 발급 후 제출 (비용

1000원, 2일가량 소요)

3) 근처 공증사무소에서 여권

공증 진행 (비용 및 소요기간

은 공증사무소에 별도문의)

지정연락담당자의 역할 및

규정:

 

역할: 신설되는 법인과 귀사

와의 업무연락을 주고 받으

시는 담당자

담당업무: 법인 및 업무관련

문의, 진행사항 확인, 등기문

서 관련 문의 등의 연락. 귀

사의 정보 및 문서 연람 가

능. 귀사의 우편물 문서 연람

가능.

비용: 1인까지는 무료. (추가

되는 인원의 경우 1인당 연간

HKD2,000의 비용 발생)

Shareholder (Founder Member) 창립주주 Director 이사

Key Controller 주요통제인 Authorized Contact Person 지정연락담당자

Name (English) :

HKID/Passport No. : Date of Birth :

Shares held(보유주식): Class of shares: Ordinary 

City/Country of Birth: Nationality :

Telephone : Email :

Kakao Talk ID : Wechat ID :

Residential Address :

1) Are you a "Politically Exposed Person" (PEP)* ?  귀하는 정치적 주요인물(별첨된 설명서 참조) 이신가요?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of the position held and association (직위 및 소속 서술):

2) Do you have any pending or threatened claims or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ny crimes / fraud

under a court of law or under any investigation of any nature or involved in legal proceedings?

귀하는 미결 혹은 직면한 소송 혹은 법원이나 조사를 통해 범죄 /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있는경우 내용서술):

3) Are you a United States (US) person ? 미국 시민권자 이신가요?                Yes               No

Others (Please specify) :

6) Country of Source of Funds (상기 4~5번 항목에 대한 자금유입 국가) :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with name of the entity (있는경우 회사명 및 내용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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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

Sale of Property / Asset Intra-group Financing

5) Expected Source of Funds (e.g. source of business' initial deposits)  향후 자금의 흐름, 복수선택 가능

Business Income and Profit Investment by Ultimate Beneficial Owner

Others (Please specify) :

   Yes                    No

3) Are you a United States (US) person ? 미국 시민권자 이신가요?             Yes                  No 

Shareholder (Founder Member) 창립주주 Director 이사* Corporate Entity will

act as both shareholder

and director shall tick all

of  the tickboxes.

법인신청자가 주주 및 이

사의 역할을 하시는 경우

체크박스 2가지 항목 모

두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

다.

* At least 1 Director

must be a natural

person.

최소 1인 이상의 이사분

은 자연인(개인) 이어야

합니다.

Business Address (사업장주소):

2) Do you have any pending or threatened claims or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ny crimes / fraud

under a court of law or under any investigation of any nature or involved in legal proceedings?

귀하는 미결 혹은 직면한 소송 혹은 법원이나 조사를 통해 범죄 /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부와 수입의 주요원천 (사업 자본의 축적과 계좌 입금의 원천), 복수선택 가능

Telephone : 

Business Income and Profit Investment by Ultimate Beneficial Owner

7) Have you ever established/joined/involved as the director/shareholder/partner/sole proprietor in any

company/entity/business/joint venture/branch office/representative office in Hong Kong which has/have been

struck off by the court order caused by failure to comply with Companies Ordinance/Inland Revenue

Ordinance/other Laws such as NOT to report Annual Return/Tax Return, NOT to renew Business Registration,

NOT to appoint a proper company secretary, NOT to attend the court summoned, or FALSELY reported such

reports, or in relation to any prosecution/liquidation/criminal offence?

귀하는 과거 홍콩에서 회사/단체/사업/합작투자/지점/연락사무소를 이사/주주/동업/개인사업자로써 설립/합류/

참여 하셨지만 연차보고서 미제출, 세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 미갱신, 간사 미고용, 법원소환 불응, 제출서류 허

위신고 등으로 회사조례/조세조례/기타 법률을 위반하셨거나 혹은 기소/파산/형사상 위법 등으로 인하여 법원명

령에 따라 강제해산 된 적이 있습니까?

Sale of Property / Asset Intra-group Financing

Others (Please specify) :

   ITIN No. :                             Visa No. :                           Green Card No. :

4) Principal Source of Wealth (e.g. activities that generate the business' accumulated capital and ongoing deposits)

Listed on Stock Exchange (상장여부) : Yes        No Name of Stock Exchange (거래소) :

Name of Representative (대표인):

Below questions are applicable to the Representative and Ultimate Beneficiary Owner(Share holding over
10%) of the company which will act as the shareholder and/or director of the new HK company.
아래의 질문사항은 신청하시는 법인의 대표분 및 그 법인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시는 주주에 대한 질문
입니다. 한 분 이상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본 페이지를 복사하셔서 복수로 작성 해 주시면 됩니다.

(4) Applicant - Corporate Entity (법인 신청자)

Email :

Kakao Talk ID : Wechat ID:

1) Are you a "Politically Exposed Person" (PEP)* ?  귀하는 정치적 주요인물이신가요?          Yes             No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with name of the entity (있는경우 회사명 및 내용서술):

If Yes, please provide as below :

Shares to be held in the new HK company (신설되는 홍콩법인의 보유주식수):

Company Name (English) :

Biz Registration No.(사업자번호) :

Place of registration (등록국가) :

6) Country of Source of Funds (상기 4~5번 항목에 대한 자금유입 국가) :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of the position held and association (직위 및 소속 서술)



6

5

Address :

6

HKD USD CNY

7

8

9 Other Business Information (기타 사업정보)

      Yes         No If yes, please state name of Country :

      Yes         No If yes, please state name of Country :

      Yes         No

      Yes         No

OTHERS :

Signatory

Intended Bank Account to be opened (법인계좌 개설 희망은행)        *법인계좌 개설 미정인 경우 공란

2)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does the company or any of the company's connected or other related parties have a presence

in Iran, Sudan, North Korea, Syria or Cuba, and/or are currently targeted by sanctions administered by the following bodies : UN,

EU, UKHMT, HKMA, OFAC, or as part of local sanctions law ?

회사 혹은 그룹, 혹은 회사의 관계자 중에 이란, 수단, 북한, 시리아, 쿠바 혹은 UN, EU, UKHMT, HKMA, OFAC가 제재하는 국가에 거주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3) Does the company or,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any of its connected or other related parties have any current or planned

business activitiy in Crimea/Sevastopol Regions ?

회사 혹은 그룹, 혹은 회사의 관계자 중에 크림반도 / 세바스토폴 지역에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혹은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4) Does the company have any current or planned exposure to Russia in the energy/oil/gas sector, the military or defence ?

회사 혹은 그룹이 현재 에너지/오일/가스 분야 혹은 군사, 방위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추후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가요?

Authorized Signers' name : 1) 2)

1) Does the company,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have any current or planned business activity in the following

countries/regions(Iran, Sudan, North Korea, Syria, Cuba, South Sudan, Belarus or Zimbabwe) ?
회사 혹은 그룹이 현재 괄호 안에 나열된 국가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Address of the Company's Registered Office in Hong Kong, if any  (홍콩내 사업장주소지가 있는 경우 주소기재, 없으면 공란)

* Under s.51(2) of IRO, it is required to notify its chargeability to profits tax to the IRD not later than 4 months after the end of

the basis period for that year of assessment.

  홍콩세법(조세조례) 제51조 2항에 따라, 결산일로 부터 4개월 이내 과세가능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The first Financial Year End can be freely fixed within 18 months after incorporation.

  첫번째 회계연도는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기간안에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 Above bookkeeping fee is reference only, and it may not be considered as our fixed charge. Final quotation will

be given after checking bank statements, invoices, receipts, contracts, waybills and other accounting documents.

상기 기장 비용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이는 당사의 확정적 비용금액이 아닙니다. 최종 견적은 은행거래내역서, 인보

이스, 영수증, 계약서, 운송장 및 기타 회계의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제시해 드립니다.

Singly Jointly

Preferred Currency:

Name of Bank :
     OCBC Wing Hang Bank                    KEB Hana Bank

     Other Bank (please specify):

** In order to open a bank account, sufficient business proofs must be provided.

** 법인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Monthly 월별로 진행 (Bookkeeping fee - Min. HKD 300/Month)

Semi-annually 6개월에 한 번씩 진행 (Bookkeeping fee - Min. HKD 750/Semiannual)

Annually 1년에 한 번씩 진행 (Bookkeeping fee - Min. HKD 1,000/Annual)

Account bookkeeping services (회계 기장 방식)

      31 March            31 December              Others:

Financial Year End (회계연도)                  *회계연도 미정인 경우 공란

Monthly 월별로 진행 - Xero System(회계프로그램)과 연동

(Bookkeeping fee Min. HKD 300/Month + Accounting software fee HKD 400/Month)

* Enable client to issue invoices and monitor bookkeeping status anytime, anywhere

Quarterly 분기별로 진행 - Xero System(회계프로그램)과 연동

(Bookkeeping fee Min. HKD 500/Quarterly + Accounting software fee HKD 1,200/Quarterly)

* Enable client to issue invoices and monitor bookkeeping status anytime, anywhere

Quarterly 분기별로 진행 (Bookkeeping fee - Min. HKD 500/Quar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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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nsent and Declaration (동의 및 선언) : 

Applicant's signature :

(신청자 서명)

Name (성함기재):

Date: 

* Please note that if you do not provide us with your personal data, we may not be able to provide the information or services

you need or process your request.

PRIVACY POLICY STATEMENT

*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is the concern of every person in MIRR ASIA BUSINESS ADVISORY &

SECRETARIAL COMPANY LIMITED (referred to hereinafter as the “Company”). The Company respects personal data privacy and is

committed to fully implementing and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Cap. 486)

(“PDPO”). Personal data will be collected only for lawful and relevant purposes and all practicable steps will be taken to ensure

that personal data held by the Company is accurate. The Company will take all practicable steps to ensure security of the personal

data and to avoid unauthorized or accidental access, erasure or other use.

* If you are a client of ours, your personal data which you have given us via application form, internet or other means, during the

service agreement period will be retained for a reasonable period after termination of your agreement. We will delete any

unnecessary personal data from our system in accordance with our internal policy.

* The Company applies strict measures to safeguard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We limit access to your personal data to

people working for us on a business need to know basis who shall ensure that your personal data are protected against

unauthorized or accidental access, processing, erasure, loss or use.

* From time to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Company to collect your personal data which may be used, stored, processed,

transferred, disclosed or shared by us for purposes (“Purposes”), including :

1. complying with the laws of any applicable jurisdiction ;

2. carrying out Hong Kong Company incorporation services and renewal services ;

3. providing subsequent services to you ;

4. other purposes directly relating to any of the above.

귀하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의 업무진행을 위해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하는 회사설립

및 운영의 목적이 정당하며 합법적인 사업을 위함임에 동의합니다. 법인 설립 후 운영에 있어서 당사는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

여 도움이나 자문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나 관련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일정기간의

공지 후에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 및 본 신청서의 서명인은 기재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며 완전하고 본인이

아는 한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You hereby agree to provide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for the conduct of our services with respect to the service and

in connection with the service which you agree that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your HK company is

just and legitimate business. In the post-establishment and in further operation, we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ny help

or advice on matters that are contrary to the law, and if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violation or an intention of a violation of

law, we reserve the right to discontinue the service after a certain period of notice. You and the undersigned hereby

confirm and declare that all details provided above are true, complete and accurate to the best of your/their knowledge.

Under s.480(1) of Companies Ordinance(Cap.622), a person who is an undischarged bankrupt must not act as director of, or
directly or indirectly take part of be concerned in the management of, a company, except with the leave of the Court by which
the person was adjudged bankrupt. Under s.480(2), A person who contravenes above commits an offence and is liable on
conviction of indictment to a fine of HK$700,000 and to imprisonment for 2 years; or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of
HK$150,000 and to imprisonment for 12 months.

회사 조례 (Cap.622) 제 480조 1항에 의거하여, 채무불이행의 파산 과정 중에 있는 분께서는 법원의 허가없이 회사의 이사 또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 조례 (Cap.622) 제 480조 2항에 의거하여, 상기의 규정을 위반하시는 경
우, 기소시 HK$700,000의 벌금 및 2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약식기소의 경우 HKD150,000의 벌금 및 1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Shall be signed by the authorised representative/director
  위임된 대표님 혹은 이사님께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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