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권  신  고  서 

 

수신 : 동아원㈜ (이하 “채무자”) 
 

본인(당사)은 아래의 보유 채권란에 기재된 채권(이하 “표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해 다음 각 사항을 확인 및 동의하고 보유한 채권을 본 문서로서 채무자에게 

신고한다. 
 

1. 본인(당사)은 사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에서 인가된 의안의 내용에 따라 

본인(당사)의 각 표시채권의 권리변경에 동의한다. 

2. 본인(당사)은 사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에서 인가된 의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신고서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고 통지함을 확인한다. 

[보유채권] 

채권명 채권 액면 금액 

  

  

  

 

[계좌정보]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주 

은행계좌    

증권계좌    

 

첨부  공통 : 증권계좌잔고증명서(채권 계좌대체 前), 채권 계좌대체확인서, 

은행계좌 또는 증권계좌 사본 

      개인 : 신분증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사본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대리인 명의) 
 

2016년     월     일 
 

채권자 :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휴대폰 :  

E-mail : 

대리인 성함 및 연락처 : 



채권신고서 작성 안내 및 주의사항 

 

1. 보유채권 작성안내 

   채권명 : 동아원 6 (KR60080412C0) 

   채권액면금액 : 잔고증명서상 액면금액 작성 

 

2. 계좌정보 작성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할 채권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증권계좌를 기재합니다. 

 

3. 채권자 정보작성 

   채권자란에는 채권자명을 적고 인감 날인합니다.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리인(담당자)을 반드시 지정하시어 전화는 대표전화 혹은 대리인(담당자) 

   전화를, 휴대폰번호와 e-mail 은 대리인(담당자) 연락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첨부서류 제출 

   가. 공통 : 증권계좌 잔고증명서(채권 계좌대체 前), 채권계좌대체확인서 

      신고를 위하여 반드시 하기의 동아원㈜ 계좌로 채권을 계좌대체 하셔야 합니다. 

      ※ 채권 계좌대체 안내 

         증권사 : NH 투자증권 

         계좌번호 : 300-01-018762 

         계좌주 : 동아원㈜ 

   나. 공통 : 은행계좌 또는 증권계좌 사본 제출 

       채권자 명의 은행계좌 통장 사본 또는 증권카드 앞면 복사본 또는 증권계좌 통장사본 

   다. 실명확인자료 제출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사본 1 부, 인감증명서 1 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 부, 법인 인감증명서 1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채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님 중 1분의 주민등록증 사본 1 부와 해당자녀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 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제출 

     동의서 각 항목 내용을 확인한 후, 개인의 경우 채권자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하며, 법인의 

 경우 대리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채권신고 방법 : 작성한 채권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동아원㈜ 자금팀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하기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주소 : 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2 길 12 (방배동, 사조빌딩) 6 층 

          동아원㈜ 자금팀 채권신고담당자 앞 

 

6. 기타 채권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동아원㈜ 자금팀 (02-789-9556, kmin1008@kodoco.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