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정보�질문서
사업체�설립

Los Angeles HP O�ce         Orange County HP O�ce        Other _______________

3550 WILSHIRE BLVD. STE 1100 LA, CA 90010  T. 213.380.9010 F. 213.380.9011
6281 BEACH BLVD. STE 312 BUENA PARK, CA 90621 T. 714.523.9010 F. 714.523.9011

H A N  &  P A R K  L A W  G R O U P,  I N C . ,

날짜
,2022



H A N  &  P A R K  L A W  G R O U P,  I N C . ,

�. 보드�멤버�정보

이름
이름법적

집�주소 집 주소   유닛/아파트#           시,    주,          우편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gmail.com
yahoo.com
hotmail.com
other:

SSN
쏘셜번호성,

이름
이름법적

집�주소 집 주소   유닛/아파트#           시,    주,          우편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gmail.com
yahoo.com
hotmail.com
other:

SSN
쏘셜번호성,

이름
이름법적

집�주소 집 주소   유닛/아파트#           시,    주,          우편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gmail.com
yahoo.com
hotmail.com
other:

SSN
쏘셜번호성,

이름
이름법적

집�주소 집 주소   유닛/아파트#           시,    주,          우편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gmail.com
yahoo.com
hotmail.com
other:

SSN
쏘셜번호성,

모든�답변은�영문을�기제해�주시기�바랍니다.



H A N  &  P A R K  L A W  G R O U P,  I N C . ,

�. 부동산�정보

주거
임대
상업
땅
기타

집 주소

부동산�소유주�명의�여부

매매일

순자산

융자

시장가

부동산�지정번호시,    주, 우편번호

1. 공동
단독

남편
아내
기타          % 지분신탁

주거
임대
상업
땅
기타

집 주소

부동산�소유주�명의�여부

매매일

순자산

융자

시장가

부동산�지정번호시,    주, 우편번호

2. 공동
단독

남편
아내
기타          % 지분신탁

주거
임대
상업
땅
기타

집 주소

부동산�소유주�명의�여부

매매일

순자산

융자

시장가

부동산�지정번호시,    주, 우편번호

3. 공동
단독

남편
아내
기타          % 지분신탁

주거
임대
상업
땅
기타

집 주소

부동산�소유주�명의�여부

매매일

순자산

융자

시장가

부동산�지정번호시,    주, 우편번호

4. 공동
단독

남편
아내
기타          % 지분신탁

주거
임대
상업
땅
기타

집 주소

부동산�소유주�명의�여부

매매일

순자산

융자

시장가

부동산�지정번호시,    주, 우편번호

5. 공동
단독

남편
아내
기타          % 지분신탁



H A N  &  P A R K  L A W  G R O U P,  I N C . ,

�. 은행�구좌�정보

체킹
세이빙
CDs
머니마켓

금융기관1.

은행기관�이름 어카운트�이름/명의

계좌�잔고계좌번호

단독명의
공동명의
신탁
기타

체킹
세이빙
CDs
머니마켓

금융기관2.

은행기관�이름 어카운트�이름/명의

계좌�잔고계좌번호

단독명의
공동명의
신탁
기타

체킹
세이빙
CDs
머니마켓

금융기관3.

은행기관�이름 어카운트�이름/명의

계좌�잔고계좌번호

단독명의
공동명의
신탁
기타

체킹
세이빙
CDs
머니마켓

금융기관4.

은행기관�이름 어카운트�이름/명의

계좌�잔고계좌번호

단독명의
공동명의
신탁
기타

체킹
세이빙
CDs
머니마켓

금융기관5.

은행기관�이름 어카운트�이름/명의

계좌�잔고계좌번호

단독명의
공동명의
신탁
기타

체킹
세이빙
CDs
머니마켓

금융기관6.

은행기관�이름 어카운트�이름/명의

계좌�잔고계좌번호

단독명의
공동명의
신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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