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
관리
서비스

유산 관리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장례 준비
► 재산 확인, 확보 및 처리

유언장이 없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권한 받기

BC 주에서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유언장 유산
상속법(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에 따라
유산 관리권자가 정해집니다.

► 유산에 걸린 유효 부채와 청구 확인 및
지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문제 발생 시 대처

►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지명한 사람
► 자녀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녀 또는 그
자녀가 지명한 사람
► 자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녀
► 배우자나 자녀 이외의 무유언 상속자로
무유언 상속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
► 배우자나 자녀 이외의 무유언 상속자로
무유언 상속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
► 그 외 공공 후견청(PGT)을 포함하여
법원이 적임자로 고려하는 자
PGT가 관리하는 유산
유산 관리 책임을 맡을 의향과 능력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PGT가 해당 유산을
평가한 후 서비스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산한 총 재산 가치가 장례비와 사무비
및 PGT 수수료를 내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유산은
PGT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신고
► 유산의 잔액을 확인하고 찾아내어
정당한 무유언 상속자 및/또는
수혜자에게 배분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언장에 지명된
유언 집행자(executor)가 장례를 치르고 유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일을 할
수 없고 유산을 관리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대체 유언 집행자 또는 수혜자)이 없으면,
PGT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PGT는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로도 지명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유산은 유언장에 명시된 유시에
따라 관리되고 배분됩니다.
PGT는 유산 관리 시 전문가에 의한 중립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유산은 재산의
확보, 평가, 처분 방식 및 유산 자금의 투자 방식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라
취급됩니다. PGT가 유산을 관리하며 맡고 있는
금전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PGT의 유산 관리비는
공공 후견법(Public Guardian and Trustee Act)에
의하여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PGT가 제공하는 유산 개인 신탁 관리 서비스
(Estate and Personal Trust Services)에 관한
기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trustee.bc.ca. 관리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Fees charged by the PGT”(PGT
가 부과하는 수수료)라는 제목으로 제공됩니다.
PGT가 제공하는 유산 관리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604.660.4444로 전화하여 유산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estates@trustee.bc.ca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산 개인 신탁 관리 서비스
(Estate and Personal Trust Services)
공공 후견청(Public Guardian and Trustee)
700-808 West Hastings Street
Vancouver BC V6C 3L3
전화: 604.660.4444
이메일: estates@trustee.bc.ca
웹사이트: www.trustee.bc.ca

무료 전화는 서비스 BC(Service BC)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아래)
번호로 전화하신 후 공공 후견청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시오(정규 근무 시간: 월~금
8:30 am~4:30 pm).
밴쿠버		
빅토리아
기타 지역

604.660.2421
250.387.6121
1.800.663.7867

이 정보는 공공 후견청이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공 후견청은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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