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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및 개인 신탁 관리 서비스 – 질문과 답변(FAQ) 

 

여기에서 다루는 질문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내 공공 후견청(Public Guardian and Trustee, PGT)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유산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산 및 개인 신탁의 관리와 관련한 PGT 의 서비스는 ‘유산 개인 신탁 관리 서비스과’(Estates and Personal Trust 

Services Division, EPTS)에서 제공합니다. 

 

EPTS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십시오. 

 

 유산 관리 

 개인 신탁 관리 

 실종자 후견 

 PGT 교육 지원 자금 

 

FAQ – PGT 가 하는 일 

 

 PGT 에는 유산 관리를 어떻게 의뢰하나요? 

 PGT 가 유산을 관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나는 내 (남동생)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엄마의) 유산을 관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PGT 가 대신 맡게 되나요? 

 무유언 상속자나 수혜자 중 한 명이 정신적으로 능력이 없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입니다. PGT 가 개입하나요? 

 PGT 에 유언 집행자가 되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유산의 무유언 상속자 찾기 

 

 PGT 는 관리 대상 유산의 무유언 상속자를 어떻게 찾나요? 

 유산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주면 유산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사람이 

접근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이 유산에 대해 무유언 상속자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적법한 

주장인지 아닌지 PGT 가 어떻게 아나요? 

 PGT 가 유산의 무유언 상속자를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FAQ – 유산과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 

 

주의: 여기의 질문과 답변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유산 관리에 관하여 가장 자주 하는 질문들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리 중이거나 관여하고 있는 유산에 관하여 특정 질문이 있는 분은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trustee.bc.ca/servic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Pages/estate-administration.aspx
http://www.trustee.bc.ca/servic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Pages/personal-trust-management.aspx
http://www.trustee.bc.ca/servic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Pages/curatorship-of-missing-persons.aspx
http://www.trustee.bc.ca/servic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Pages/pgt-educational-assistance-fund.aspx
http://www.trustee.bc.ca/servic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Pages/pgt-educational-assistance-fund.aspx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1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4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4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5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5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6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7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7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8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8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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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관리하기 

 

 유산 관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BC 주에서 유언 검인료는 얼마인가요? 

 유언 집행자와 유산 관리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혜자와 무유언 상속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언장이 없을 때는 누가 유산을 관리하나요? 

 누가 유산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유산 관리 목적상 배우자로 간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배우자의 정의에 두 사람 이상이 해당할 수도 있나요? 

 

유언장에 관한 사항 

 

 누가 유언장을 만들 수 있나요? 

 나는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로 지명되어 있지만, 그 책임을 맡고 싶지 

않습니다. 맡아야 하나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언장은 등록해야 

유효한가요? 

 나는 수혜자라고 믿는데 유언장 내용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유언 집행자가 행동에 나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유언 집행자나 유산 관리인이 유산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례 준비와 비용 

 

 장례를 준비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장례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떤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고인의 소유물 처리 

 

 모든 것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유산이 검인이나 관리를 받아야 하나요? 

 고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소액의 은행 계좌와 $500 정도 되는 수표 두어 

장뿐인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인의 자동차를 팔아야 하는데 그것이 고인의 전 재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인에게 반려동물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10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11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12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13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14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15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16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17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18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19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19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0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0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1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1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2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3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4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5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6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7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8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8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9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29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0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0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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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주 밖에 있는 고인의 재산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채권자와 임대주 상대하기 

 

 고인이 신용 카드로 상당한 금액을 빚진 것 같은데 카드 발급사가 친척에게 

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친척에게 상환 의무가 있나요? 

 고인이 내게 돈을 빚졌는데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임대주가 고인의 소유물을 당장 치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임대주인데 임차인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산에 대한 권리와 청구 

 

 별거 배우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유언장이 없을 때는 누가 유산을 받나요? 

 

기타 질문과 답변 

 

 (엄마의) 유언장에 엄마가 마지막 살았던 요양 시설에 유산을 남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허용되나요? 

 

실종자 

 

 형이 몇 주 전에 사라졌습니다. 혼자 낚시하러 가서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형에게는 갚아야 할 고지서가 

있습니다. 형의 차는 우리 집에 있는데 돈은 은행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내게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유언장과 유산 관리 문제에 대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PGT 가 하는 일 

 

PGT 는 유언 집행자(executor)나 무유언 상속자(intestate successor), 수혜자, 기타 유자격자가 유산을 관리할 수 

없거나 관리할 의사가 없을 때 유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GT 는 적절한 상황에서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로 

지정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2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4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4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5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6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7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8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39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40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41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41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42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42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42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42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43
http://www.trustee.bc.ca/faq/Pag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faq.aspx#faq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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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T 에는 유산 관리를 어떻게 의뢰하나요? 

 

PGT 에 유산 개인 신탁 관리 서비스(EPTS)를 의뢰하고자 하는 유언 집행자, 무유언 상속자, 수혜자는 의뢰서를 

제출하기 전에 PGT 에 연락하여 EPTS 담당관(Duty Officer)과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의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자[검시관청(Coroner's Office), 병원, 의료 공단, 연방 경찰(RCMP) 등]는 의뢰서를 604.660.0964 로 

팩스로 직접 보내도 됩니다. EPTS 온라인 의뢰 양식을 구하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PGT 가 유산을 관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PGT 가 의뢰된 유산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당 유산이 장례비와 관리비 및 수수료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는 PGT 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이고 고인에게 유언 집행자나 알려진 가장 가까운 

친척도 없을 때는 PGT 가 BC 주 장례 서비스 프로그램(Funeral Services Program)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고인의 장례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PGT 가 관리할 수 없는 한정된 재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서비스 BC(Service BC)에 연락하면 사회 개발 사회 혁신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 

지역 사무소에 연결해 드리며, 이 사무소에 “장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됩니다. 

 

나는 내 (남동생)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엄마의) 유산을 관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 수 

있나요? PGT 가 대신 맡게 되나요? 

 

PGT 는 유산 관리 요청이 들어오면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PGT 는 무유언 상속자 전원 또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PGT 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도 PGT 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 유산 상속법(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에 유언장이 없을 때 신청인 간의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산 관리 예정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유언 상속자나 수혜자 중 한 명이 정신적으로 능력이 없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입니다. PGT 가 개입하나요? 

 

미성년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려면, 유언 검인(probate)이나 관리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유산의 무유언 상속자이거나 수혜자인 경우 또는 무유언 상속자이거나 수혜자일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자와 PGT 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능력이 없거나 없을 수도 있는 성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려면, 유언 검인이나 관리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그 성인이 유산의 무유언 

상속자이거나 수혜자인 경우 무능력자 후견인(committee)과 PGT 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무능력자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PGT 와 해당 성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GT 의 승인 신청 심사 

서비스를 보십시오. 

 

PGT 에 유언 집행자가 되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PGT 는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운 친척이나 신뢰하는 

친구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합니다. 변호사나 신탁 회사, PGT 같은 전문 관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PGT 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 유산 개인 신탁 관리 서비스에 연락하여 PGT 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한지, PGT 가 유언장의 유언 집행자가 되기로 동의할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rustee.bc.ca/servic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documents/EPTS%20Referral%20Form.pdf
http://www.servicebc.gov.bc.ca/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9013_01
mailto:gars@trustee.bc.ca
mailto:gars@trustee.bc.ca
http://www.trustee.bc.ca/services/estate-and-personal-trust-services/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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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무유언 상속자 찾기 

PGT 는 관리 대상 유산의 무유언 상속자를 어떻게 찾나요? 

 

PGT 는 유산을 관리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무유언 상속자를 찾습니다. 이 절차는 대개 고인의 개인 기록을 

검토하고 고인을 돌보던 사람들이나 동료, 친구 등 고인과 관련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을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으면 누가 법정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일은 대개 

아주 간단합니다. PGT 는 가장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함께 일하면서 그의 신분과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많은 경우, 가장 가까운 친척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PGT 는 가장 가까운 친척의 소재를 

찾으려고 정상적인 경로를 샅샅이 확인하며, 족보 전문가나 기타 조사관을 고용하여 고인의 가계도를 상세히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은 출생, 혼인, 사망 기록 조사, 기타 자료 및 기록 조사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할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척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들과도 접촉합니다. 무유언 

상속자를 캐나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찾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PGT 가 이런 작업을 도울 전문가를 고용하는 

비용은 해당 유산에서 지급됩니다. 

 

유산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주면 유산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사람이 접근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산의 무유언 상속자를 찾아내려고 PGT 가 계약한 전문가는 당사자에게 유산의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의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산 상속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벤처 사업 삼아 찾아내는, 상속인 추적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속인 추적자는 유산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주기 전에 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유산을 받기 전에 상당한 금액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때가 잦습니다. PGT 가 관리하는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반드시 “상속인 추적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GT 는 관리 대상 유산의 적법한 모든 무유언 

상속자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PGT 가 관리 중인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PGT 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PGT 에 고인의 이름 및 고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알려야 합니다. PGT 는 이 사람이 잠재적인 무유언 상속자일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PGT 는 이 정보 확인에 요금을 물지 않으며, 잠재적 무유언 상속자로 판명되면, 

이 사람이 해당 유산 상속권을 증명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PGT 실무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에 대해 무유언 상속자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적법한 주장인지 아닌지 PGT 가 어떻게 아나요? 

 

PGT 는 무유언 상속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과 그 무유언 

상속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합리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PGT 는 이를 위해 고인의 가계도를 확인하고 세대간 모든 연고를 확실히 입증하는 일을 합니다. 선임 

실무자가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유산이 배분됩니다. 

 

PGT 가 유산의 무유언 상속자를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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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T 는 모든 관리 대상 유산의 무유언 상속자들을 찾아내려 시도합니다. PGT 가 유산의 무유언 상속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BC 미청구 재산 협회(Unclaimed Property Society)로 넘겨지기도 합니다. 

타당한 모든 검색을 완료한 후에만 이렇게 합니다. 무유언 상속자가 나중에 나오면, 그 사람은 BC 미청구 재산 

협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과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 

 

여기의 질문과 답변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유산 관리에 관하여 가장 자주 하는 질문들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리 중이거나 관여하고 있는 유산에 관하여 특정 질문이 있는 분은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 관리하기 

유산 관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유산 관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장례 준비  

 재산 확인, 확보 및 처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대법원으로부터 대행 권한 받기  

 소득세 신고 

 유효 부채 확인 및 상환  

 유산의 잔액을 정당한 무유언 상속자 및/또는 수혜자에게 배분  

 

무유언 상속자나 수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확한 기록을 반드시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산 관리는 

대개 완료까지 2 년 이상 걸립니다. 

 

모빌홈이나 부동산, 투자금이 없는 작은 유산은 법원으로부터 정식 권한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의 

필요성은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금융 기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산 관리를 고려 중인 사람은 Self Counsel Press 에서 펴낸 “브리티시 컬럼비아 유언 검인 키트(British Columbia 

Probate Kit)”를 참고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BC 주에서 유언 검인료는 얼마인가요? 

 

BC 주에서 유언 검인에는 검인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권한을 신청할 때 주 정부에 반드시 내야 하는 

요금입니다. 검인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누르십시오. 

 

유언 집행자(executor)와 유산 관리인(administrator)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99004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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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의 차이는 유산 관리 책임자를 명시한 유언장의 유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다음 두 방안이 적용됩니다.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가 지명되어 있으면 그는 대행 권리를 확인하는 유언 

검인증(letters probate)을 BC 주 대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장에 지명된 유언 집행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대행을 사양하면, 수혜자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유산 관리인 지정을 신청하여 유언장이 첨부된 유산 

관리장(letters of administr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BC 주 대법원에 유언장이 첨부되지 않은 유산 관리장을 신청하여 해당 유산의 유산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수혜자와 무유언 상속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혜자는 유언장에 지명된 상속인입니다. 무유언 상속자는 유언장이 없을 때 유언장 유산 상속법 조항에 따라 

상속받는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유언장이 없을 때는 누가 유산을 관리하나요? 

 

어떤 사람이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유언장 유산 상속법에 따라 유산 관리권자가 정해집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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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자 

 그 외 PGT 를 포함하여 법원이 적임자로 고려하는 자 

 

유산 관리 책임을 맡을 의향과 능력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PGT 가 해당 유산을 평가한 후 서비스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산한 총 재산 가치가 장례비와 PGT 수수료를 내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유산은 PGT 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누가 유산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BC 주에서 유언 검인증 또는 유산 관리장을 신청했거나 받은 사람은 법원 서비스 온라인(Court Services 

Online)으로 검색하여 해당 유산에 관한 추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나 유산 관리인의 신원을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9013_01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9013_01
https://justice.gov.bc.ca/cso/
https://justice.gov.bc.ca/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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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문서에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일정 시간(대개 1 년 남짓)이 지나야 신청하게 되고 BC 

주에서는 가족이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유산이 많음을 유념하십시오. 이는 실제로 누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원 기록이나 기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언 검인증이나 유산 관리장 신청이 없었으면, 유산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BC 주에서 사망했고 그가 언제 어디서 사망했는지 아는 사람은 고인의 부고나 장의사, 은행, 

가족, 동료, 이웃을 통해 유산 관리자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유산 관리 목적상 배우자로 간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는 유언장 유산 상속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혼인하거나 최소한 2 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두 

사람은 서로 배우자입니다. 서로 영영 별거하거나 어느 한 사람 또는 둘 다 사실혼 관계를 끊는다면 더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정의에 두 사람 이상이 해당할 수도 있나요? 

 

유언장 유산 상속법에 따라 배우자의 정의에 두 사람 이상이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장례를 준비할 권리 

또는 유산을 관리하거나 상속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진다면, 법률상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장에 관한 사항 

 

누가 유언장을 만들 수 있나요? 

 

유언장 유산 상속법의 규정에 따르면 만 16 세 이상으로 유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로 지명되어 있지만, 그 책임을 맡고 싶지 않습니다. 맡아야 하나요? 

 

관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포기’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유언장이 첨부된 유산 관리장’을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유산 상속법에 신청인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PGT 에 유산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면 ‘유산 개인 신탁 관리 서비스과’에 연락하여 PGT 가 동의할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GT 에 유산 개인 신탁 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유언 집행자는 의뢰서를 제출하기 

전에 PGT 에 연락하여 유산 개인 신탁 관리 서비스 담당관과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유산 개인 신탁 관리 서비스과에 

estates@trustee.bc.ca 로 이메일을 보내 연락하셔도 됩니다. 

 

이미 관리를 시작한 사람은 법원이 계속 관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9013_01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9013_01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9013_01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9013_01
mailto:estates@trustee.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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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이 BC 인구 통계국(BC Vital Statistics)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인의 집에 유언장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또한, 모든 서류와 명함을 보고 

변호사나 장례 준비 협회, 은행 대여 금고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고인의 은행, 변호사, 유언 집행자, 투자 상담사, 가족, 가까운 친구 등에게 

보관 중이거나 대여 금고에 있는 서류가 있는지 묻습니다. 

 고인이 참전 용사였다면 군대 유언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보훈처(Veterans Affairs Canada)나 캐나다 국립 도서관 기록원(Library and 

Archives Canada)에 확인합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언장은 등록해야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유언장은 등록을 권장하지만, 반드시 등록해야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수혜자라고 믿는데 유언장 내용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BC 주에는 공식 ‘유언장 독회’가 없습니다. 유언 집행자나 유산 관리인은 당사자에게 유언 검인 신청을 통지하고 

유언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지명된 모든 유언 집행자, 대체 유언 집행자, 수혜자 및 고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들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언 검인 후 유언장과 기타 유언 검인 문서는 공개되며, 사본은 법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산에 대하여 BC 주 법원이 권한을 부여했는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원 서비스 온라인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유언 집행자가 행동에 나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유언장의 수혜자인데 유언 집행자가 유언장 검인을 신청한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유언 집행자가 법원에 

14 일 안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BC 대법원 민사 소송 절차 규칙(Supreme Court Rules)의 규칙 제 25-11 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유언 집행자 ‘소환’이라고 합니다. 법률 상담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유언 집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대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유산에 대하여 법원에 

유산 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나 유산 관리인이 유산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유언 상속자나 수혜자인 사람은 유언 집행자나 유산 관리인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관여한 유산의 완전한 회계 

기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무유언 상속자나 수혜자로부터 이 같은 통지를 받는 유언 집행자나 유산 관리인은 2 년 

안에 또는 이르게는 지정일로부터 1 년 안에 자신이 맡은 계정을 법원에 넘겨야 합니다. 유산에 대하여 재정적 

이권이 있는 모든 사람은 법원 심리에 출석하여 우려를 표명할 자격이 있습니다. 

 

http://www.vs.gov.bc.ca/
https://justice.gov.bc.ca/cso/


 

Estate and Personal Trust Service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Korean]                                     10 

유언 집행자나 유산 관리인이 회계 자료 제공 또는 계정 이관을 거부하면, 이를 이행하게 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은 무유언 상속자나 수혜자가 아닌데 미성년자나 무능력자 성인이 무유언 상속자이거나 수혜자임을 알고 있고 

해당 유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우려되는 사람은 PGT 승인 신청 심사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장례 준비와 비용 

 

장례를 준비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화장 매장 장례식법(Cremation, Interment and Funeral Services Act) 제 5 조 (1)항에 장례 준비 권리자의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에 지명된 개인 대리인에게 최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은 고인의 

배우자입니다. 그다음은 성인 자녀, 성인 손주, 부모, 성인 형제와 자매, 성인 조카와 조카딸, 그 외 가장 가까운 친척 

순입니다. 순위가 같은 사람끼리는 연장자순입니다. 

 

장례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떤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장례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장례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본인에게 납부 책임이 있는 비용이 있음을 아십시오. 장의사가 예산과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군데 이상의 장의사에 비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집행자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다음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고인의 은행 계좌. 타당한 장례비는 유산에서 지출할 첫 번째 요금입니다. 

고인에게 자금이 충분하면 은행은 비용을 대개 고인의 계좌에서 장의사로 

직접 지급합니다. 은행 매니저와 대화하여 지급금을 장의사 계정으로 

보낸다고 확인하십시오. 은행은 고인의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장의사로 

보내는 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연금 플랜(Canada Pension Plan)은 고인이 직업이 있었고 플랜에 

보험료를 냈다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으로 

장례비를 전부 충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면 WorkSafeBC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로 사망한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지원(Crime Victims Assistance)을 

받기도 합니다. 

 자동차 사고 사망의 경우 ICBC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인의 고용주나 노동조합, 직능 단체, 클럽에는 사망 보험금이나 장례비를 

제공하는 연금 또는 기타 혜택 플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차 대전이나 한국 전쟁 참전 용사가 유산 없이 사망하면, 장송 기금(Last 

Post Fund)이 인근 묘지에서 장례 및 비석 비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mailto:gars@trustee.bc.ca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4035_01
http://www.servicecanada.gc.ca/eng/home.shtml
http://www.servicecanada.gc.ca/eng/home.shtml
http://www.worksafebc.com/
http://www.pssg.gov.bc.ca/victimservices/
http://www.ic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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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용사가 캐나다 퇴역 군인회(Royal Canadian Legion) 회원이면 동료 

회원들이 요청에 따라 의장대를 장례식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프로그램(Funeral Services Program)에서는 고인이 장례식과 

매장 또는 화장을 할 형편이 못 되고 가족이나 다른 도움의 손길도 없으면 

그런 서비스를 정중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PGT 가 관리할 수 없는 한정된 

재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서비스 BC(Service BC)에 연락하면 사회 개발 

사회 혁신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 지역 

사무소에 연결해 드리며, 이 사무소에 “장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됩니다.  

 

고인의 소유물 처리 

 

모든 것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유산이 검인이나 관리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 재산(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이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RRSP, 연금, 보험 등에 수혜자가 지명되어 

있을 때는 유산에 검인이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은 일반적으로 유산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대개 

생존자나 지명 수혜자에게 직접 이전됩니다. 변호사, 보험 회사, 소유권 등기소에 보험금 청구 또는 생존 공동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고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소액의 은행 계좌와 $500 정도 되는 수표 두어 장뿐인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 은행과 신용 조합은 $10,000 미만 유산의 유언 집행자나 직계 가족에게 금액을 지급합니다. 은행은 수표를 

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데 동의한 다음 배상 계약(Indemnity Agreement: 장차 해당 유산을 상대로 청구가 들어오면 

은행에 갚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약은 유언 집행자가 체결하거나 유언장이 

없으면 유언장 유산 상속법에 따라 상속받는 무유언 상속자가 체결하기도 합니다. 은행은 대개 장례비 정도는 배상 

계약을 요구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고인의 자동차를 팔아야 하는데 그것이 고인의 전 재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 보험(Autoplan) 중개인이 자동차법(Motor Vehicle Act)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권 이전 요건을 설명하고 

이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반려동물 몇 마리가 있었는데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인의 가족이나 지역 SPCA 에 연락하면 좋은 제안과 연락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유언 집행자나 유산 관리인은 유산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인의 집이 취약한 상태에 있으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http://www.servicebc.gov.bc.ca/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9013_01
http://www.icbc.com/autoplan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96318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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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자물쇠를 바꾸고 방범을 강화합니다. 

 고인의 전체 물품 목록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집과 소유물이 보험으로 

적절히 보호되게 합니다. 

 귀중품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이웃에게 유산에 관여하는 사람과 연락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역 경찰에 알리고 집 보호에 도움을 청합니다. 

 

BC 주 밖에 있는 고인의 재산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해당 유산이 있는 지역의 적합한 권한 소유자(유언 집행자, 가장 가까운 친척 등) 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BC 주 

밖에 있는 재산을 처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십시오. 

 

채권자와 임대주 상대하기 

 

고인이 신용 카드로 상당한 금액을 빚진 것 같은데 카드 발급사가 친척에게 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친척에게 

상환 의무가 있나요? 

 

고인의 부채 상환 의무는 고인의 유산에만 있습니다. 유산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고 부채 상환 전에 

채권자들에게 알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산이 지급 불능이면, 부채는 유언장 유산 상속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상환됩니다. 모든 부채를 갚기에 유산의 자금이 부족하다면, 갚지 못하거나 일부만 갚는 부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에 연대 서명자나 보증인이 없는 한 고인 이외에 아무도 부채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고인이 내게 돈을 빚졌는데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부채 증명을 첨부하여 유산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 집행자나 유산 관리인은 청구 수락 여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청구가 거부되는 사람은 반드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하며, 그 후 6 개월이 지나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유효성이 결정되기 전에 유산을 배분하는 유산 관리인은 개인적으로 상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는 반드시 유언장 유산 상속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아야 하므로 청구를 수락한다고 해서 

전액 상환에 대한 보장은 없으며 상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가 고인의 소유물을 당장 치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소유물은 고인 유산에 속한 재산입니다. 유언 집행자나 유산 관리인은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여 이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물품 목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더 적합한 보관소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과 임대주 간 권리와 의무에는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국(Residential Tenancy Office)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임대주인데 임차인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9013_01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9013_01
http://www.housing.gov.bc.ca/rtb/bc_laws/RTA.html
http://www.rto.gov.bc.ca/
http://www.rto.gov.bc.ca/


 

Estate and Personal Trust Service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Korean]                                     13 

누구에게 유산 관리 권한이 있고 물건을 옮길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병원이나 기타 시설에서 

사망했다면, 그곳 사회 복지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시관이 개입된 경우, 검시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유언장이 없고 알려진 가장 가까운 친척도 없으면, 병원 사회 복지사나 검시관은 PGT 에 의뢰하여 PGT 가 

유산을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임대주는 이런 의뢰가 있고 나서 PGT 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과 임대주 간 권리와 의무에는 주택 임대차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에 대한 권리와 청구 

 

별거 배우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고인이 2014 년 3 월 31 일 전에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별거한 생존 배우자는 상속권을 포기하는 별거 합의서나 

법원 명령이 없으면 유언장에서 무슨 증여를 하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고 배우자 간 각자 따로 살 

의도로 1 년 넘게 별거한 적이 있다면, 생존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생존자는 유산 관리인이 권한을 받는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해당 유산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이 2014 년 3 월 31 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고인이 배우자를 유언 집행자나 수혜자로 지명하는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후 고인이 사망하기 전 배우자 간에 영구 별거할 의도로 별거했다면, 별거 배우자에 대한 지명과 증여는 

취소됩니다. 유언장이 없고 고인의 사망 전 배우자 간에 영구 별거할 의도로 별거했다면, 별거 배우자는 유산 

배분에서 받을 지분이 없습니다. 별거 배우자에게는 가족법(Family Law Act)에 의한 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고인 사망 시 고인과 함께 살았고, 동성 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고인 사망 직전까지 최소한 2 년간 고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던 사람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와 똑같이 장례 준비, 유산 관리, 상속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을 때는 누가 유산을 받나요? 

 

고인이 2014 년 3 월 31 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유산 관리법(Estate Administration Act)에 무유언 유산(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배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사실혼 배우자(동성 포함)를 포함하는 배우자 및 자녀(자녀, 손주 

등)가 유산을 상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고인의 부모가 상속합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 형제 자매 및 먼저 사망한 형제 자매의 자녀가 상속합니다. 생존 형제 자매가 없으면, 조카나 조카딸이 

균등 배분하고, 이상의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유산은 고인과의 관계가 동등하게 가까운 가장 가까운 생존 친척에게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고인이 2014 년 3 월 31 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유언장 유산 상속법에 무유언 유산의 배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질문과 답변 

http://www.housing.gov.bc.ca/rtb/bc_laws/RTA.html
http://www.rto.gov.bc.ca/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11025_00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96122_01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9013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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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유언장에 엄마가 마지막 몇 년간 살았던 요양 시설에 유산을 남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허용되나요? 

 

고인의 요양 시설이나 시설 종업원이 유언장의 수혜자인 경우 PGT 는 지역 사회 개호 생활 지원법(Community Care 

and Assisted Living Act)에 따라 유증 재산에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유증 재산이 유언장 작성 시 

상황에 부합하게 됩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거나 머문 요양 시설 또는 시설 종업원에게 유증을 고려 중인 사람은 유증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유언장 작성 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돌보는 사람이나 요양 시설이 유언장의 수혜자인 상황을 다루는 방법은 PGT 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종자 

 

형이 몇 주 전에 사라졌습니다. 혼자 낚시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형에게는 갚아야 할 고지서가 있습니다. 형의 차는 우리 집에 있는데 돈은 은행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법원은 사망 추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최소 

3 개월간 실종 상태이고 실종자와 평소 연락하던 친척이나 그 외 사람들이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한 경우, 법원은 

PGT 나 다른 적임자를 실종자 재산 관리자(curator)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망 추정 명령을 내리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형의 재산을 관리하게 할지에 관하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PGT 에 관리자가 

되어 달라고 해도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내게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유언장과 유산 관리 문제에 대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서비스(Lawyer Referral Service)에 연락하면 거주지 변호사를 

연결해 줍니다. 유언장과 유산 전문 변호사를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최초 

30 분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 604.687.3221 또는 무료 전화 

1.800.663.1919 

 자력 해결 안내서를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도서관에도 이용 

가능한 간행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법률 학교(The People's Law School) 

 법대 학생 법률 상담 프로그램(Law Students Legal Advice Program): UBC 

604.822.5791, UVIC 250.385.1221 또는 www.thelawcentre.ca 

 사법 액세스 센터(Justice Access Centre) 

 클릭로(ClickLaw)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2075_01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2075_01
http://www.publiclegaled.bc.ca/
http://www.lslap.bc.ca/
http://www.thelawcentre.ca/
http://www.ag.gov.bc.ca/justice-access-centre/index.htm
http://www.clicklaw.bc.ca/help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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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공증사(Notary)(간단한 유언장 초안 작성) 

 유언 검인 서류나 유언 검인료에 관한 사항은 법원 서비스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특정 유산이 BC 주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법원 서비스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파일과 관련한 내용이나 서류를 보거나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등록했는지 알아보려면 BC 인구 통계국 유언장 

등재소(Wills Registry)에 문의하십시오. 

 출생, 사망, 혼인 증명서 발급은 BC 인구 통계국에 연락하십시오.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CPP 퇴직 연금, CPP 사망 보험금, 장애 급여, 생존자 

급여 등 유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나다 연금 플랜(CPP) 지급금을 

알아보려면, 캐나다 연금 플랜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연락하십시오. 

 BC 주 장례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서비스 BC(Service BC)에 

연락하면 사회 개발 사회 혁신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 지역 사무소에 연결되고 여기서 “장례 서비스 

프로그램”(Funeral Services Program)을 요청하면 됩니다. 

http://www.notaries.bc.ca/
https://justice.gov.bc.ca/cso/
https://justice.gov.bc.ca/cso/
https://justice.gov.bc.ca/cso/
https://www.vs.gov.bc.ca/
https://www.vs.gov.bc.ca/
http://www.servicecanada.gc.ca/cgi-bin/search/eforms/index.cgi?app=lst&grp=ISP&ln=e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