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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Information Sheet
Copy of Driver License, Citizenship Card (if applicable) 운전 면허증, 시티즌 카드 복사본 첨부
유언장 보관 방법.
1. 본인 직접 보관
2. 질문 사항
3. 유언장 작성 약속일:
(하단의 서류를 모두 작성하신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약속일을 잡으세요)

Name:
Date of Interview
Date Will Required
Power of Attorney

작성자
작성일/면담일
시효일자
위임장 작성 희망
Power of Attorney apoint to Spouse ?
위임장 받으실분은 배우자 이십니까?

1. Testator
Full Name
Address
Telephone
Business
Home
Fax
Occupation
Date of Birth
Place of Birth

유언자

직업
생년월일
출생지 City:
Country:

2. Type of Will
Standard
Other
3. Burial or Cremation wishes

장례절차 - 매장 또는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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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ecutor
Full Name
Address
Telephone
Business
Home
Fax
Relationship
Joint Executor?
Alternate Executor?

유언 집행자
1. 순위

2. 순위

같은 내용 필요

5. Beneficiaries
Spouse
Full Name
Address
Telephone

수익자
배우자

1 순위

Date of Birth: 생년 월일

Business
Home
Fax
Occupation
Date of Birth
Place of Birth
Children or Grandchildren
Name
Age
Address

자녀 또는 손자녀

순위( ? )
Date of Birth:

생년 월일

Name
Age
Address

Date of Birth:

생년 월일

Name
Age
Address

Date of Birth:

생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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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수익자

순위 (? )
Date of Birth:

생년 월일

Name
Address
Relationship

Date of Birth:

생년 월일

Name
Address
Relationship

Date of Birth:

생년 월일

Other Beneficiaries
Name
Address
Relationship

6. Guardians
Name
Address
Relationship
Alternate Guardians
Name
Address
Relationship

수해자 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지정

7. Specific asset dispositions
NO
Yes (list below)

자산 처분 요청

8. Specific Cash legacies
NO
Yes (list below)

특별 현금유산 배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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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sidue Distribution
잔여 재산 분배
Primary Beneficiaries
Spouse
Children: Equally?
Grandchildren: Equally?
Trusts for Minors?
Contingent Beneficiaries: (list and include charitable of other beneficiaries)

What is to happen if Contingent Beneficiaries predecease?

10. Trusts for Minors
Distribution:
or
or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재산관리
Equally at age 19
19세 이상으로
When youngest reaches 19
가장 어린 나이가 19세일 경우
at age 19
(
%)
나이별 재산 배부
at age (
)
(
%)
at age (
)
(
%)

Encroachment of Capital:

No
Yes (give details)

잠겨있는 자본

Broad Investment Powers:

No
Yes (give details)

해외 자산

유언장 작성 비용 및 내용
일인용 C$250.00
세금 포함
부부용 C$450.00
세금 포함

위임장 작성 비용
BC주 및 Canada 용 개인C$150.00
한국용 개인C$50.00

부부용 유언장 및 위임장 작성 Package 비용 및 내용
부부 유언장 - 2부 (부부 개개인)
BC 주 및 Canada 사용 위임장 - 2부 (부부 개개인)
총 비용 C$750.00

보통 2주-3주의 시간 소요를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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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Notaries 협회에서는 성인들 모두에게 미래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내려야할 어려운
결정들을 피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와 정보를 소개 합니다.
본인과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배려할수 있는일은 미래에 본인의 뜻을 정확히 전달
할수 없는 상황을 미리 대비 하는것입니다.
 법적인 서류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시함으로서 경제적인 남용과 착취로부터 본인과
본인의 식구, 가정을 보호하실수 있습니다.
건강문제에대하여 대리인을 지정하는 법정인 지시서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 식구들과 친구들로 부터 괴로움, 불화, 분쟁을 최소화,
 중요한 결정을 준수하고 지키게 합니다.
신뢰 하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적인 전문가와 함께 미리 결정하고 계획하는 과정은 편하고 만족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의 안정을 주고 편히 쉴수 있도록 BC Notaries 는 민감하며 복잡한 사항들을 본인의 의도가
정확히 법적인 문서로 작성되도록 합니다.
만일 본인이 가까운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본인의 정확한 의도를 알리고 그들도 그와 같이 하라고 권고
하심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그들이 본인의 의도를 이해하도록 알리는것은 미래에 생길수 있는 혼돈과
갈등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작성된 법적 지시 서류로 미래에 일어날수있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Power of Attorney 위임장
 Will 유언장
 Deed of Gift 기증서
 Advance Directive 미래의 의료 관련 결정권 유언서
 Representation Agreement 대리인 증서

• Power of Attorney 위임장
위임장은 성년으로서 금융및 재정 그리고 법적인 사항에 관한 법적인 대리인을 지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서류는 일인 또는 이인이상을 지정하시면 같이 또는 따로 위임하실수 있으며, 다음사항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위임자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한을 위임 하시는지;



위임자를 믿고 신용하실수 있는지.

위임자에게 대행하는 수고비도 지출 하실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거나 부재시, 믿고 신용하실수 있는 위임자가 청구서의 지불, 대필
서신교환 떠는 금융및 재정 관리;



매일 매일의 금융및 재정 행정 관리도움이 필요할경우;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을 경우 긴 시간과 경비 지출이 필요한 법원의
행정수속을 원하지 않는경우;



정부의 수호자(Public Guardian)나 신탁 관리자 (Trustee) 대행을 원하지 않는경우.

• Will 유언장
유언장은 매우 중요한 문서로서 본인의 재산 분할 희망, 미성년 자녀들의 후견인 결정 과 유언 집행자 지정으로
유산/재산권의 행정 문제를 집행할수 있도록 합니다.
2010 년 11 월에 집행된 설문 조사에 의하면, BC 주 성년의 51% 만이 유언장을 작성 해놓았다고 합니다. 유언장이 없이
본인 이 사망하실 경우. BC 법원의 현재 법률 지정하에 재산 분할및 미성년자의 후견인, 유언 집행자가 결정되어
집니다.


유언장이 필요한 경우; BC 주의 성년으로서.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권을 갖은자;



반려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있는자;



본인이 사망후 본인의 재산권을 믿고 맏길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 분.

• Deed of Gift 기증서
기증서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 행할수있는 중요한 기증서 입니다. BC 주의 Notary Public 으로부터 공증을
받아놓은 기증서는 아주 중요한 서류로서 기증자의 목적을 상세히 제시하게 됩니다; 기증자가 사망후 부당위압 또는
논쟁으로 부터 반대 할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망 직전 재산권에 대한 이전및 부동산 소유권 공동 명의 이전 또한 금융재산의 이전 이나 기증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때에 필요합니다.


기증서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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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본인의 재산권을 사망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기증을 하고 싶은 경우.

• Advance Directive 미래의 의료관련 결정권 유언서
미래의 의료 관련 결정권 유언서는 법적 서류로서 미래에 의료계의 의사들, 간호사 또한 의료계의 전문 종사자들의
의료관련 결정권에 대한 서류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 하지 못할 경우를 위한서류입니다.


미래의 의료 관련 결정권 유언서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일때도.


본인의 식구들의 희망이 본인과 다를경우;



본인의 식구들이 없어서 식구중 대리인을 새울수 없는 경우;



사망전 본인의 거처 나 사망직전 상황에 대처할때에 식구들 간에 이견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경우.

• Representation Agreement 대리인 증서
이 서류는 본인이 의사전달을 하지 못하게 될경우 법정인 대리인 또는 대리인들 (2 인 이상)을 지정함으로 본인의
건강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들을 대행할수 있는 대리인을 세우는 서류입니다.
어떠한 대리인 증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리인의 권한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금융 업무.



건강에 관한 결정권, 개인적인 업무 결정권 그리고 제한된 법률 업무 결정권;



생명 연장 의료 보조기 치료법 동의 또는 반대 결정권;



통속적이지(일반적이지) 않는 의료 치료 및 절차 동의 결정권;



정신이 온전할때 동의 한 치료방법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때 동의 하지 않을경우, 반대하는경우;



주거 형태의 결정권, 양노원 및 요양원 결정권.

BC Notary 가 이 서류를 준비 하며 본인에 가장 적절한 결정권을 상황에 따라 알아내어 적용하도록 도와
드릴것입니다.


대리인 증서가 필요한 경우.
성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대행할 대리인이 있으며, 특히 배우자, 반려자 또는 자녀 (들) 이
없으신 분들. 또는 자녀들이 서로 갈등/분쟁 하며 본인을 위한 좋은 결정을 할수 없다 판단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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