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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표 
사망한 소유자 명:  사망 일자:  

친척 목록 

친척이 없으면 해당 섹션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추가 공간이 필요하면, 각 섹션 별로 누락된 친척을 식별하기 위해 두 번째 상속권 표를 첨부하십시오) 

자산 ID :  

섹션 1 이름 중간 이름 (결혼 전) 성 
일자 

결혼 출생 사망 

사망한 소유자의 배우자 

1                         

2                         

3                         

섹션 2 이름 중간 이름 (결혼 전) 성 
부모 이름 

(섹션 1) 
출생 사망 

사망한 소유자의 자녀 

1                         

2                         

3                         

4                         

5                         

6                         

7                         

8                         

섹션 3 이름 중간 이름 (결혼 전) 성 부모 이름 
(섹션 2) 

출생 사망 

사망한 소유자의 손주 

1                         

2                         

3                         

4                         

5                         

6                         

7                         

8                         

섹션 4 이름 중간 이름 (결혼 전) 성  출생 사망 

사망한 소유자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섹션 5 이름 중간 이름 (결혼 전) 성  출생 사망 

사망한 소유자의 형제 
자매 

1                   

2                   

3                   

4                   

5                   

섹션 6 이름 중간 이름 (결혼 전) 성 
부모 이름 

(섹션 5) 
출생 사망 

사망한 소유자의 형제 
자매의 자녀 

1                         

2                         

3                         

4                         

본인은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또한 캘리포니아 주 법률 하에서 이 상속권 표에 포함된 모든 기재내용과 그에 부속된 서류가 

진실이고 올바르며, 상속권 표에 있는 모든 기재내용이 조사대상이 되며 허위 또는 부정직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본인의 주장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정자체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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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표 

지침 

사망한 소유자 이름 현재 주장하고 계신 자산을 소유했던 사망자의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사망 일자 사망한 자산 소유자의 사망일 기재. 

자산 ID 클레임 양식과 함께 인쇄된 클레임 세부사항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 ID를 기재하십시오.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자격이 있는 금액을 받기 위해, 신청인 본인과 사망한 자산 소유자의 현재 생존 또는 사망한 친척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또한 신청인과 직계친척(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 딸/아들)이 사망한 경우, 신청인 이름 

위에 있는 각 섹션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사망한 친척의 사망 증명서의 전 페이지 사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섹션 1 

이 섹션에는 사망한 자산 소유자의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를 모두 기입하십시오. 한 줄에 한 명씩 

배우자(생존 또는 사망)를 기재하십시오.  사망한 자산 소유자가 결혼한 적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이름 배우자의 이름, 중간이름, (해당되는 경우 결혼 전 성), 성을 기재하십시오. 

결혼일 사망한 자산 소유자와 결혼한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출생일 배우자의 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사망일 배우자가 사망하셨으면, 배우자의 사망일을 기재하십시오. 

 

섹션 2 
이 섹션에는 사망한 자산 소유자의 자녀를 모두 기입하십시오. 한 줄에 한 명씩 자녀(생존 또는 

사망)를 기재하십시오. 사망 자산 소유자의 자녀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이름 자녀의 이름, 중간이름, (해당되는 경우 결혼 전 성), 성을 기재하십시오. 

부모 이름 
(섹션 1) 

자녀 부모의 이름을 섹션 1에 적힌 대로 기재하십시오.  

출생일 자녀의 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사망일 그 자녀가 사망했으면, 자녀의 사망일을 기재하십시오.   

 

섹션 3 
이 섹션에는 사망한 자산 소유자의 손주를 모두 기입하십시오. 한 줄에 한 명씩 손주(생존 또는 

사망)를 기재하십시오. 사망한 자산 소유자의 손주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이름 손주의 이름, 중간이름, (해당되는 경우 결혼 전 성), 성을 기재하십시오. 

부모 이름 
(섹션 2) 

손주 부모의 이름을 섹션 2에 적힌 대로 기재하십시오. 

출생일 손주의 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사망일 그 손주가 사망했으면, 손주의 사망일을 기재하십시오. 

 

섹션 4 이 섹션에는 사망한 자산 소유자의 부모(생존 또는 사망) 모두를 기입하십시오. 

이름 부모의 이름, 중간이름, (해당되는 경우 결혼 전 성), 성을 기재하십시오. 

출생일 부모의 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사망일 부모가 사망했으면, 부모의 사망일을 기재하십시오.   

 

섹션 5 

이 섹션에는 사망한 자산 소유자의 형제 자매를 모두 기입하십시오. 한 줄에 한 명씩 형제 또는 

자매(생존 또는 사망)를 기재하십시오. 사망한 자산 소유자의 형제 자매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이름 형제 자매의 이름, 중간이름, (해당되는 경우 결혼 전 성), 성을 기재하십시오. 

출생일 형제 자매의 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사망일 형제 자매가 사망했으면, 형제 자매의 사망일을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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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6 
이 섹션에는 사망한 자산 소유자의 조카를 모두 기입하십시오. 한 줄에 한 명씩 조카(생존 또는 

사망)를 기재하십시오. 사망한 자산 소유자의 조카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이름 조카의 이름, 중간이름, (해당되는 경우 결혼 전 성), 성을 기재하십시오. 

부모 이름 
(섹션 5) 

조카 부모의 이름을 섹션 5에 적힌 대로 기재하십시오. 

이름 조카의 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출생일 조카 또는 조카가 사망 한 경우에는 사망의 조카 또는 조카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