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Consumer Action Guide      

특정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 때에도 유산과 유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코로나를 경험 삼아 이러한 인생 
막바지결정에 대한 계획을 건강할 때 세우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  

본 지문은 지금 세워야 할 부동산 계획 중 가장 핵심
적인 요소들, 어떠한 문서와 도구들이 독자가 소망
하는 계획의 적합한 절차를 밟는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당신의 건강 관리와 몸
성인이라면 자신의 몸과 관련된 치료와 장례 절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료진에게 
상의해야한다. 자신이 소원하는 것들을 글로 옮긴
다면 나중에 혼동과 충돌, 그리고 사후 대신 결정해
야하는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 

유언장은 본인이 결정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다른 사
람들에게 본인이 어떤 치료 방법을 원하거나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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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지를  설명한다 - 예를  들어, 당신이 심하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져 있거나, 치매에 걸렸거나, 숨
을 거두는 순간 등을 포함. 유언장은 당신이 소원할 
수 있는 생명 유지 방법, 예를 들어 산소 호흡기나 
영양 공급관과 같은 요소들을 담는다. 

의료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healthcare)은 
당신이 선택한 대리인이 당신을 대신하여원하는 치
료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할 수 있게 한다. 

미국 내 많은 주 들은 유언장과 의료위임장을 
“advanced directive”라는 문서로 통일한기도 한다.

사망 후, 어떻게 시신이 처리 되는가는 “disposition 
of remain” 이라고 일컫는다. 주로 시신 처리에 대
한 사항들 (장기 기증 여부, 매장 혹은 화장 여부, 그
리고 화장 후 매장 할지 아니면 뿌려질 지에 대한 여
부)은 유언장이나 “advanced directive”에 포함 혹
은 따로 기록될 수 있다. “Personal preference 
laws” 를 이행하는 주 안에서는 유언을 이행하는데 
다양한 요구조건들이 있다 (증인 참석, 공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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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서들은 변호 대리인이 없이도 작성이 가능
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주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하며, 증인과 공증(전자 공증은 조건에 따라서 가능
할 수 도 있음)이 필요하다. 대리인과 증인으로 선택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문서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
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추가정보:  
The Mayo Clinic (유언장 및 advance directive 
에 대한 정보): https://www.mayoclinic.org/healthy-lifestyle/
consumer-health/in-depth/living-wills/art-20046303

Nolo (코로나 관련 인생계획 정보): https://www.nolo.
com/legal-encyclopedia/coronavirus-preparation-now-is-the-time-to-
make-a-living-will.html 

American Bar Association (각 주 별 advance 
directive 문서): https://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
administrative/law_aging/2018-lnks-to-st-spcifc-advnc-drctv-frms.pdf

Funeral Consumers Alliance (각 주 별 person-
al preference 법): https://funerals.org/?consumers=legal-right-
make-decisions-funeral

PREPARE (언어별 코로나 관련 유언계획서): https://
prepareforyourcare.org/covid-19

재산 및 소유물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한 유언장’ (Last Will And 
Testament)은 사망 후, 당신에게서 이체되지 않은 
재산과 소유물을 분배하고, 자식과 애완동물의 보호
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유언장에 지정된 보호자
는 고인이 제시한 사항들을 책임지고 이행하며, 재
산 및 소유물을 정해진 대로 분배하는 의무를 가진
다. 만약 이 유언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
다면, 법을 통한 재산 및 소유물 분배가 진행된다. 
유언장을 통한 재산 분할은 “probate” (유언 검인) 
이며, 이는 몇 달 에서 몇 년 까지 걸릴 수 있다. 

재산 중 (은행, 퇴직금, 중개, 혹은 다른 투자 계좌와 
생명 보험 보상금)은 사망 시 유언장에 명시된 생명
보험 수익자나 지목된 수익자 (beneficiaries)들에게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이 가능하
다. 이는 상속자들이 받은 재산을 장례비나 다른 비
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유언 검인 절차를 통하
지 않아도 됨으로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자를 
지명하는 경우, 정해진 재산(“payable-on-death”, 

혹은 사망시 지불)에 대한 권한은 대부분 유언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인생에 중요한 변화 (이혼, 재혼, 
혹은 지정된 수익자의 죽음)가 있을 시, 유언장을 자
주 확인해야한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 (집, 임대 부동
산, 은행 계좌, 혹은 투자 계좌)은 사망 시 “titling”  
(명의 이전)을 통해 공동 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어떤 종류 (공동재산 - 생존자의 권리 (commu-
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공유 등
기 - 생존자의 권리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혹은 부부 공동재산 (tenancy by 
the entirety)) 의 명의 이전이 적합한지 는 재산과 
세금 계획 목표, 자산 및 재산 종류, 혹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 소유권 제목을 재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소가 가능한 생전 식탁 (revocable living trust) 
는 생전 혹은 사후 자산을 분배하는 또 하나의 방법
이다. 생전 식탁은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며, 그 외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시 피신탁인에게 자산관리 권리를 
위임 하는 경우). 하지만 피신탁인을 공용하는 것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앞서 말한 상속 방법들인 수익
자 (beneficiaries)나 명의 이전 (titling) 등을 검토, 
비교하여 결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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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은 당신이 
지정한 대리인만이 재정 및 법적 결정권을 당신 대
신하여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한다. 법정에서 다른 사
람(conservatorship, 혹은 후견인)이 재정 및 법적 
결정권을 받는 경우에도 오로지 당신이 지정한 대리
인에게만 권한이 주어진다. 영구 위임장은 당신이 
건강할 때 작성 해야하며, 작성시 당신의 정신 건강
이 확인 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추가정보:
Nolo (유언장 작성법):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
dia/how-write-will.html

ElderLawAnswers (사망시 지불 혹은 사망시 이
전 계좌): https://www.elderlawanswers.com/passing-on-assets-
outside-of-probate-pods-and-tods-15137 

Nolo (공동소유권):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
avoid-probate-with-joint-ownership-30125.html 

Investopedia (생전식탁 장단점): https://www.
investopedia.com/articles/pf/06/revocablelivingtrust.asp 

Investopedia (위임장 관련정보): https://www.
investopedia.com/terms/p/powerofattorney.asp 

American Bar Association (자산관리 계획 질문
응답): https://www.americanbar.org/groups/real_property_trust_es-
tate/resources/estate_planning/ 

변호사 고용에 관련한 정보는 하단 “법적 도움”을 확
인하시오. 

디지털 자산
미국의 모든 주들은 법에 따라 개인의 모든 디지털 
자산 (온라인 계정과 모바일 은행, 어플, 이메일, 
SNS 계정, 비디오 혹은 사진첩, 음악, 게임, 개인 웹
사이트, 블로그, 가상 화폐 등)을 접속하고 주관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타인의 법적으로 허용
된 온라인 계정 접속은 상속자들의 많은 시간 소모
와 짐이 될 수 있으며, 고인의 뜻과 다를 수 있다.  

디지털 자산 계획은 사후 지정된 대리인 외엔 아무
나 고인의 개인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며, 접속이 필
요한 상속자들에게만 접속 권리가 주어지게 한다.
많은 회사들과 단체들이 이러한 디지털 자산 계획을 
도울 수 있는 지침과 필요한 문서, 온라인 정보를 제

공한다 (“디지털 대리인”, 개인 계정 접속 지침, 개인
계정정보 보관법 등이 포함됨). 

추가정보:
Financial Times (디지털 자산 계획 요약내용): 
https://www.ft.com/content/8ed79406-06f3-11ea-9afa-d9e2401fa7ca

Everplans (주 별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https://
www.everplans.com/articles/state-by-state-digital-estate-planning-laws

Digital Legacy Association (지침서): https://
digitallegacyassociation.org/

Consumer Action (디지털 자산 계획 소식지): 
https://www.consumer-action.org/news/articles/digital_estate_plan-
ning_spring_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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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 

컨수머 액션은 교육과 옹호를 통해 전국의 사회
적 지위가 미약한 소비자들을 위한 공정성과 재
정적 번영을 장려하는 강력한 소비자 권리와 정
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조언 및 지원 : 소비자 불만은 https://complaints.
consumer-action.org/forms/english-form에서 제출하거나 
415-777-9635로 전화하십시오.

핫라인은 중국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전화를 
받습니다.               

© Consumer Action 2020

법적 지원
자산 계획은 법률 대리인 없이 손쉽게 해결 할 수도 
있는 반면, 복잡한 절차 (신탁 계좌, 등등)를 거쳐야
하는 요소들은 잘못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 자산 관리 변호사들은 유언장 작성시 법적 
조언 (예를 들어 상속 시 세금을 줄이ㄴㄴ는 등)을 
줄 수 있다. 자산 계획 비용은 경우에 따라 따르며, 
법적 대리인, 소속된 주, 그리고 상속 될 자산의 복
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당신 수입이 중상층이라면, 미국 변호사 협회
의 “Affordable Legal Service” (저렴한 법적 의뢰) 
페이지에서 소속된 주에 관련된 유용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americanbar.org/groups/delivery_legal_
services/resources/programs_to_help_those_with_moderate_in-
come/). LawHelp (https://www.lawhelp.org/) 는 프로보노 
같은 무료 법률 서비스나 아주 저렴한 비용에 법률
적인 도움을 준다. 

군인 “OneSource” 는 미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프로
그램이며, 군인이나 군인의 배우자나 가족, 혹은 생
존자들에게 법률 도움 및 다양한 자원을 제공한다. 
자산 계획 웹사이트 접속 시 추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militaryonesource.mil/financial-legal/legal/
estate-planning/estate-planning). 

추가정보: 
Forbes (알맞은 자산 계획 찾기): https://www.forbes.com/
sites/nextavenue/2019/09/11/how-to-find-a-good-estate-
planner/#71053f9e2541

Nolo (자산 계획 비용): https://www.nolo.com/legal-encyclo-
pedia/the-cost-of-estate-planning-how-much-will-you-pay.html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미국 변호사 
협회 - 주 별 법률대리인 찾기): https://www.americanbar.
org/groups/legal_services/flh-home/flh-bar-directories-and-lawyer-
finders/

이 안내서는 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의 
COVID-19 교육 프로젝트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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