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우대건설 주식회사 골든힐스 컨트리클럽 회원권

         회원권번호 : A15 제10078호

     (1) 주식회사 현대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72-27 남산그린

         아트빌 7차 아파트의 유언자 소유 분양권

         (위 분양권 이전이 용이하도록 분양계약서를 첨부함)

     (2) 유언자의 집 서재에 걸려 있는 유언자 소유의 추사 김정희의 서예작품 전부

유    언    서

- 분양권, 회원권, 유체동산 등을 유증하는 경우 -

  유언자 이몽룡은 이 유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항 처 성춘향에게는 다음의 재산을 상속하게 한다.

      (1)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34-7번지

          유언자 소유의 단독주택 1채

      (2) 위 주택 내에 있는 가재도구 기타 일체의 동산

      (3) 유언자가 주식회사 신한은행(한남동 지점)에 보유하고 있는 보통예금채권 전부

  제2항 장남 이도령에게는 다음의 재산을 상속하게 한다.

      (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7239-82번지

          유언자 소유의 사업용 점포 및 사무실 1동

      (2)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사무용품 기타 일체의 동산

      (3) 유언자가 경영하는 광한패션주식회사 유언자 소유 주식

          액면액  72,800원권  15,000주

  제3항 차남 이방자에게는 다음의 재산을 상속하게 한다.



     (2) 유언자 소유의 에쿠스 2009년형 자동차

         차량번호 : 29라9449

     (3) 대명리조트 주식회사 콘도 회원권

         회원권번호 : 10053AC78

        유언자가 주식회사 국민은행 본점 대여금고 내에 보유하고 있는 금괴 전부

  제4항 장녀 이홍련에게는 다음의 재산을 상속하게 한다.

      (1) 유언자가 아래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 전부

          이  름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370102 - 1023876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732-8번지

          연락처 : 010-1824-3260

  제5항 다음의 재산은 재단법인 심장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여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한다.

  제6항 성춘향은 유언자 소유의 다음 물품들을 모두 태워주기 바란다.

      (1) 유언자가 1993년도부터 작성해온 일기장 전부

      (2) 유언자가 지인들로부터 받은 편지 전부

  제7항 본인이 사망한 뒤에는 고향에 있는 선산에 매장하고, 본인의 기일에는 따로 제사를 

        지내지 말기 바란다.

  제8항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도령, 이방자, 이홍련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이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평생 정직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

        너희들도 직장과 가정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매사에 임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모자란 나를 만나 고생해온 너희 어머니, 성춘향을 마음을 다해 잘 모시며 

        효도하기 바란다.



  위 유언을 위하여 유언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20    년      월      일

                                       유   언   자        (인)

                                       주민등록번호   340506 - 1008765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34-7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