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항 유언자는 아래의 자를 인지한다.

       성  명 : 이  방  자

       주민등록번호 : 680721 - 1047369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772번지 남산타워아파트 103동 1201호

유    언    서

- 유언으로 인지하는 경우 -

  유언자 이몽룡은 이 유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항 처 성춘향에게는 다음의 재산을 상속하게 한다.

      (1)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72-27 한남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207동 1201호

          유언자 소유의 아파트 1채

      (2) 위 주택 내에 있는 가재도구 기타 일체의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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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녀 이홍련에게는 다음의 재산을 상속하게 한다.

      (1) 유언자가 경영하는 광한패션주식회사 유언자 소유 주식

          액면액 72,800원권  5,000주

      (2) 유언자의 서재에 있는 최창섭 화백의 수묵화 8점

  제5항 위 이방자에게는 다음의 재산을 상속하게 한다.



      (1) 유언자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서초동 지점)에 보유하고 있는 보통예금채권 전부

      (2) 유언자가 주식회사 국민은행 본점 대여금고 내에 보유하고 있는 국채 전부

  제6항 다음의 재산은 재단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

        린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한다.

         유언자가 주식회사 하나은행(한남동 지점)에 보유하고 있는 보통예금채권 전부

  제7항 유언자 소유의 다음 물품들은 이방자가 소유하여 간직해주고 이따금씩 읽어보면서 

        아버지가 생전에 해주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1) 유언자가 1980년도부터 작성해온 일기장 전부

      (2) 유언자의 서재에 있는 사진 및 앨범 전부

  제8항 본인이 사망한 뒤에는 고향에 있는 선산에 매장하고, 본인의 기일에는 간소하게 제

        사를 지내주기 바란다.

  제9항 모두들 나의 또 다른 아들인 이방자의 존재에 대해 많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성춘향과 이도령, 이홍련에게 생전에 말하지는 못했지만 이방자 또한 나의 혈

        육이고 생전에 살갑게 챙겨주지 못하여 늘 미안했다.

        이에 대해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본인 사후에도 이방자를 가족의 일원으로 따뜻하

        게 대해주기 바란다.

  위 유언을 위하여 유언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20    년      월      일

                              유   언   자        (인)

                              주민등록번호   340506 - 1008765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72-27 

                                             한남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207동 12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