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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대신하여 재산을 클레임하려면 다음을 제공하십시오:   

 

1. 고위 직원, 무한 책임 사원 또는 단독 소유주1 등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서명권이 있는 

개인, 또는 고위 직원에 의해 서명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이 서명한 작성된 클레임 확인 

양식(Completed Claim Affirmation Form).   

A. 다음과 같은 경우는 클레임 확인 양식을 공증해야 합니다: 

1) 클레임의 총 가치가 1,000 달러 이상일 경우   

2) 해당 클레임이 안전 금고 내용물에 대한 것일 경우, 또는 

3) 해당 클레임이 다음과 같은 유가 증권에 대한 것일 경우: 

a) 주식 

b) 뮤추얼 펀드 

c) 채권, 또는 

d) 채무 증서 

 

2. 귀하의 현재 운전 면허증 또는 주 정부가 발급한 사진 식별 카드의 사본.  

A. 미국 시민인 경우 유효한 운전 면허증 또는 주정부가 발급한 사진 식별 카드가 

없다면, 다음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1) 군인 신분 카드, 또는 

2) 유효한 여권 첫 번째 및 마지막 페이지의 컬러 사본. 

B.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유효한 여권 첫 번째 및 마지막 페이지의 컬러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1) 여권이 없는 경우 최소 두 가지 형태의 정부 발행 신분 증명서를 

제공하십시오2.  추천되는 문서:  

a) 공인된 출생 증명서의 사본과, 그것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의 공인된 영어 번역 

b) 현재 유권자 등록 카드의 사본 

c) 현재 영사관 신분증의 사본 

d) 현재 거주 비자 사본 

 

3. 기업을 대신하여 재산을 클레임하는 경우, 귀하가 고위 간부이거나 기업의 고위 

간부로부터 서명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   

 

                                                      
1 클레임을 하는 사람은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California 민사 소송법 섹션 

1540 의 세부 규칙 (a)와 (d)에 따르면, 소유자는 그것을 주로 이전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기업의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 기업의 주주 중 하나일 뿐이며, 자회사의 기업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관계 없이, 모회사는 그 자회사의 청구되지 

않은 재산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2 외국 문서의 인증을 위해 저희가 귀하께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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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귀하가 고위 간부라면 그 증명을 제공하십시오. 추천되는 문서3:  

1) 이사회 결의안  

2) 국무 장관(Secretary of State, SOS)에게 제출된 최신 정보 진술서4;  

a) 정보 진술서가 전자 접수된 경우, 정보 진술서의 사본과 SOS 에서 

받은 지불 영수증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3) 소멸 인증서, 또는 

4) 귀하가 기업의 고위 간부임을 증명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타 문서.  

B. 만약 귀하가 기업 고위 간부가 서명권을 부여한 회사 직원이라면, 서명권 증명을 

제공하십시오. 추천되는 문서5: 

1) 권한 부여 편지와 권한을 부여한 개인이 기업 고위 간부라는 증거(위에 

나열된 문서 참조) 

2) 기업 비서실의 인증서(혹은 기타 고위 간부 증서)와 권한을 부여한 개인이 

기업 고위 간부라는 증거(위에 나열된 문서 참조) 

3) 기업 내규 

4) 이사회 결의안, 또는 

5) 이사회 회의록. 

 

4. 유한 책임 회사를 대신해서 재산을 클레임하는 경우, 귀하가 관리자 또는 고위 간부라는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추천되는 문서6: 

A. 회사 결의안 

B. 운영 합의서 

C. 조직 규약 

D. 국무 장관(SOS)에게 제출된 최신 정보 진술서7;  

1) 비즈니스가 정보 진술서를 전자 접수한 경우, 정보 진술서의 사본과 

SOS 에서 제공한 지불 영수증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E. 소멸 인증서, 또는 

F. 귀하가 관리자 또는 고위 간부임을 증명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타 문서. 

 

5. 합자 회사를 대신하여 재산을 클레임하는 경우, 귀하가 무한 책임 사원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추천되는 문서 5: 

                                                      
3 비록 이러한 문서들은 추천에 불과하지만, 클레임을 하는 사람이 해당 비즈니스를 대신하여 클레임을 

할 권리와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클레임에 대해 지불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4 귀하의 비즈니스가 California 에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주에 접수된 

해당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5 비록 이러한 문서들은 추천에 불과하지만, 클레임을 하는 사람이 해당 비즈니스를 대신하여 클레임을 

할 권리와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클레임에 대해 지불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6 비록 이러한 문서들은 추천에 불과하지만, 클레임을 하는 사람이 해당 비즈니스를 대신하여 클레임을 

할 권리와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클레임에 대해 지불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7 귀하의 비즈니스가 California 에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주에 접수된 

해당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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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S 에 제출된 합자 회사 인증서 7 

B. 제휴 계약서  

C. 소멸 인증서, 또는 

D. 귀하가 무한 책임 사원임을 증명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타 문서. 
 

6. 유한책임조합을 대신하여 재산을 클레임하는 경우, 귀하가 무한 책임 사원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추천되는 문서 5: 

A. SOS 에 제출된 유한책임조합 인증서 7 

B. 제휴 계약서  

C. 소멸 인증서, 또는 

D. 귀하가 무한 책임 사원임을 증명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타 문서. 
 

7. 합명 회사를 대신하여 재산을 클레임하는 경우, 귀하가 무한 책임 사원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추천되는 문서 5: 

A. 제휴 권한 진술서  

B. 제휴 계약서  

C. 소멸 인증서, 또는 

D. 귀하가 무한 책임 사원임을 증명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타 문서. 
 

8. 단독 소유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클레임하는 경우, 다음을 제공하십시오: 

A. 스케줄 C 를 포함하여 현재 또는 마지막 연방세 환급  

B. 최신 비즈니스 라이센스 또는 시설 허가; 그리고 

C.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에 접수된) 인위적 비즈니스 이름. 
 

9. 귀하의 비즈니스에 할당된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8 의 증거 .  추천되는 문서:  

A. FEIN 의 할당을 보여주는 IRS 가 보낸 “확인서”  

B. 다음과 같은 영수된 세금 계산서의 사본: 

 IRS 양식 1098, 지불 이자 명세서 

 IRS 양식 1099-INT 또는 1099 DIV, 이자 또는 배당금 명세서  

C. IRS 의 FEIN 할당에 대한 인터넷 확인 페이지 

 
10. 현재 우편 주소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 또는 그 주소에서 우편물을 받은 

증거.    추천되는 문서: 

A. 현재 비즈니스 라이센스 또는 시설 허가증의 사본 

B. 다음과 같은 영수된 세금 계산서의 사본: 

 IRS 양식 1098, 지불 이자 명세서 

 IRS 양식 1099-INT 또는 1099 DIV, 이자 또는 배당금 명세서  

                                                      
8 FEIN 을 확인하는 용도로, 세금 환급 또는 IRS 양식 SS-4 신청서 또는 W-9 FEIN 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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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기지 명세서 또는 부동산 세금 청구서의 사본 

D. 전화, 케이블 또는 유틸리티 청구서 원본 

E. 은행 또는 신용 카드 명세서 원본 

 

11. 보고된 주소에서 비즈니스가 운영되었다는 증거 또는 그 주소에서 우편물을 받았다는 

증거.  클레임 양식과 함께 인쇄된 클레임 세부사항 페이지에 보고된 소유자 주소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클레임과 함께 제공하지 못할 경우, 추가 정보를 위해 저희가 

귀하께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되는 문서: 

A. 보고하는 회사의 청구서 또는 계정 명세서 원본 

B. 비즈니스 라이센스 사본 

C. 다음과 같은 영수된 세금 계산서의 사본: 

 IRS 양식 1098, 지불 이자 명세서 

 IRS 양식 1099-INT 또는 1099 DIV, 이자 또는 배당금 명세서 

D. 모기지 명세서 또는 부동산 세금 청구서의 사본 

E. 전화, 케이블 또는 유틸리티 청구서 원본 

F. 은행 또는 신용 카드 명세서 원본 

 

12. 만약 클레임 양식과 함께 인쇄된 클레임 세부사항 페이지에 보고된 주소가 없다면, 그 

재산이 클레임을 하는 사람의 비즈니스에 속한다는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이 문서를 

클레임과 함께 제공하지 못할 경우, 추가 정보를 위해 저희가 귀하께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되는 문서: 

A. 은행 명세서 원본(해당 재산이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온 경우) 

B. 주권 사본 또는 계정 명세서 원본(해당 재산이 투자 회사에서 온 경우) 

C. 보고하는 회사의 송장 또는 영수증 원본 

D. 안전 금고 내용물 목록(해당 재산이 안전 금고일 경우) 

 

13. 합병되거나 다른 비즈니스에 팔린 비즈니스를 위해 재산을 클레임하는 경우, 합병 또는 

구매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14. SOS 또는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Franchise Tax Board, FTB)에 의해 중단된 비즈니스를 

위해 재산을 클레임하는 경우, 그 비즈니스가 더 이상 중단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A. 해당 비즈니스가 SOS 에 의해 중단되었다면, 건전 인증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제공하십시오9. 그 인증서는 SOS 정보 서비스 사무실(Information 

Services Office), (916)  657-5448 에 문의하거나 

http://www.sos.ca.gov/business/be/information-requests.htm 에 있는 정보 요청 

웹사이트에 있는 지시에 따라 얻을 수 있습니다.  

                                                      
9 귀하의 비즈니스가 California 에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주에 접수된 

해당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http://www.sos.ca.gov/business/be/information-reques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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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당 비즈니스가 FTB 에 의해 중단되었다면, 기업 상태 확인서(Entity Status 

Letter)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그 확인서는 FTB(Franchise Tax Board, P.O. Box 

942857, Sacramento, CA 94244-2250)에 문의하거나 FTB 웹사이트, 

https://www.ftb.ca.gov/online/self  serve  entity  status  letter/를 방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15. 광업권 또는 로열티를 클레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클레임을 하는 사람의 비즈니스에 

속함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추천되는 문서: 

A. 로열티 지불 사본(체크의 아래 부분 또는 체크의 사본) 

B. 지분 확인 문서(Division Order) 

C. IRS 양식 1099-MISC, 기타 소득 명세서 사본 

D. 로열티 명세서(회사가 보낸) 

 

16. 귀하가 클레임하는 재산이 수표, 자기앞 수표, 여행자 수표, 상환되지 않은 선물 카드, 

우편환, 채권, 또는 채권 쿠폰 등 협상 가능한 수단일 경우, 클레임과 함께 해당하는 협상 

가능한 수단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귀하의 자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정보를 위해 귀하께 연락할 것입니다. 

 

모든 문서를 다음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State Controller’s Office  

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  

 

 

위의 지침 또는 필요한 서류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800) 992-4647 번으로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귀하께서 캘리포니아 주, 시, 또는 카운티 기관에 대해 갚지 않은 채무가 있을 경우, 

그 채무를 갚기 위해 귀하의 청구되지 않은 재산 지불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ftb.ca.gov/online/self%20%20serve%20%20entity%20%20status%20%20le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