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비상 관리법 및 NYC 인적 자원 관리의 COVID-19 장례 지원 사망
증명서 탐색 절차
연방 비상 관리법(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ct, FEMA) COVID-19 장례 지원 또는 NYC
인적 자원 관리(Human Resource Administration, HRA) COVID-19 장례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 FEMA COVID-19 장례 지원 신청은 fema.gov/disasters/coronavirus/economic/funeralassistanc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NYC HRA COVID-19 장례 지원 신청은 www1.nyc.gov/site/hra/help/burialassistance.pag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NYC에서 사망한 분의 사망 원인이 포함된 사망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NYC 보건 및 정신위생부(NYC 보건부)에서는 NYC(Bronx, Brooklyn, Manhattan, Queens, and
Staten Island)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 사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의료 시설에 고인의
사망이 보고되었으며 그 사례가 NYC 보건부에 등록되었을 때 사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관련된 경우, 장례를 주관한 장례 지도사에게 사망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장례 지도사는 사망 후 최대 2년 후까지 사망 증명서를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관련되지 않았거나 장례 지도사에게 사망 증명서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
vitalchek.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NYC 보건부의 사망 증명서
웹페이지에서 사망 증명서 신청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원인을 포함한 사망 증명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망 증명서 및 사망 원인을 모두 요청할 수 있는 분은 고인과 다음의 관계를 가진 분에
한정됩니다: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조손,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제공자, 처리 책임을 가진 자
사망 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입니까?
증명서 사본당 $15입니다. 온라인에서 사망 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추가 비용이 적용됩니다.
사망 기록 사본을 받게 됩니까?
예. NYC 보건부에서는 사망 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발행하게 됩니다. NYC 인증 사망
증명서에는 인증서의 진위를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
원인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위를 참조), 사망 원인을 나타내는 “기밀 의료 기록”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이 문서는 고인의 이름, 사망 증명 번호를 표시하며 본드 용지에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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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증명서에 사망 원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이를 요청하나요?
사망 증명서 신청 시 사망 원인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원인 기재에 추가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사망 원인 추가에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망 원인이 “보류 중”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망 원인이 “보류 중"으로 나타나는 경우, 원본 사망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 증명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발급일은 사망 증명서 최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사망 원인이 포함된 새 사망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 증명서
교환보다 더 빠르게 발급됩니다.
COVID-19으로 사망한 사람의 증명서 사망 원인이 자연적 요인이라고 기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0년 4월,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는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그 사망의
종류가 자연사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원인에 COVID-19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먼저 의학 교수 또는 의료 시설에 연락하여 COVID-19을 주요 원인 또는 사망 원인으로
기재하기 위해 기존 사망 원인을 변경하는 정보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사망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제공자 또는 처리 담당자인 경우, NYC 보건부에 사망 원인을 수정하도록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NYC 보건부의 증명서 수정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FAQ 내의
“What is the process to correct a death certificate?”(사망 증명서 수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YC 보건부에서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권장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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