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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비용 신청서 M-860w 작성 안내  
(Korean) 

 
 매장 요청 번호 

매장 서비스국(Office of Burial Services, OBS)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받으면 매장 요청 
번호가 배정되어 OBS에서 양식 상단에 번호를 입력할 것입니다. 

 
 오늘 날짜  

 
 
 섹션 A 및 B 

사망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작성해 주십시오(신청서 내 사망자로 지칭된 해당인). 사망자의 
연령, 사망일, 거주지 및 결혼, 부양, 병역 여부 등을 나타내는 상세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당국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망 증명서가 
이미 발행되었다면 사망자의 신원 정보 제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섹션 C 

사망자가 장례 비용을 지불할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망자의 재정, 
고용 및 공공복지 보조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성의껏 제공해 주십시오.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당국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섹션 D 및 E 

사망자에게 유언, 유산, 검인 혹은 유언 공증 재판소에서 대기 중인 조치가 있다면 해당  
사안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당사자가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사무국에서 매장 비용의 납부 또는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사망자의 소유였으며 사용할 수 있는 재산 또는 현금이 있다면 최종 처분(매장, 
화장, 화장 후 유골 매장 등을 포함)의 지불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는 
재산에 접근하려면 법원에 가야 합니다. 당국에 알려주시면 적절한 위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섹션 E에서는 사망자의 모든 자산 또는 개인 재산 정보를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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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F 

신청자는 다음 섹션에서 법적 책임이 있는 친척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귀하의 재정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정보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작성해 주십시오. 

 
섹션 F에서는 귀하와 사망자와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요청합니다. 추가 정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섹션 G 

법적 책임이 있는 친척(Legally Responsible Relative, LRR)이란 사망자와 법적 혼인 관계, 
부모, 21(이십일)세 미만 사망자의 법적 후견인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LRR은 사망 당시 사망자와 같은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LRR은 사망자의 최종 
처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LRR이 장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 금융 자산의 부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H 

최종 처분(매장, 화장, 화장 후 유골 매장 등을 포함) 비용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수령한 모든 청구서 또는 송장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신청서 작성 

신청서의 마지막 부분에 신청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대리인 신청을 택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을 위해 해당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서에는 날짜, 신청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선택한 당사자에게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OBS 직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지정 대리인은 공증인 또는 증서 위임자 앞에서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