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FEMA COVID-19 장례 지원 프로그램
2021 년 미국 구제계획법의 통과로 2021 년 COVID-19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가족과 개인이 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

신청할 수 없는 사람

미국 영토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한
미국에서 사망해야 합니다.
사망 진단서의 직접 또는 간접 사인이
COVID-19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0 년 1 월 20 일 이후에 장례 비용을
부담하는 신청인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일 필요가
없습니다.

•

•

미성년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인 성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합법으로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 중
FEMA 의 장례 지원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안 되는 범주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o 임시 관광 비자 소지자
o 외국인 학생
o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
o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마셜 제도
공화국 시민과 같은 상주자

신청 방법:
• 신청은 2021 년 4 월 12 일에 시작됩니다. 신청자는 COVID-19 장례 지원 라인 번호:
844-684-6333 | TTY: 800-462-7585 로 전화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운영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9:00 동부 시간
• 장례식장은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장례비용을 청구하는
사업체가 아닌 개인이어야 합니다.
• 최근 가정 및/또는 개인 재난 재산 피해로 FEMA 에 지원을 신청했고 2020 년 1 월 20 일 이후
COVID-19 로 인한 사망으로 장례 비용을 지출한 신청인은 COVID-19 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재정 지원:
• 신청자는 여러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장례식당 최대 9,000 달러, 주, 지역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신청인당 최대
35,500 달러로 제한됩니다.
• FEMA 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 한 명당 한 신청자에게만 COVID-19 장례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망한 사람 한 명의 장례비를 여러 명이 지불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FEMA 는 이러한
상황에서 장례비 영수증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여러 장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신청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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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비용 보장:
•
•
•
•
•
•

COVID-19 장례 지원 서비스는 장례 서비스
및 매장 또는 화장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망자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 명의 교통비
시체의 이송
관 또는 항아리
매장지 또는 화장지
표지물 또는 묘비

•
•
•
•
•
•

성직자 또는 사제의 서비스
장례식 준비
장례식장 장비 사용 또는 직원 고용
화장 또는 매장 비용
여러 사망 진단서의 제작 및 인증 비용
해당 지방정부 또는 주 정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한 추가 비용

신청 마감일:
현재 COVID-19 장례 지원 신청에 마감일은 없습니다. 마감일이 정해지면 FEMA 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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