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 후에는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는 상실감과 슬픔이 밀려오는 매우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유가족에게 임종 후 절차를 계획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장례식이나 추모식을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장례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례에 포함되는 사항 및 절차에 대하여 

이해하면 그 과정이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적절한 장례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아래 기술하였습니다. 

장례지도사 선정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장례지도사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용하고 싶은 장례지도사를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처음으로 

장례지도사를 선정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몇군데 업체에 연락하여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지도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장례식을 

직접 준비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장례지도사에게 물어볼 질문

일반적으로 장례업체에 처음으로 연락한지 24시간 이내에 

장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하여 귀하의 자택이나 장의업체 

사무실에서 장례지도사와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이 자리는 

장례 서비스의 선택범위를 논의하고 장례식 중 귀하가 

지키고자 하는 종교나 문화적 의식이 있는지를 의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례지도사와 논의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가족 중 누가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가?

•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을 할것인가?

• 시신을 방부 처리 할것인가?

• 장례식은 어느 장소에서 치를 것인가?

• 종교적/비종교적 장례식인가?

• 누가 장례식을 거행할 것인가? (예: 목사 또는 

장례전문진행자)

 

장례지도사가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신문에 부고 게재

• 화환 주문 또는 유가족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기부

• 음식 준비

• 장례식 안내서 작성

• 추모 슬라이드 작성

• 사망진단서 준비

• 본국 송환에 필요한 절차 준비 (필요시)

장례 비용

장례비용은 대략 $4000 - $12,000이 소요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 화장 또는 매장인지 여부

• 유가족이 장례 계획과 준비에 참여한 정도

재정 지원 제공

일정 자격 충족시 뉴질랜드 노동소득청 (Work and 

Income New Zealand, WINZ)에서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원금으로 장례 비용 

전부를 충당하기는 힘듭니다. https://www.workandincome.
govt.nz/products/a-z-benefits/funeral-grant.html 를 

방문하시거나 장례지도사에게 문의하시면 장례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웹사이트

다음 웹사이트에서 장례 계획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ndoflife.services.govt.nz/welcome

https://www.fdanz.co.nz/planning-a-funeral/what-to-do-
when-someon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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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a Funeral

When someone has just died there are many things to think about. It can be a very difficult time with 
overwhelming feelings of loss and sadness. Here in New Zealan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family to 
make the final arrangements for the person who has died. While it is not a legal requirement, many 
people choose to have a funeral or some form of remembrance service. 

Planning a funeral may seem like a difficult task especially if 
you are not familiar with the process. Understanding what is 
involved and how to go about it, can make the process easier. 
The following is some information that may assist you to 
organise an appropriate farewell.

Choosing a funeral director
This is one of the first things you will need to do. You may know 
of a funeral director you would like to use or maybe you are 
needing to find one for the first time. Asking friends is a good 
way to find out about someone you may use. You might want to 
contact several funeral directors to compare prices and options 
before finalising any plans. It is not essential to have a funeral 
director, and you may decide to arrange the funeral yourself. 

Questions to ask the funeral director
The funeral director will meet you at your home or in their offices 
at a convenient time to discuss arrangements - this is usually 
within 24 hours of first contact.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funeral director to discuss with you the range of choices 
available and any religious or cultural preferences that you would 
like to be honoured during the service. 

Key decisions to discuss with them include:

• Who the key decision maker in the family/whānau is?

• Whether it will be a burial or cremation?

• Will the person be embalmed?

• Where will the service be held?

• Will the service be religious/ non-religious?

• Who will conduct the service, for example, a minister  
or celebrant?

The funeral director will be able to help you 
with the following:
• Placing a death notice in the newspaper

• Ordering flowers or donations to a charity of your choosing

• Organising Catering

• Developing Service sheets

• Making Memorial presentations

• Organising the death certificate

• Arrangements for repatriation if required

Funeral Costs
The current cost of a funeral can range somewhere between 
about $4,000 - $12,000. The cost will depend on several 
factors including: 

• Whether it is a cremation or burial

• How much of the planning and preparation is done by  
the family/whānau

Financial Assistance available
Work and Income New Zealand (WINZ) may provide a funeral 
Grant, if certain eligibility criteria are met, to assist with costs. 
However, it is unlikely the grant will cover the full cost of 
the funeral. You can get more information about this grant 
at https://www.workandincome.govt.nz/products/a-z-
benefits/funeral-grant.html or by asking the funeral Director.

Useful websit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planning a funeral the following 
websites have useful information: 

https://endoflife.services.govt.nz/welcome

https://www.fdanz.co.nz/planning-a-funeral/what-to-do-
when-someon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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