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진단서 사본 수령

주립 검시관 사무소

부검 이후에 의사는 해당 양식을 출생 사망 결혼
등록부에 보내어 사망 원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망이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가족은 출생 사망 결혼 등록부에서 사망 진단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데 장례 지도사가 한 부를
구해 줄 수도 있습니다.

GPO Box 1649

검시관 상담 서비스

시내 통화: 1300 304 605

Brisbane QLD 4001

팩스: 3239 0176
QP 0416
09/12
Δ1

이메일: state.coroner@justice.qld.gov.au
웹사이트: www.courts.qld.gov.au/129.htm

조사 담당 경찰

경찰 문의
경찰관은 이 브로셔 앞에 자신의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검시관 상담 서비스는 브리스번에 위치한
퀸즈랜드 법의학 및 과학 서비스에 기반을
둡니다. 숙련된 상담원들이 검시관이 조사하고
있는 사망자의 친지들에게 지원과 무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들은 검시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에 답변하며 지역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 경찰서에 연락하여 지원을

호주 자살 연구 및 방지 기관 (AISRAP)

퀸스랜드 법의학 및 과학 서비스

받으십시오.
브리스번 내

(Rank)

검시관 지원부

(Name)

전화: 3274 9197

범죄 과학 서비스

검시관 상담 서비스

(Reg. No.)

전화: 3000 9342

AISRAP 를 통해 그리피스 대학교는 자살 행위의
특성 및 자살 요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호주의 자살 행위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연구 활동 프로그램을
홍보, 실시 및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자살 행위 이해 및
궁극적으로는 자살 방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자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 내의 자살
오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39 Kessels Road

정보 수집

호주 자살 연구 및 방지 기관 (AISRAP)

여러분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자살 방지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griffith.edu.au/health/

퀸즈랜드 경찰 서비스 요원들은 이 정보를
수집하여 AISRAP 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여러분의
인가를
AISRAP
연구원들에게 전달하여 차후 정보가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공된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 유지가 됩니다.

검시관의 조사 및
경찰 지원

전화: 3239 6193

Coopers Plains QLD 4107

(Station)

(Phone No.)

경찰이 이 곳에 온 이유

무료통화: 1800 449 171
팩스: 3274 9166

이메일: fss_counsellors@health.qld.gov.au

출생 사망 결혼 등록부
전화: 1300 366 430

PO Box 15188

어떤 사망의 경우 검시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망은 원인불명의 사망, 자살 추정 사망,
간호 중의 사망 및 자연사가 아닌 사망 혹은 폭행
관련 사망을 포함합니다. 경찰은 검시관의
조사를 지원합니다.

City East QLD 4002
이메일: bdm-mail@justice.qld.gov.au

차후 절차

자살 연구 및 방지

경찰은 사망 신고를 받을 경우:
전화: 3735 3382

australian-institute-suicide-research-prevention

지원협회
라이프라인

전화: 131 114

희생자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전화: 1300 139 703

살인 희생자 지원 그룹

전화: 1800 774 744

퀸즈랜드 유아돌연사 및 아동 서비스

전화: 1300 308 307

자살 유가족 협회

전화: 1300 767 022

퀸즈랜드 자녀 사별 유가족 지원협회
구세군 케어

전화: 3254 2657
전화: 1300 363 622

스탠드바이 브리스번
다문화 정신 건강 서비스
브리스번

전화: 3250 1856/0438 150 180
전화: 1800 188 189
전화: 3167 8333

• 해당 사망에 대해 검시관의 조사가 필요한
지를 결정합니다.
• 가족, 친구 및 목격자로부터 사망에 관한 몇
가지 초기 정보를 구하여 사망이 검시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끔 검시관을 위한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가족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 계약 장례 지도사가 고인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주선합니다.
• 고인이 공식 확인되도록 주선합니다.

검시관의 역할
경찰의 지원 하에 검시관은 고인의 신원, 사망 장소,
사망 경로 및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파악하는
관점으로 사망을 조사할 것입니다. 검시관은 또한
사인규명 심리 실시 여부도 고려할 것입니다.
검시관은 사인규명 심리 실시 여부에 대해 가족과
상의할 것입니다. 검시관 조사가 끝나면 검시관은
가족에게 서신으로 결과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식 신원 확인
검시관은 고인이 장례를 위해 가족에게 인계되기
전에 공식적 신원 확인을 요청합니다. 경찰은
대체로 고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시각적
신원확인에 의존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지문, 치아 혹은 DNA 식별 등
기타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 대면
장례식이나 장례 지도사 채플에서 고인 대면은
경찰에서 요청하는 공식 신원 확인과는
다릅니다. 이 대면은 선택된 장례 지도사를 통해
주선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
어떤 경우엔 고인에게서 발견된 개인 소지품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유되어야 합니다.
손상되거나 오염된 의복은 대개 고인이 영안실로
안치된 이후에 파기됩니다. 소지품이나 의복의
반납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검 정보
부검은 특별히 훈련된 의사나 병리학자가
실시하는 정밀한 신체 검사입니다. 부검은 사망
이후에 바로 수행되는데 대개 다음 날이나 3 일
근무일 내에 실시됩니다. 부검 동안에는 고인의
품위를 지키면서 신중하게 다룹니다.

대부분의 경우 검시관은 고인이 어떻게 무슨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밝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검 실시를 요청할 것입니다. 검시관은 외부
검시, 부분적인 내부 부검 혹은 완전 내부 검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시관은 어떤 유형의
부검이 필요한지를 해당 경우의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외부 부검은 신체의 시각적 검사가
포함됩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도 있고 혈액
샘플과 기타 체액이 검사를 위해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알리거나 검시관 사무소에 연락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검시관은 유족의
우려사항을 경청해야 하지만 내부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시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검시관이 내부 부검이 여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부검 명령 사본을 유족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유족은 검시관의 결정
재검토를 위해 고등법원 (Supreme Court)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이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부검은 신체의 내부 장기 검사가
포함됩니다. 완전 내부 검사 동안에는 흉부, 복부
그리고 머리의 장기를 제거하여 검사합니다.
부분적 내부 부검은 특정한 장기 혹은 신체의
일부만을 포함합니다.

작은 조직 샘플은 종종 차후 테스트를 위해
보관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뇌 혹은 심장 등 차후
테스트 및 분석을 위해 장기 전체 혹은 신체
일부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 장기는
병리학자가 필요한 테스트를 실시할 때까지
보유됩니다. 일부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혈액, 체액 및 조직 샘플을 검사와 분석을 위해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부검 검사가 완성되면
장기는 신체로 원위치 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의사가 차후 정밀 검사 및 테스트를 위해 뇌
혹은 심장 등 장기 전체 혹은 신체 일부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부검의 장점은 기저 질환이나 질병 등 사망
원인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이 이를 알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내부 부검
없이는 의학적으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내부
부검을 실시하지 못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미결정
(undetermined)’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부검을 실시한 의사나 병리학자는 검시관에게
자세한 보고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부검 보고서
사본을 원하시면 검시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내부 부검에 대한 우려 야기
내부 부검을 주문하기 이전에 검시관은 가족이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
부검 실시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한
속히 검시관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부검 이후 장기 및 조직 보유

장기 보유가 필요할 경우 가족은 견해를 피력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검시관은 가족의
우려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장기는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보유하도록 허용됩니다.
검시관 상담 서비스의 상담원들은 장기 혹은
신체 일부를 가족에게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가족은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장례를 연기하도록 결정하거나 해당 장기를 이후
단계에 매장 혹은 화장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 계획
부검이 끝나거나 차후 검사 혹은 테스트를 위해
신체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시관이 판단하게 되면 검시관은 ‘매장을 위한
검시관의 신체 인계 명령’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신체는 대개 가족이 선택한 장례 지도사에게
인계됩니다.
경찰은 정부 계약 장례 지도사를 이용하여
사망자를 부검을 위해 영안실로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정부 계약 장례 지도사를
이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