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을 당했을때 대처/준비 해야할 사항들 

1. 첫째 사항 

a.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 

1. 시신을 임의로 옮기지 말 것. 

2. 바로 "911"에 연락하여 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의사/간호사에 연락하여 사망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b.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 병원의 수칙에 따른다. 
 

2. 둘째 사항 

a. 주중 근무시간 (월-일: 9AM - 5PM) 에는 성당 사무실 (703-968-3010)로 연락한다. 

1. 망자의 이름, 본명, 나이 

2. 어느 구역, 가족관계 (누구의 부모/아들/딸 등등)를 알려준다. 

b.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는 (24 시간 가능), 연령회 회장, 홍의훈 (효셉) 703-966-8206 이나, 

202-502-8455 로 연락한다. 
 

3. 셋째 사항 

a. 장의사 (Funeral Home)를 선정하고 (상업적인 요인 때문), 시신을 수습하도록 연락한다. 

(Funeral Home List 참조) 

1. 사망자의 성명, 주소(사망한 곳) 등을 알려준다. 

2.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맴버임을 알려줘야 한다. 

b. 시신을 옮겨갈 때, 장의사와 계약(Contract)하는 약속 시간(Appointment Time)을 알려줄 

것입니다. 
 

4. 넷째 사항 

a. 장의사와 계약(Contract)을 할 때 상주가 준비해야 할 것 

1. 망자의 Social Security 번호 (SSN) 

2. 망자의 영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최종학력, 직업 

3. 배우자의 성명 

4. 묘지확인서, 수의가 있나/없나 

5. 매장(Interment)할 것인지, 화장(Cremation)할 것인지 결정 

6. 장례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므로, Check/Credit Card/Cash 를 준비한다. 

b. 영어통역이 필요할 때, 연령회 회장에게 연락/부탁한다. 
 

5. 다섯째 사항 

a. 장의사와 계약을 할 때, 삼자 협의가 필요함(상가, 신부님, 그리고 장의사) 

1. 본당 신부님의 일정에 맞추어, 상가와 의논하고, 장의사와 협의 해야 하고, 삼자 협의는 

연령회 회장이 중계 역할을 한다. 

2. 장례미사 날짜/시간, Viewing Service 날짜/시간, 하관 예절 날짜/시간, 연도 날짜/시간 

등을 협의한다. 



b. Viewing Service 와 장례미사의 일정이 정해지면, 본당 사무실에 즉시 알려 공지하게 한다. 

(연령회 회장 주선) 
 

6. 여섯째 사항 

a. 입관예절에 필요한 것들 

1. 상가에서 수의를 제공한다. 

2. 우리 고유의 한복이기 때문에 연령회 자매님 (4 명)들이 수행하며, Embalming (소독)한 

상태에서만 입관 할 수 있다. 

b. 상주 표시 "완장"고ㅘ 유가족의 상가 "리본 핀"을 연령회에서 제공한다. 
 

7. 일곱째 사항 

a. 상주는 고인의 "영정사진"을 준비한다. 연도, Viewing Service, 장례미사 때 필요하다. 

b. 유가족들은 연도, Viewing Service, 장례미사 시작하기 30 분 전에 도착하여야한다. 

 

Funeral Home List 

1. Advent Funeral Home – Falls Church 

7211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6 / 703-241-7402 / Adventfuneral.com 

2. Demaine Funeral Home – Springfield 

5308 Backlick Rd., Springfield, VA 22151 / 703-941-9428 / Demainefunerals.com 

3. Demaine Funeral Home – Alexandria 

520 S. Washington St., Alexandria, VA 22314 / 703-549-0074 / Demainefunerals.com 

4. Direct Cremation Service of VA – Chantilly 

4425 Brookfield Corporate Dr. #100, Chantilly, VA 20151 / 703-584-4927 / 

DirectCremationServicesOfVirginia.com 

5. Demaine Funeral Home – Fairfax 

10565 Main St., Fairfax, VA 22030 / 703-385-1110 / dignitymemorial.com 

6. Everly Funeral Home – Falls Church 

6161 Leesburg Pick, Falls Church, VA 22044 / 703-532-5161 / EverlyCommunity.com 

7. Fairfax Funeral Home – Fairfax 

9902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 703-425-9702 / fmfh.com 

8. Murphy Funeral Home – Arlington 

4510 Wilson Blvd., Arlington, VA 22203 / 703-920-4800 / Murphy-funeralhomes.com 

9. Murphy Funeral Home – Falls Church 

1102 W. Broad St., Falls Church, VA 22046 / 703-533-0341 / Murphy-funeralhomes.com 

10. National Funeral Home – Falls Church 

7482 Lee Hwy., Falls Church, VA 22042 / 703-560-4400 / nationalfh-mp.com 

http://adventfuneral.com/
http://demainefunerals.com/
https://www.dignitymemorial.com/funeral-homes/alexandria-va/demaine-funeral-home/4854
http://directcremationservicesofvirginia.com/
https://www.dignitymemorial.com/funeral-homes/fairfax-va/demaine-funeral-home-%E2%80%93-fairfax/9741
http://everlycommunity.com/
http://fmfh.com/
http://murphy-funeralhomes.com/
https://www.dignitymemorial.com/funeral-homes/falls-church-va/murphy-funeral-homes/1144
http://nationalfh-m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