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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목적 

교우분들에게 기본적인 장례절차와 
연령회의역활을 알려드리고,  

 

상을 당했을때 해야할사항들과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장지구입 
성정 바오로 성당과 제휴한 묘지 – “Fairfax 

Memorial Park” Cemetery 
장지구입 Plot Sale – 매년 4월/10월 (한달동안) 
  Sale 가격: $3700 – 20% Discount (for St Paul Chung 

Members)  $2960 

  연중 가격: $3700 – 15% Discount (for St Paul 
Chung Members)  $3145 

  가격 인상  매년 5월달 

각 장지에 매장/화장할수 있는 숫자: 
  매장 한명 + 화장 3명, or Maximum 화장 4명 (Metal 

or Stone (돌) Vault) 

  Plot 가격이 늘어남 – 1.5명분 
• Regular 가격 X 1.5  $3700 X 1.5 = $5550 
• 성당 Discount 적용 (15%/20%)  $4717.50/$4440  

 



장지구입 (cont.) 

Double Burials (아래/위 합장) 
 Not in St Paul Chung 지정장소 (Section 3) 
 다른지역만 가능 -- 장지(Plot) 가격이 비쌈 

• Section 1 (Garden of the Crucifix) -- $5200 X 1.5= 
$7800 

• Section 5 (Garden of Reflection) -- $6400 X 1.5=$9600 
• Section 12 (Garden of Devotion) -- $4000 X 1.5=$6000 

 Extra Grave Opening/Closing Expense -- $750 
more 
 

Fairfax Memorial Park 지도 참조 
 St Paul Chung 묘지 지정장소 

• Garden of the Blessed Mary (Section 3) 
• Rosary Garden 뒷쪽 



ST Paul Chung 



장례비용 (매장: Burial Service) 

장례 기본 Service Fee -- 
$3695 

시신운반 to 장례회관 -- 
$695 

시신소독 (Embalming) -- 
$1195** 

수의입관, Grooming, 화장 
-- $695 

 Viewing Service at 
장례회관 -- $995 

장례식 Service at 성당 -- 
$995 

 

영구차 사용 (장례식날) -- 
$650 

꽃배달 (장례회관  성당 
 장지) -- $175 

 

Sub Total -- $9,095 

성 정바오로 교우 Discount -
- $1,540 

 

 Total:  $7,555 
 

** Viewing Service 할때 꼭 해야함 



장례비용 (화장: Cremation Service) 

장례 기본 Service Fee -- 
$3695 

시신운반 to 장례회관 -- 
$695 

시신소독 (Embalming) -- 
$1195** 

수의입관, Grooming, 화장 
-- $695 

 Viewing Service at 
장례회관 -- $995 

장례식 Service at 성당 -- 
$995 

 

영구차 사용 (장례식날) -- 
$650 

꽃배달 (장례회관  성당 
 장지) -- $175 

화장 Service Fee -- 
$695 

 

Sub Total -- $9,790 

성 정바오로 교우 Discount -
- $1,540 

 Total:  $8,250 

** Viewing Service 할때 꼭 해야함 



장례 물품 (Merchandise) 
  관 (Casket) -- $1,195 - $14,095 

 유골 단지 (Cremation Urn) -- $45 - $1,849 

  지하 납골상자 (Cremation Vault) -- $225 - 
$600 

  Other Expenses: 
 Death Certificates -- $12 per copy 

 Register Book (방명록) -- $25 & Up 

 Flowers – Option:다른곳 선정 

Note: 모든 장례비용은 선불입니다 – at Funeral 
Home 사무실 

장례 물품 종류 & 가격 – Fairfax Memorial 
Funeral Home Website 참조 

 



Casket (관) 종류 & 가격 

Hallmark – Poplar: $3795 
Pieta – Poplar:  $3395 

Standard Series 

Sanhurst – Poplar: $3495 



Casket (관) 종류 & 가격 

Cremation Caskets 

Zion – Poplar:  $2595 Claridge – Poplar: $3195 



Casket (관) 종류 & 가격 

Cremation Casket 

Clivedon – Poplar: $3095 

Cremation Urns (유골단지) 

가격 범위: $45 - $1,849 



매장 (Burial)비용 
묘지 Opening (Digging) & Closing: 

 Mon-Fri -- $1,275 
 Sat -- $1775 
 Sun -- $2475 

 Burial Vault/Outer Burial Container (관 상자): 
 기본 “Concrete 관 상자” -- $900 
 다른 종류 -- $995 - $11,995 

Note: 모든 매장비용은 선불입니다 – at 묘지 
사무실 
묘 동판 (비석) 비용 동판+돌+설치 가격 포함 

 Two in One -- $5500 (성당 Discount 20%)  $4,400 
• 매장후 45일 안에 구입하실시 
• 장지구입후 45일 안에 구입하실시 
• Sale 기간 – 매년 1월달 

 Solo (한사람) -- $3500 (성당 Discount 20%)  $2,800 

 



장례회관 (Funeral Home) 선정 

기준: 

 매장 (Burial) vs 화장 (Cremation) 결정 

 묘 자리 (Burial Lot) 구입 설정에 따라 

매장 & 화장 – “Fairfax Memorial Park” 
Cemetery 

화장 Only – “Direct Cremation Service of VA” 

다른 Funeral Home 선정 -- “상을 당했을때 
대처/준비 해야할 사항” 안내서 참조 



연령회의 역할 

 연도 – 주관함 
 

 입관예절 (자매님 4명) 

 수의 입힘 (예: 한복) 

 기도 (가족들과 함께) 

 Casket에 필요한 “요” (Cotton Cushion) 준비함 
 

 Viewing Service 

 주관하며, 신부님 보좌함 

 필요한 성수/향 을 준비함 

 연도책 분배함 

 개인적 Viewing할때 안내함 

 Casket Closing함 

 



연령회의 역활 (cont.) 

 장례식 (Funeral Service) 

 장례미사 보조함 

• 미사 해설/독서 

• 복사 

• 성수/향 준비 

• 촛불준비 (제대회) 

 고별식 보조 
 

 하관예절 (Burial Service) 

 신부님 보조하며, 주관함 

 성수/향 준비함 

 연도책 배분함 

 꽃봉헌/구토식 준비함 



상 당했을때 대처/준비 사항 

 첫째사항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 

• 시신을 임의로 옮기지 말것 

• 바로 “911”에 연락하여, 경찰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 의사/간호사에 연락하여, 사망확인 서명을 받는다 

 병원에서 임종한경우: 

• 병원의 수칙에 따른다 

 

 둘째사항 

– 사무실 연락: 주중 근무시간 (9-5 PM) 

• 망자이름, 본명, 나이 

• 어느 구역, 가족관계 (누구의 부모/아들/딸 등등)를 알려준다 

– 연령회 회장 연락 :  근무시간 외 

 



상 당했을때 대처/준비 사항 (cont.) 

 셋째 사항 

 장례회관 (Funeral Home) 선정 & 연락 ** 

• 망자의 성명, 주소 (사망한곳) 등을 알려준다. 

•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Member임을 알려준다 

• 선정기준: 매장 vs 화장 결정 

 

 시신 옮겨갈때 

• 장의사와 계약 (Contract)하는 시간 (Appointment)을 
알려줄것임 

 

 
** 상 당했을때 대처/준비 해야할 안내서 참조 



상 당했을때 대처/준비 사항 (cont.) 

 넷째 사항 
 장의사와 계약할때, 상주가 준비해야할것들 

• 망자의 Social Security 번호 (SSN) 
• 망자의 성명 (영어 Spelling), 생년월일, 주소, 최종학력, 

직업 
• 배우자 성명 (영어) 
• 묘지 확인서, 수의 있나/없나 알려준다 
• 매장 (Interment)할것인지, 화장 (Cremation)할것인지 

결정 
• 장례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해야하므로, Check/Credit 

Card/Cash를 준비한다 
 

 영어통역이 필요할때, 연령회 회장에 연락/부탁한다 

 



상 당했을때 대처/준비 사항 (cont.) 

 다섯째 사항 

 장의사와 계약할때, 삼자 협의로 장례절차 Schedule을 
정한다 

• 삼자: 상가, 신부님, 그리고 장의사 

• 장례미사 날짜/시간, Viewing Service 날짜/시간, 
하관예절 날짜/시간 등을 협의한다 

• 삼자협의는 연령회 회장이 중계역활을 한다 

 

 Viewing Service & 장례미사 일정이 정해지면, 본당 
사무실에 즉시 알려 공지하게한다 (연령회 회장 주선) 

 



상 당했을때 대처/준비 사항 (cont.) 

 여섯째 사항 

 상가에서 Pallbearers 선정 : 6명이 필요함 (가족, 친지 등등) 
– 하얀 장갑은 Funeral Home에서 제공함 

 상가에서 수의를 제공한다 (한복, 양복) 

• 입관예절 거행  

• 연령회 자매님 (4명)들이 수행하고 입관한다 

 상주는 고인의 ”영정사진” (Size: 11” x 13”)을 
준비한다 (연도, Viewing Service, 장례미사 때 필요함) 

 상주표시 “완장”과 유가족 상가 “리본 핀”은 연령회에서 
제공한다 

 일곱째 사항 

 유가족은 연도, Viewing Service, 장례미사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하여야한다 



질의 응답 시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