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받은 기능성 진공유골함 제공

"100% 후불제 장례서비스"

24시간 상담문의 1877-8074



웰다잉장례토탈협동조합은

후불식 장례서비스를 토대로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저희 협동조합원들은

기존 고비용 장례서비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보다 투명하게 오픈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과 사랑으로

건전한 장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웰다잉장례토탈협동조합원 일동



강원의전
(춘천)자연장례 협동조합

(서울, 경기도)

한밭장례협동조합
(대전, 충남)

대구 곧 설립예정

웰당잉장례토탈협동조합
(경남, 부산, 울산)

광주(전남) 곧 설립예정

은혜장례문화협동조합
(전주, 전북)

충북착한장례협동조합
(청주, 충북)

지역 본부

조합원

장례용품
전문업체

장례식장

울산 본부 창원 본부 진주 본부부산 본부

전국협동조합
네트워크

총괄사업부 대외협력부감  사 이사회

이  사  장

웰다잉장례토탈협동조합 조직도

전국 협동조합 네트워크 현황



일자 항 목 세부내역 공급내역 비 고

첫
째
날

차량 운구용차량 관내무료제공(24시간대기)
관외

추가비용적용

인력지원 장례지도사 관내 1시간 내 출동(장례지도) 의전서비스

빈소

빈소 용품 혼백, 향, 초3개, 부의록 등등 포함

제단 꽃
생화 꽃 바구니 2개 
(협력업체 이용 시)

별도

장례 지도
초제, 상식, 장례순서
장례 예절 등등 지도

포함

둘
째
날

입관
용품

수  의 웰다잉 1호 제공(면 100%) 제공

관
화장용 오동나무 0.8 2단관
(매장 : 매장관 구매시 10만원 지원)

제공

소렴 / 대렴
(궁중대렴)

한지, 염지, 탈지면, 알콜, 멧베, 예단, 
소창, 습신, 다라니경, 칠성판 등 등 
30여가지

제공

특별서비스 1. 염습 후 꽃 장식 제공

상
주
용
품

상복
인력
지원

현대식 상복
(전통식상복)

양복 3벌(넥타이, Y셔츠 포함)
검정 여상복 4벌 제공
완장직계별 무한제공

추가 대여 시 
비용발생

장례지도사
장례절차(상식, 성복제, 발인제, 탈상제, 
빈소안내, 빈소정리 등)진행

행사도우미 2명 × 10시간 = 20시간 제공

셋
째
날

발인

발인제, 운구, 화장절차, 장례지도사 1명 지도 (장지 동행)

특별서비스
- 납골당 이용시 : 진공유골함 제공
                        (각인비 별도)
- 수목장 이용시 : 4각 향나무함 제공

택 1 제공

차량 영구차량
- 버스(왕복100km)
- 5인승 리무진(1차장지운행)

택 1 제공

별도사항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빈소, 접객실, 안치실, 염습실, 발인실)
- 음식비용, 매점용품(일회용품, 주류, 음료)
- 제단 꽃 장식, 위생처리비, 사망진단서 발급, 영정사진 제작, 상복추가, 

도우미 추가
- 매장 시 : 특별 상담(산일, 관, 수의)

장례토탈 180 장례상품 - 납골당, 수목장용



일자 항 목 세부내역 공급내역 비 고

첫
째
날

차량 운구용차량 관내무료제공(24시간대기)
관외

추가비용적용

인력지원 장례지도사 관내 1시간 내 출동(장례지도) 의전서비스

빈소

빈소 용품 혼백, 향, 초3개, 부의록 등등 포함

제단 꽃
생화 꽃 바구니 2개 
(협력업체 이용 시)

별도

장례 지도
초제, 상식, 장례순서
장례 예절 등등 지도

포함

둘
째
날

입관
용품

수  의 웰다잉 3호 제공(저마 100%) 제공

관
화장용 오동나무 1.0 2단관
(매장 : 매장관 구매시 15만원 지원)

제공

소렴 / 대렴
(궁중대렴)

한지, 염지, 탈지면, 알콜, 멧베, 예단, 
소창, 습신, 다라니경, 칠성판 등 등 
30여가지

제공

특별서비스 1. 염습 후 꽃 장식 제공

상
주
용
품

상복
인력
지원

현대식 상복
(전통식상복)

양복 4벌(넥타이, Y셔츠 포함)
검정 여상복 7벌 제공
완장직계별 무한제공

추가 대여 시 
비용발생

장례지도사
장례절차(상식, 성복제, 발인제, 탈상제, 
빈소안내, 빈소정리 등)진행

행사도우미 4명 × 10 = 40시간 포함

셋
째
날

발인

발인제, 운구, 화장절차, 장례지도사 1명 지도 (장지 동행)

특별서비스
- 납골당 이용시 : 고급 진공유골함 제공
                        (각인비 별도)
- 수목장 이용시 : 8각 향나무함 제공

택 1 제공

차량 영구차량
- 버스(왕복100km)
- 5인승 리무진(1차장지운행)

제공

별도사항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빈소, 접객실, 안치실, 염습실, 발인실)
- 음식비용, 매점용품(일회용품, 주류, 음료)
- 제단 꽃 장식, 위생처리비, 사망진단서 발급, 영정사진 제작, 상복추가, 

도우미 추가
- 매장 시 : 특별 상담(산일, 관, 수의)

장례토탈 240 장례상품



장례절차 안내

삼우제 / 49제

장례 후 절차 제사(추모식)
- 삼우제, 49제 예식

장례접수

안치

상담

빈소설치

병원응급실

장레식장
(자택/사고사)

병원응급실
원내식장

장례예식 1일차 장례접수
- 긴급의전센터 1899-2281 전화 접수
- 담당의전관의 초기조치 사항 유선 상담

자택/사고 사망시
-고인 엠블런스 병원응급실 이송
- 응급실사체검안서(7부이상)발급 후 장례식장 이송

병원내 사망시
-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비용 정산, 장례식장 이송

고인안치
- 안치실 이송, 안치실 번호 기록, 부고안내 등

제단장식 및 빈소설치
- 제단장식, 영정사진 안치, 음식 및 제수용품 주문

입관 / 염습

문상

장례예식 2일차 염습
- 유가족 참관,염습, 염습 후 성복제 또는 종교의식

문상 및 조문객 접대
- 상주 의복착용, 조문객 접대(통상 빈소설치 후 조문)

화장

납골/산골

매장
(탈관/관장)

비용정산

발인

장례예식 3일차 장례비용 정산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음식 및 제수비, 장례용품 등
   장례비용 정산

발인/영결식
- 운구조 편성, 발인예식 또는 영결식

화장의 경우
- 화장장 접수, 화장진행, 납골당(산골, 수목장) 안치
매장의 경우
- 매장터 작업, 하관예식
- 산신제 및 평토제(봉분제)예식



◈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호적법 25조 2항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신고장소 : 주민센터(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 구청(지역제한 없음)
2.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신고자격 :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
                  (호주 사망 시는 호주승계인이 신고해야 함, 미성년자 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
4.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3부 / 사망진단서 1부 / 신고인 도장 /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5. 기타문의사항 : 각 해당 시, 군청 호적팀

◈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 받으면 처벌됨.

◈ 상속 신고
1. 신고장소 :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든지 가능
2.  포기신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 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다.

    (상속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 유효하다)
3. 기타문의사항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 각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 유족연금신청
1. 대상 :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신청인 : 고인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3. 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4. 지급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 손자녀 및 조부모
5.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
6.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구비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공단서식), 청구인의 통장사본,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7.  군인유족연금의 구비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공단서식), 청구인의 통장사본,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한 군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서(또는 사망진단서)
8. 기타문의사항 :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

◈ 금융거래의 조회
1. 대상 : 고인이 금융거래를 한 경우
2. 관련기관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금융감독원
3.  확이내용 :  예금(각종 예금, 증권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 / 대출금(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유무) 

/ 보증채무(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 유무)
4.  준비서류 :    상속인 방문시(사망진단서, 고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사망진단서, 위임장(상속인), 고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상속인), 신분증(방문자))
5. 각 금융협회 안내

 전국금융협회 민 원 상 담 실 02-3705-5393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02-2262-6647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팀 02-3702-8660 / 증권업협회 투자자보호센터 02-2003-9272 
한국종합금융협회 업 무 부 02-720-0570

◈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
1. 대상 :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신고장소 : 자동차 등록기관(자동차 등록사업소, 구청 자동차 등록과, 각 시-군 구청 민원실 등)
4.  준비서류 : 고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 상속자,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관련자 전원) / 상속협의서 작성 / 자동차 등록증 / 상속인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5. 기타문의사항 : 관할시청 차량관리과 

행정절차 안내



24시간 상담문의 1877-8074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서2길 2, 2층
팩스 : 02-6442-3821(인터넷팩스)
E-mail : saf-lifetech@hanmail.net

지역 장례식장명 연락처 주   소

김해 김해전문장례식장 055-331-4444
경남 김해시 삼안로8번길 24
(지번) 지내동 325-4

밀양 국화원장례식장 055-353-1024 경남 밀양시 중앙로 114(가독동)

부산 부산의료원장례식장 051-607-2990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지번) 거제2동 1330

울산

보람병원장례식장 052-239-1024 
울산 울주군 온양읍 덕남로 233
(지번) 온양읍 동상리 555-1

울산병원장례식장 052-227-1024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9
(지번) 신정동 34-34

울산전문장례식장 052-289-5050
울산 북구 산업로 1023
(지번) 연암동 1215-1

진주

진주전문장례식장 055-759-4141 
경남 진주시 남강로 1721
(지번) 초전동 284-1

진주제일장례식장 055-750-710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5
(지번) 강남동 241 

창원

동마산병원장례식장 055-290-504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81
(지번)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31-6

신세계장례식장 055-232-044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죽암로 89
(지번) 내서읍 호계리 768-7

연세병원장례식장 055-240-744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지번) 월남동2가 5

영락원 055-292-444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52
(지번) 봉암동 472-11

창원병원 055-287-11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지번) 중앙동 104-1

함안

새롬요양병원장례식장 055-586-6006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1길 13
(지번) 칠원읍 예곡리 423-1

소망요양병원장례식장 055-247-727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 402
 (지번) 자산동 29-20

※추후 기타 지역 장례식장도 업무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협약 장례식장 소개
     빈소사용료 20~50%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