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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추모공원 일반현황

위　　치 :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
부지면적 : 61,027㎡
사 업 비 : 124억원
사업기간 : 2009 ~ 2015
휴 무 일 : 설, 추석 당일
이용안내 및 문의 : 061-272-0095

화장장(승화원)

규모 면적 화장로수 비고

지하1층 / 지상2층 3,692㎡ 6기 관리위탁

봉안당(추모의집)

구분 규모 면적 안치능력 비고

시립 지상1층 399㎡ 5,000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관내에서 사망한 무
연고자, 행려사망자만

사용가능

유택동산

규모 및 형태 면적 내용

지상1층/한식정자 36㎡ 유골 산골장소

부대시설

생활·복지 > 장묘 > 목포추모공원목포추모공원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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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주차면수 공원시설

총 333대 (장애인용 9, 일반 312, 대형 12) 중앙광장, 산책로, 벤치 등

이용안내 및 절차

화장예약(인터넷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화장신고(사무실) ⇒ 사용료 납부 ⇒ 고별의식 ⇒ 분향실 ⇒ 화장 ⇒ 수골실

층별안내

1층 : 접수 안내, 고별실, 분향실, 수골실, 각인실
2층 : 사무실, 유족대기실, 매점․식당, 휴게데크

사용요금

※ 단위 : 원

구분 내용

사용료(원)

목포시 거주자
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강진군·장흥군거주자

그밖의 시·군·구 
거주자

화장장

대인(만 15세이상) 1구당 90,000 495,000 550,000

소인(만 14세이하)1구당 40,000 180,000 200,000

사산아 1구당 30,000 40,000 40,000

개장유골 1구당 40,000 유연고150,000 무연고70,000 유연고150,000 무연고70,000

봉안당
15년 사용 1기당 100,000 150,000 150,000

10년 사용 1기당 70,000 105,000 105,000

유택동산 영구 1구당 10,000 10,000 10,000

유의사항

이곳은 고인을 모시는 성스러운 곳이므로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먼저 접수해 주시고 사무실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장은 2시간정도 소요되므로 유가족께서는 분향실 또는 휴게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제물이나 장례용품은 반드시 회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분향실은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주위에 피해가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시설물은 관리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 및 작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화장한 유골은 산이나 바다에 뿌릴 경우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산골을 희망하시는 유가족께서는 유택동산을 이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및 문의 : 061-272-0095

목포시봉안당(추모의집) 이용 안내

이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동절기(12월, 1월, 2월) : 오전 9시 ~ 오후 4시
휴관일 : 매주 월요일․화요일 ※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휴무일 이라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모관 내에서는 향과 양초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사 후 남은 음식은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http://www.mokpo.go.kr)



안치단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진 및 유류품 하나만 게시할 수 있으며, 사진 규격(10*15㎝ 이하)입니다.
꽃은 2~3일정도 보관후 시들면 임의 처분합니다.
봉안당은 영령을 모시는 곳으로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녹화중안내

목　　적 : 시설물 안전관리, 방범 및 화재예방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촬영범위 : 봉안당 내부 및 시설물 주변
관리기관 : 목포시 노인장애인과
목포시 봉안당(추모의집) 이용안내 및 문의 : 061-277-6806

유택동산 이용 안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곳은 고인의 유골을 산골하여 모시는 엄숙한 장소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아래 절차에 따라 모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영정과 유골함을 제단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합니다.
뒤쪽으로 가셔서 중앙 투입구 덮개를 들어 옆에 내려 놓습니다.
유골을 정중히 투입구 안으로 모십니다.
산골이 끝나면 투입구 덮개를 반드시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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