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회 2차설명회
(공원묘지조성)

2022년 11월 20일

천주교디트로이트대교구성김대건안드레아한인성당연령회



▪ 본당상장예식진행절차

▪ 상을당했을때알아야할사항

▪ 본당연령회와협조해야할사항

▪ 본당연령회의역할

▪ 공원묘지마련을위한본당내실수요파악

1차설명회내용



연령회추진사항

▪장례기간중모든행사가원활히진행되도록

⮚연령회내 6개팀구성

⮚팀별활동지침서준비

⮚본당연령회웹사이트에게재

▪장지구입에도움을드릴방법모색

▪장례식장선정에관한안내





본당상장예식진행절차
선종

가족관계및
거주지확인

사무장/연령회장

1. 각반장에게공지 (총구역장)
2. 주보공지 (사무장)

토요특전/주일미사전
위령기도
(연령회)

A. 현지거주본당신자혹은
직계가족의경우

1. 유가족과상장일정확인 (연
령회장)

2. 각반장에게공지 (총구역장)
3. 주보공지 (사무장)

B. 타지거주직계가족의경우

1. 토요특전/주일미사전위령기도
(연령회)

2. 유가족의요청에따라
- 입관예식및뷰잉 (연령회)
- 장례미사및고별예식 (신부님)
- 하관예식 (신부님)

각반장에게공지
각반/단체별기도를추천
(총구역장)

A, B 이외의
경우

*이외의특수한경우유족의요청과본당신부와
연령회의협의에따라상장예식을거행할수있음

1. 유가족과상장일정확인 (연령
회장)
2. 각반장에게공지 (총구역장)
3. 주보공지 (사무장)

1. 토요특전/주일미사전위령기도(
연령회)
2. 유가족의요청에따라
-입관예식및뷰잉 (연령회)
-장례미사및고별예식 (신부님)
-하관예식 (신부님)



공원묘지조성추진일정

▪ 3/20: 1차설명회와설문조사

▪ 5/1: 설문조사결과공지

▪ 6/8: 묘지측과 1차회의

▪ 10/5: 묘지측과 2차회의



공원묘지구입에관한설문조사결과



Holy Sepulchre 1차방문 (6/8/2022)

본당연령회참석자: 김태화크리스토퍼, 천기승요셉, 장계혁가브리엘, 최태영가브리엘

Holy Sepulchre 참석자: Deacon Christopher V. Stark (Location Manager)
Mr. Brian Gasidlo (Family Service Advisor)

1)  Available Potential Sites (후보지 2곳) Tour

2) 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본당의추진계획전달

- 50~100 Full Burial Sites 기준으로공원조성예상금액을산정해줄것을요청

-기존에세워진납골당사용가능성및비용

3) 묘지측의견

-교구내묘지에서본당을대상으로단체판매경험없음

-타공동묘지의경험에따라가격, 절차, Finance Plan 등을정리해서알려주기로함

4)  묘지측에서 1주일내알려주기로하였으나 2차회의를갖기까지 3개월이지연됨



성당묘역후보지
Holy Sepulchre Catholic Cemetary: 25800 W. 10 Mile Rd, Southfield

2

1

⮚ 후보지 1

- 11 Mile Rd에인접하여소란스러울수있음

-묘역입구에서멀리떨어져있음

-단체구매이후, 주변 Site가판매되면그방향으로확장불
가능 (후보지 2도동일)

⮚ 후보지 2

-성김대건안드레아동상을북향으로세워야하는위치

-남쪽으로펼쳐진숲으로의확장불가능 (Zoning issue)

-묘역입구와가까우며, 교구성직자묘역과도가까움

⮚ 성김대건안드레아동상을아래에 Cremation cavities 포함시
킬수있음



Holy Sepulchre 2차방문 (10/5/2022)

참석자:

본당:

임성진세례자요한신부님, 김태화크리스토퍼, 

최태영가브리엘, 장계혁가브리엘

묘지측:

Brian Gasidlo (CEM-HSC): Family Service Advisor

Deacon Christopher V. Stark (Location Manager)

Veronica North (Outreach Manager)

Deanna Cortese (Outreach Team Director)



Holy Sepulchre 2차방문 (10/5/2022)

공원묘지조성을위한묘지측노력
1. Holy Sepulchre측에서제2구매자에게본당에서묘지구매후판매하는

것에대해묘지측변호사의법리검토결과불가한것으로확인.

2. Holy Sepulchre측에서본당추진사업의지를반영해주교님의재가를

받아새로운제안
a) 납골당및김대건상을중심으로 42기묘지를본당신자만이구매할수있는구

역을할애해줄수있음을확인.

b) 성상및제단등에관해서는본당에서부담. ($100,000 이상 예상)

c) 묘지가격은다른묘지와같은시세로연령회의도움을받아구매당사자가묘지

측과직접구매한다.

d)   가격은구매시기에따라변동할수있다.



Holy Sepulchre 측
제시조감도



Holy Sepulchre 2차방문 (10/5/2022)

1) 묘지측제시에대한평가

a) 묘지측의새로운제안은긍정적인방향제시임

b) 납골당(봉안당) 형태는여러층이있게됨으로층에따른선호도가우

려됨

c) 묘지측제시봉안(60)과매장(42)을기준으로한구획은상대적으로작

은공간

2)  방향전환:

a) 보다넓은공간을확보(2배이상) 하여

b) 십자가, 제대, 성모상과성김대건상을전면에배치하고

c) 납골당없이묘지 100기를추진하기로함

(주) 묘지 1기에봉안함은여섯까지모실수있음



Holy Sepulchre 2차방문 (10/5/2022)

3)  향후진행방향

a) New Layout을협의하여조감도를작성하기로합의

• Layout 합의

• Site 확정

b) 계약체결을위한노력

• 본당부담구조물비용

• 공사기간

• 묘지가격

• 기타계약에수반하는사항



방향전환에따른
묘역 Design 변경

예상도



변경된새로운성당묘역후보지 (#3)

2

1
3



맺음말

▪ 구체적인내용을포함한세미나를개최할예정

⮚공원묘지조성및장지구입안내 (2023 1~2 분기예정)

⮚장례식장과장례비용에대한안내 (2023년 1분기예정)

⮚사전준비에관한사항안내 (2023년 1분기예정)

▪ 질문은개별적으로연령회회장단이나팀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