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3일 08시 28분



2
3
3
3
3
3
4

4
4
4

목차

목차
장례

1. 사설묘지 설치기준
1) 사설묘지
2) 사설 자연 장지
3) 처리절차
4) 위반시 벌칙

2. 묘지개장 절차 안내
1) 개장신고
2) 개장허가



1. 사설묘지 설치기준

1) 사설묘지

분묘형태 : 봉분, 평분, 평장, 봉안묘 등
설치기준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신고방법
사후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사전허가 사전허가 사전허가

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0,000㎡ 이하

도로 및 하천 200m 이상 200m 이상 300m 이상 300m 이상

인가 300m 이상 300m 이상 500m 이상 500m 이상

2) 사설 자연 장지

분묘형태 :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수목장림
설치기준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

신고방법
사후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사전허가 사전허가 사전허가 사전허가

면적 30㎡ 이하 100㎡ 이하 2,000㎡ 이하 40,000㎡ 이하 50,000㎡ 이하

조성장소 붕괴 및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 개별표지는 1구당 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예정구수를 고려한 크기

3) 처리절차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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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시 벌칙

개수 또는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연 500만원, 2회까지 가능)

2. 묘지개장 절차 안내

1) 개장신고

신 청 인 : 연고자 중 개장을 하려는 자
신청장소 : 시신․유골이 봉안되어있는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기존 분묘 사진, 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처리기간 2일)

※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치료․보호 또는 관리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장사법 제2조제16호)

2) 개장허가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허가대상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신청장소 : 장흥군청 노인아동과 노인시설팀
구비서류

기존 분묘의 사진
해당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문 2건 이상(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 등)
※ 공고내용 : 분묘위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기간, 토지소유자 연락처 등

처리절차(처리기간 3일)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사용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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