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공원 개장유골 화장
예약방법 변경 안내

양지공원에서는 지금까지 개장유골 화장 예약방법을 전화 및 방문예약으로 진행
하여 왔으나, 도내 지역 특성상 특정일(길일)에 묘를 개장하려는 풍습으로 화장
예약이 집중되고, 이용객들이 예약상황 확인곤란, 중복접수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지공원에서는 개장유골 화장 예약방법을 “전화·방문 예약 → 인터넷
예약”으로 변경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개장유골 화장 인터넷 예약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바랍니다.
●시범 운영기간 : 2018. 7. 1 ~ 9. 30 (3개월간)
●예약방법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접속, 유족이 원하는
날짜에 예약
※ 인터넷 예약이 불편하신 분을 고려하여 시범운영기간 동안 전화·방문예약 병행
(인터넷 사전예약 미이행시 또는 허수예약인 경우 당일 화장이 불가하거나 거부당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유골은 화장 당일 15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접수 순서대로 화장 진행
☞신
 청자 1인이 다수의 유골을 접수한 경우 접수순으로 화장 진행
●실제 화장시간은 화장로 운영여건상 시신예약이 없거나 시신화장 종료 후 진행함.
문의사항 : 양지공원 접수처 Tel. (064)710-6628, 702-4065 / Fax. (064)702-4066

개장유골 화장 인터넷 예약 방법
◇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접속
화장예약

- 메인화면 좌측상단 “화장예약” 클릭

▼

화장예약신청

- 좌측 중간 “화장예약 신청” 클릭

▼

예약신청 구분
선택

① 신청구분 : 개장유골 선택
② 화장시설 : 시도, 화장시설 선택(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
③ 각종 정보제공 동의 : 동의 선택

▼

예약정보 입력

① 각장/합장 구분 : 각
 장 또는 합장(부부) 선택				
(합장인 경우 합장자 성명 입력)
② 사망자 정보입력 : 고
 인명, 주민등록번호(모를 경우 생략), 		
분묘지 주소 입력 등
③ 개장신고증명서 정보 입력 : 없으면 생략 가능
④ 신청자 정보입력 : 성
 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의 관계,
주소 입력, 전화번호 입력
⑤ 신청자 본인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신용카드/공인인증서

▼

화장예약

- 5일전, 5일후, 10일전, 10일후 버튼 클릭 후 예약 가능한 일자 및
회차의 예약가능 선택(당일 포함 15일간의 예약정보 조회 가능)
- 예약확인 새창이 표시되며, 확인 버튼 클릭시 예약완료 화면
으로 전환됨
- 취소후 대기는 이전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임(취소대기
클릭시 해당시간 이후 예약신청 가능시간 확인 가능)
- 예약 완료는 예약이 마감된 자리임을 의미함

▼

화장예약 완료

- 예약 완료시 신청자에게 예약번호를 SMS로 발송 및 예약
확인서 인쇄

※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개장유골 화장 인터넷 예약 매뉴얼 다운로드
(http://www.ehaneul.go.kr/manual/gaejang.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