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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상조회사 회원의 선택 예시

납입금의 50%를 보상받고, 나머지 50%는 손해

납입금 100%를 인정받고, 손해없이 장례행사 진행

390상품
390만원 (3만원 X 130회)

만기 납입(390만원)

만기 납입(390만원) 70회 납입(210만원)

70회 납입(210만원) 20회 납입(60만원)

20회 납입(60만원)

•"안심서비스"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보증하는 우량 상조회사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이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한국상조공제조합)에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납입금의 50%만 보상받게 되어 

    나머지 50%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원은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받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안심서비스 선택상품 금액과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차이 금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시

안심서비스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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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안심서비스 390만원 상품 이용시

안심서비스 이용절차

안심서비스 제공회사 현황

(예시 : 회원이 200만원 납입한 경우)

피해보상금
(100만원)

신청 및
안심서비스 신청

지급받은 피해
보상금(100만원)
조합 별도 계좌

예치

안심서비스
제공 회사에

장례행사 신청

장례행사
제공 회사에서

안심서비스
제공

조합에서
제공 회사에

피해보상금 정산

가입자는 
제공 회사에 차액
(190만원)지불과 
동시에 안심서비스

종료

•안심서비스 가입시 피해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CMS 자동출금이 이루어지며, 일부 은행(우리, 우체국, 전북) 및 증권계좌는 

    CMS 이용이 불가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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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회 사 명 회 사 소 개 제 공 금 액

01
•철저하게 교육받은 장례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서비스해드립니다.

•홈페이지주소: http://ikumkang.com

•대표번호: 1544-4945
390만원

02
•중부권 최고 시설의 장례식장 ㈜남대전장례식장의 직영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

•홈페이지주소: http://www.md1766.com

•대표번호: 1644-1766
399만원

03
•29년 전통의 대한민국 대표 상조회사로 연간 1만 2천 건 이상 장례행사 진행

•홈페이지주소: http://www.boram.com

•대표번호: 1588-7979
390만원

04
•장의용품 직접 생산, 전라도지역 5개의 장례식장 직접 운영

•홈페이지주소: http://www.jk.co.kr

•대표번호: 1599-4484
390만원

05
•고객과의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을 지키는 라이프파트너

•홈페이지주소: https://the-reborn.co.kr

•대표번호: 1644-3651
390만원

06
•다양한 상품구성 상조회사 서비스 다양성 부문 1위를 차지함(2014년)

•홈페이지주소: http://www.hankanglife.com

•대표번호: 1688-9088
396만원

07
•한결같은 사람들 : 신뢰와 믿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주소: www.hanlasangjo.com

•대표번호: 1588-4331
396만원

08
•선수금 대비 자산 비중 108%(2014년 결산)대를 계속 유지관리

•홈페이지주소: http://www.sangjo114.net

•대표번호: 1566-1678
390만원

소비자피해보상 프로세스

한국상조공제조합 회원사의 피해보상제도

50% 손해 발생!

납입금의 100% 인정!

폐업 상조업체
회원

소비자피해 보상금 수령
[납입금의 50%]

한국상조공제조합
소비자피해 보상 신청

[3년 이내]

안심서비스

•피해보상 회원이 발생되었을 때 보상기간(3년)동안 회원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50% 보상)하거나 

    납입한 전액을 인정받아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상조회사에 가입된 회원은 소비자피해보상금(50%) 수령 보다는 최초 가입목적을 살려 "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기존 납입금을 손해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선택1 선택2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 제공 조합사

8개 업체 제공



안심서비스 제공 조합사의 상품 소개

상 품 소 개

인적서비스

장례전문지도사 3일간 파견

장례전문도우미 장례전문도우미 4명 지원(1일 8시간)

염습, 입관, 출상 장례 전문 지도사 2명

초혼, 수시 자택행사시 제공

고인용품

서비스

관 고급 오동나무 관

화장시 지원 고급 유골함

수의
- 특 삼베수의(대마 100%)

수의 준비시
보상품목

꽃관보 또는 유골함(화장)으로 대체 지급

도포, 원삼, 천금, 지금 규격품 제공

명정, 관보, 결관바 규격품 제공

기타용품 혼백함, 위패, 습신, 운아, 폐백, 첩지, 리본, 짚신, 다라니경, 축문, 부의록, 선도차 장식, 멧베, 횡대(오동나무) 제공

상주 및 

의전용품

전통식

굴건제복,복조끼 직계상주 필요수량 무료 제공

상복 필요량

기타용품 행전, 두건, 작지, 요질, 수질 제공

현대식
남자 검정양복 6벌 대여

여자 개량 여상복(현대식) 6벌 대여

빈소용품

제단장식 제단꽃 1호 + 생화액자

헌화꽃 50송이 제공

근조기 근조기(금강 근조기 1세트) 제공

기타 향, 조등, 향로, 촛대, 잔대, 병풍 대여

차량 서비스
의전차량 최고급 링컨 리무진 왕복 300km / 장의버스(48인승) 왕복 300km

앰뷸런스 관내 무료

기타 서비스

기일 안내 서비스 제공

온라인 사이버 추모관 제작 제공(사진 제공시)

고인 일대기 추모 CD 제작 제공(사진 제공시)

화장 지원 서비스 화장지원 서비스 (고급형 유골함) 제공

기타 입관충전물, 교의, 제공

상 품 소 개

인적서비스

장례지도사 2박 3일 행사 진행 및 집도

상례지도사 12시간(일 6시간 * 2명 봉사)

입관 지원 입관지원 1명 및 메이크업

접객도우미 32시간(4명) (1인 8시간 기준)

염습 궁중대렴 / 종교염 택일

초혼, 수시 자택행사시 제공

고인용품

서비스

관 오동나무 관 (화장시 2.5cm, 매장시 약 4cm, 원산지: 중국, 제조: 한국)

화장시 지원 고급 유골함 제공

수의 대마 100%수의 (원사: 중국, 제조: 한국)

도포, 원삼, 천금, 지금 1세트 제공 ※ 수의 구성품에 포함됨

명정 제공

관보 제공 규격품

염배 2필(궁중염)

기타용품 도포, 원삼, 장메, 천금, 지금, 알콜, 베개, 습신, 결관바, 고깔, 보공, 한지, 탈지면, 예단, 공포, 다라니경, 운아, 위폐, 혼백

상주 및 

의전용품

전통식 -
굴건제복/삼배치마저고리 필요량

바지저고리 5벌, 두루마기 10벌, 치마저고리 10벌, (행전, 두건, 작지, 요질, 수지 필요량)

현대식
남자 양복 5벌 대여(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여자 여상복 6벌 대여

선도차 - 고급 종교별

대여품
자택행사

근조기 근조기 설치

기타 조등, 향로, 촛대, 병풍 설치

제공품 - 복조끼, 요질, 수질, 두건 10, 행전 10, 향초, 혼백함, 흰장갑 10, 완장 10, 축문, 방명록 1권, 향, 액자 리본

제단

만장 2개 설치

헌화꽃 30송이 제공

영전제단 25만원 지원

차량 서비스
의전차량 장의버스 (왕복 200km) / 운구 리무진 (왕복 200km)

고인운구 운구이송무료 (관내)

기타

기일 안내 서비스 10년 안내

추모영상 CD (요청시) 장례 진행 주요내용 촬영 및 편집

대치품목 수의 준비시 택일 = (도우미 8시간)(꽃관보=고급품)

알선 서비스 - 부고문자, 행정지도, 장지음식, 장례식장안내, 납골안내, 인부알선

NO 회 사 명 회 사 소 개 제 공 금 액

01
•철저하게 교육받은 장례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서비스해드립니다.

•홈페이지주소: http://ikumkang.com

•대표번호: 1544-4945
390만원

NO 회 사 명 회 사 소 개 제 공 금 액

02
•중부권 최고 시설의 장례식장 ㈜남대전장례식장의 직영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

•홈페이지주소: http://www.md1766.com

•대표번호: 1644-1766
399만원



상 품 소 개

인적서비스

수시초렴 및 특수염습
장례지도사가 ‘왕실 궁중 대렴’ 실시

(왕실궁중대렴은 조선왕실의 전통장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궁중렴으로 행사의 품격을 더함)

장례지도사 2명

의전 복지사 1명

의전 관리사 3명 (15만원) (2일차 6시간 지원 및 추가 이용시 1인당 1만원의 비용발생)

고인용품

서비스

관

- 오동나무 관 (4.2cm) 2단

탈관 또는 
화장 시

오동나무 화장관 (1.7cm) 2단

보상
품목

횡대 탈관 시 : 오동나무 4.2cm

유골함 화장 시 : 고급품

수의 가진수의 (명품수의)

멧베 멧베 2필(궁중염)

도포(남), 원삼(여), 관이불(천금,지금),장포 명품

입관 수시용품
고깔, 베개, 습신, 수시포, 알코올, 탈지면, 염지, 보공(초석), 예단, 종교별 말씀경, 관보 제공,

명정(인견) 제공, 칠성판(오동나무) 제공

상주 및 

의전용품

전통식

- 굴건제복, 복치마, 치마저고리 : 4세트

바지저고리 4벌

두루마기,
치마저고리(광목)

남, 여 각 20벌

두건, 수절, 
요절, 작지

남, 여 각 20개

현대식 상복 남, 여 각 5벌 [검정 양복(대여), 검정 치마저고리(대여) / 흰색 치마저고리(지급)]

제단
생화꽃 액자 제공

생화꽃 제단 장식 보람 1호(30만원 상당)

차량 서비스

고인 전용 장의 리무진 왕복 200km (초과시 2,000원/km) (세계적 명차 링컨콘티넨탈 리무진) (출상~화장장/ 출상~장지까지 이동)

장의차 리무진 버스(조객용) 왕복 200km (초과시 2,000원/km)

선두차 리본장식(본네트)  제공 (영정사진 탑승용 리본장식 상가 요청시 제공, 단, 차량은 상가 준비)

고인 이송 전용차량 소형 장의차 : 시내(관내) 무료

기타

기타 용품 및 대여품 완장, 상장(핀), 장갑, 운아, 혼백, 결관바(소창), 축문, 공포, 향, 양초, 부의록, 위패, 액자리본, 봉안보(대여)

장례예식 행사 앨범 앨범 제공(장례예식 전반을 상가요청에 의하여 사진 촬영 후 편집하여 제작)

3D 영상앨범 CD 제공 

생화꽃바구니 2개(10만원 상당)

추모관

추모앨범 고인의 장례식 행사 이미지를 인터넷 전자앨범으로 제작 제공

추모영상 고인의 장례식 행사 영상을 3D 디지털 인터넷 영상으로 제작 제공

추모게시판 가족, 친지, 방문자 간에 글을 남길 수 있는 하늘편지 제작 제공

추억관 고인 일생에 관한 히스토리를 사진 등을 통해 등록/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작 제공

NO 회 사 명 회 사 소 개 제 공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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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통의 대한민국 대표 상조회사로 연간 1만 2천 건 이상 장례행사 진행

•홈페이지주소: http://www.boram.com

•대표번호: 1588-7979
390만원

상 품 소 개

인적서비스

접객도우미 5명 (1일 8시간)

장례지도사 2명(염습, 수시, 발인 서비스)

기타 FC 봉사 지원

고인용품

서비스

관 고급 오동나무 (원목/중국, 제조/한국 광주)

수의 나주포 황금수의

기타용품
멧베(2필), 베개(제공), 습신(6수삼베), 알코올(염습용), 탈지면(순면 의료용), 수세포(고급 공단), 한지, 

보공(초석-대패밥), 예단(청홍NC), 명정(공단), 다라니경(종이탑 다라니경), 관보(공단), 결관바(폴리23수), 
칠성판(오동나무), 받침대(제공), 횡대(필요시 제공)

상주 및 

의전용품

전통식 -
굴건제복, 두루마기, 중단, 치마, 저고리-5벌, 행전, 작지, 수질, 요질, 
두건-5개 (제주지역: 두건 40개, 몸베 10벌, 광목치마 저고리 5벌)

현대식
제공 와이셔츠, 넥타이, 완장 (5벌)

대여 치마, 저고리, 검정양복 (5벌)

빈소용품

장식 제단장식 (25만원 지원) + 꽃바구니 2개 제공 (직영 장례식장 이용시 제단장식 80만 상당 지원)

헌화꽃 30송이 제공

기타 방명록, 부의록, 향초, 위패, 축문 제공

차량 서비스
장의버스 왕복 200km

운구 리무진 왕복 200km (1차 장지기준)

기타

입관장식 한지 꽃 100송이

자택장식 향로, 촛대, 조기, 병풍, 잔-대여

서비스 영정사진 확대서비스/화장시 유골함 제공 中 택1

안내서비스 사망신고 안내 서비스 / 국민연금, 유산상속 안내서비스 / 기일안내서비스

수의대체 고급 꽃 관보 또는 황금도포 제공/화장시 고급유골함 제공

알선 서비스 - 납골당, 묘지조성(산역)

부가 상품 - 행남자기 이상봉 마르시아 홈세트(17pcs) 또는 쥬얼리 세트 (3종 中 택1)

NO 회 사 명 회 사 소 개 제 공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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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년만에 선수금규모 16위, 2014년 행사규모 11위에 오르는 등 내실경영

•홈페이지주소: http://www.jk.co.kr

•대표번호: 1599-4484
390만원

안심서비스 제공 조합사의 상품 소개



NO 회 사 명 회 사 소 개 제 공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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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품구성 상조회사 서비스 다양성 부문 1위를 차지함(2014년)

•홈페이지주소: http://www.hankanglife.com

•대표번호: 1688-9088
396만원

NO 회 사 명 회 사 소 개 제 공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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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을 지키는 라이프파트너

•홈페이지주소: https://the-reborn.co.kr

•대표번호: 1644-3651
390만원

상 품 소 개

인적서비스

장례지도사 1명 (염습제례 시 1명 추가지원)

상례사 (3일) 1명 (3일 이후 추가비용 발생)

엔딩플래너 (3일) 1명 (3일 이후 추가비용 발생)

의전도우미 (10시간) 3명 (추가 1인 시간당 8,000원) /  22시 이후 추가 요금은 시간당 10,000원을 적용

고인용품

서비스

관

- 오동나무 45mm 2단 (원산: 중국/캐나다, 제조: 한국)

탈관 또는 
화장 시

탈관 또는 화장시 : 오동나무 30mm / 18mm 특관

보상
품목

탈관 시 횡대 제공 / 오동나무 45mm

화장 시 유골함 제공(각인별도) (The 리:본 전용 봉안함)

수의

가진 수의 
(원단/원사 : 중국)

가진수의(대마혼용, 기계직)(혼용률: 대마 약 60% / 저마 약 40%)

준비 시 : 
품목 중 선택

남녀상례복 5벌(와이셔츠, 넥타이 불포함) /  꽃제단 1단 업그레이드 / 도우미, 일회용품, 3단 화환 중 택2  
위 3가지 중 택 1

염베 삼베 2필

입관 수시용품 입관 수시용품 및 명정, 관보, 칠성판 제공

상주 및 

의전용품

전통식 - 직계상주 제공

현대식
남자 검정색 양복 5벌(대여)

여자 개량한복 5벌

빈소용품

생화액자 제공

생화제단장식 THE 리:본 1호 (설치 불가시 20만원 지원)

 헌화(종교행사 시) 30송이 제공

생화 바구니 2개 제공

차량 서비스

조문객용 버스 2006년 ~ 2015년식 (왕복 200km, 추가 1,500원/km)

 고인 전용 리무진 링컨, 캐딜락 (2007년 ~ 2015년) (왕복 200km, 1차 장지까지만, 추가 1,500원/km)

 고인운구 전용 장의차 시내(관내) 무료

기타 서비스

장례행사앨범 고급 포토북 제공(장례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제작)

추 모 관
앨범 및 영상 장례행사 이미지 영상을 인터넷 전자앨범 디지털 인터넷 영상으로 제작/제공 (웹 게시기간 : 별세일로부터 3년)

 추모게시판 가족, 친지, 방문자 간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추모 게시판

엔딩 서비스 상속관련 법률 및 세무상담 안내

기타용품 / 대여품 의전 용품 50여 가지 제공

안내 서비스 공원묘지, 봉안당, 장례식장, 이장 및 개장 안내, 도시락 등 기타 행정지원 안내 서비스

상 품 소 개

인적서비스

초혼, 출상 상례사 1명

수시, 염습, 입관 장례지도사 1명

도우미 4명 (8시간 지원)

고인용품

서비스

관 고급 오동나무 관

수의

- 한강 6호(매장)

수의
준비시 

대체용품

매장 꽃상여 및 꽃관보

화장 고급 유골함

기타
도포, 원삼, 천금, 지금, 관보, 첩지, 결관바(외울바), 장포염(염베), 명정, 혼백, 리본, 한지, 운아, 

폐백, 다라니경 제공

입관용품 제공

상주 및 

의전용품

굴건제복/양복(대여) 5벌 제공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필요량 제공

기타 행전, 두건, 작지, 수질 등 제공

선도차 장식 제공

제단 장식 생화 2단 / 30만원

차량 서비스
선도 운구차 / 장의차(버스) 운구차 제공, 리무진 (화장시 화장장까지)

앰뷸런스 관내 무료 제공 (요청시)

기타 서비스

유골함 화장시 (한강3호 수의, 유골함 제공)

제공 축문, 부의록, 제문, 향, 양호 등 기타용품

대여 관조등, 병풍, 향로, 촛대, 잔대

알선서비스 공원묘지, 납골당, 장례식장, 장제비 신청, 이장 · 개장 안내

안심서비스 제공 조합사의 상품 소개



상 품 소 개

인적서비스

장례지도사 1명(3일) (절차 안내 및 진행)

염습지원 2명 (염습 봉사)

전문도우미  5명 (1인 8시간 기준)

고인용품

서비스

관
- 오동 4.5cm (2단)

탈관 또는 화장시 오동나무 화장관 3cm

수의

- 대마 자수수의 (특상)

수의 준비시 
보상 품목

꽃관보 (고급)

염포(염베) 2필 (대마 100% 수제직)

도포, 원삼 삼베(특상) / 홀치기

기타
규격품제공

천금, 지금, 명정, 결관바, 관보, 혼백함, 위패, 습신, 운아, 폐백, 리본, 짚신, 다라니경, 
축문, 선도차장식 / 충관물 / 향

무료대여 조등, 향로, 촛대, 잔, 퇴주그릇, 모사그릇

상주 및 

의전용품

빈소용품

전통식 굴건제복, 남녀상복, 행전, 두건, 작지, 요질, 수질, 완장 필요수량 제공

현대식
검정양복 5벌 대여 (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여성복(개량) 7벌 제공

제단꽃장식 영정고급, 생화날개 1조

헌화꽃(기독교), 향, 초(불교) 헌화 70송이 / 제공

1회용품 지원(필요시) 2 BOX

차량 서비스
링컨캐딜락 리무진 왕복 200km 무료

장의 버스 왕복 200km 무료

기타
화장시 봉안함 제공(고급)

수의 준비시 꽃관보(고급) 제공

NO 회 사 명 회 사 소 개 제 공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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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대비 자산 비중 108%(2014년 결산)대를 계속 유지관리

•홈페이지주소: http://www.sangjo114.net

•대표번호: 1566-1678
390만원

상 품 소 개

인적서비스
장례전문지도사 1명 (3일간 파견) [입관시 1명 - 초혼/수시(자택)/출상/염습/입관 : 봉사]

의전관리사 4명 (행사기간 중 10시간 기준, 추가시 1인당 8만원)

고인용품

서비스

관 고급 오동나무관 (두께: 화장시 3cm / 매장시 4.5cm, 원산지: 중국, 제조: 한국)

수의 궁중비단수의 (원산지: 중국, 제조: 한국)

상주 및 

의전용품

전통식

상복, 굴건제복, 
복조끼(여)

필요수량 제공

흰색 or 검정색 
치마저고리

 필요수량 제공 (혹은 개량형 7벌 대여)

현대식 검정 양복 5벌 대여 (와이셔츠, 검정 넥타이 포함)

추모용 

꽃 서비스

헌화꽃 30송이 (기독교식) / 근조기 설치

제단꽃 지원비 25만원 현금지원

기타용품 -
도포, 원삼, 천금, 지금, 명정, 관보, 결관바 규격품 제공 

행전, 두건, 작지, 요질, 수질, 위패, 습신, 운아, 폐백, 다라니경, 축문, 선도차장식 필요수량 제공
조등, 향로, 촛대, 잔, 퇴주그릇, 모사그릇 등 무료대여(자택행사)

차량 서비스
고급 의전 리무진 왕복 200km (1km 추가시 1,800원 추가)

장의버스 왕복 200km (1km 추가시 1,800원 추가)

기타 서비스

추모서비스 30년 기일안내 (SMS 문자메세지) / 사이버 추모관 (당사 홈페이지)

화장용품 지원 서비스 고급 유골함 제공, 우단 이송보 대여

매장용품 지원 서비스 고급 횡대 지원

부가 서비스 행정절차 안내지원, 장지알선 서비스

NO 회 사 명 회 사 소 개 제 공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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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 사람들 : 신뢰와 믿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주소: www.hanlasangjo.com

•대표번호: 588-4331
396만원

안심서비스 제공 조합사의 상품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