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품격있는  안식처

‘분당메모리얼파크’가  있습니다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79
• 운 영 자 : 재단법인 분당메모리얼파크
• 설립년도 : 1972년
• 대 표 자 : 이사장 이규만
• 총 면 적 : 약 30만평 

가수 故김현식 묘역 가수 故임윤택(울랄라세션) 묘역

배우 故박용하 묘역 작곡가 故이영훈 묘역 

平生의 품격이 완성되는 명품 추모공원-분당메모리얼파크 

찾는 이에게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분당 야탑동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추모공원
강남에서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

다양한 개성을 품격있게 담아 낼 수 있는 맞춤봉안묘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 선택과 비문 작성 가능

삶의 여운과 감동이 느껴지는 세련된 예술공간
해외 유명 조각가의 작품이 설치된 품격 있는 묘역 분위기

울창한 수목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공원          
30만여평의 자연이 드리는 안식과 평화

위  치 

맞  춤 

품  격 

자  연 

분당에 위치한 금계포란형의 명당 지형
후손이 번창하고 큰 인물이 많이 나온다는 명당 길지

45년 역사와 전통의 신뢰할 수 있는 재단법인 관리 체제 
2만이 넘는 회원들이 인정하여 주신 최고의 운영 노하우

여름철 수해 걱정 없는 견고하고 안전한 묘역
단순 석축 구조가 아닌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묘역 시공

고객을 가족처럼 여기는 세심한 사후관리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혼과 열정의 자세

명  당  

신  뢰 

안  전 

서비스 

관리사무소 

1972. 3   재단법인 남서울공원묘원 설립

1972. 8~   공원 개원 및 묘지 분양

2004. 2   봉안묘역 효천원 단지 설치 및 분양

2006. 12   현대적 컨셉의 조각형 봉안묘역 조성

2008. 9   재단법인 분당메모리얼파크로 법인명 변경

2008. 9   제1회 ‘분당메모리얼 국제 조각심포지움’ 개최

2008. 9   멀티옵션형 고품격 추모공간 ‘Forest Heaven’ 조성

2015. 7    고품격 추모 묘역 ‘헤리티지’ 단지 조성

현황 연혁 

분당메모리얼파크 이모저모 

유명인사 묘역 

공원에 설치된 브론즈 조각상 

맞춤봉안묘에 새겨진 개성 있는 비문 



• 분양상담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검색 및 전화상담을 통해 분양정보 안내
• 현지방문 : 공원을 방문하시어 현장 확인
• 위치선택 : 현장방문을 통해 묘지 위치 선택
• 묘지사용계약서 작성 : 원하시는 자리선택 후 계약서 작성
• 묘지사용 : 분양대금을 완납 후 필요한 날짜에 사용

• 계약시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계약자의 도장          

              ④ 계약자의 증명사진 (또는 신분증)    ⑤ 계약승계자 신분증 및 도장

• 발인시 : 봉안묘·봉안담-화장증명서(화장시설에서 발행) 1통,  고인사진 1매

             매장묘-사망진단서 2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79(야탑동 6번지)
Tel : 031)704-6508,  Fax : 031)702-5736

분양문의 1566-6508

분당메모리얼파크  오시는 길

     지하철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하차(버스나 택시 탑승시는 4번출구 이용)

     버   스
야탑역 4번출구 외환은행에서 탑승하여 종점(예비군훈련장)에서 하차
버스번호 : 50, 60, 222, 8, 8-1

안식처에도 남다른 격이 있습니다!

www.bmpark.co.kr

분양절차

구비서류 

구분 개인형 봉안담 부부형 봉안담

형      태

안치위수

분양가격 

특      징

1위 2위

봉안묘(납골묘)    
봉안묘는 석물로 묘의 형태를 만들고 석실내에 여러개의 봉안함(유골함)을 안치하는 가족묘 

개념의 묘지입니다.

봉안담     
벽체식 담의 형태로 야외에 설치된 봉안담(납골당) 입니다.

※ 분당메모리얼파크 봉안묘의 묘석과 봉안방식(구조체) 등은 특허청에 등록된 고유 디자인이며 이를 모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품 분양가격과 관리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은 원재료비 및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 포함내역 

   - 봉안담 사용료, 초기 5년분 관리비    

 • 추가비용 

   - 관리비 : 6년차부터 2년마다 하기 비용 납부

개인형 부부형 

58,000원 96,800원

   - 봉안작업비 : 100,000원

※ 상기 봉안담 가격표는 헤리티지묘역 봉안담 기준이며 다른 묘역의 경우 상기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
가격(원)

개인형 부부형
비           고

9단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

2단

1단

3,145,000

3,645,000

4,145,000

4,645,000

4,645,000

4,645,000

4,645,000

4,645,000

4,145,000

5,242,000

6,242,000

6,842,000

7,842,000

7,842,000

7,842,000

7,842,000

7,842,000

6,842,000

한가족봉안묘

최대 안치위수 4위 분양가격

분양가 
포함내역 

추가비용

상품 특장점

• 묘지사용료/석물료 (봉안묘, 비석)
• 초기 5년분 관리비

• 소가족을 위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실속형 봉안묘  

15,923,050원 (부가세 포함)

• 관리비 : 6년차부터 2년마다 87,300원 납부
• 안치료 : 200,000원 (1位 추가시 50,000원)
• 각자료 : 약 100,000 ~ 500,000원 
             (글자 크기 및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

맞춤봉안묘

최대 안치위수 12위 분양가격

분양가 
포함내역 

추가비용

상품 특장점

• 묘지사용료/석물료 (봉안묘, 상석, 비석)
• 초기 5년분 관리비

•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조각형 컨셉 봉안묘
• 고전에서 발췌한 명문이나 직접 작성한 
  문구를 비문으로 적용

19,897,400원 (부가세 포함)

• 관리비 : 6년차부터 2년마다 116,400원 납부
• 안치료 : 200,000원 (1位 추가시 50,000원)
• 각자료 : 약 100,000 ~ 500,000원 
             (글자 크기 및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

조각봉안묘

최대 안치위수 12위 분양가격

분양가 
포함내역 

추가비용

상품 특장점

• 묘지사용료/석물료 (봉안묘, 상석, 비석, 조각상)
• 초기 5년분 관리비

• 브론즈로 제작된 실제 조각작품을 
  활용한 예술형 봉안묘

21,897,400원 (부가세 포함)

• 관리비 : 6년차부터 2년마다 116,400원 납부
• 안치료 : 200,000원 (1位 추가시 50,000원)
• 각자료 : 약 100,000 ~ 500,000원 
             (글자 크기 및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

[2017. 8. 15. 기준] 

●  웅장하면서도 유려한 대리석 외관

●  유명 작가의 조각작품이 어우러진 갤러리 같은 묘역 분위기

●  묘역내 접근성이 용이한 최적의 입지 (관리사무소 인접)

●  실내봉안당 특유의 답답함과 불쾌한 냄새가 없음

●  햇살이 잘 드는, 천장이 탁 트인 실외 공간으로 실내 봉안당에 비해 개방감 극대화

●  실내 봉안당 대비 넓은 성묘(공유) 공간 보유

●  밀폐형 설계구조를 채택한 안치공간 (방수/방충 기능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