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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념〉 죽염 경관， 죽음의 공간 삶의 공간， 죽엠 대한 태도 

1. 머리말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의 경관을중심으로 

소혀도** 
。 μ 。

이 글의 목적은 일제시대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표위에 분포한 

죽음의 경관(lanclscapes of death) 형성과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한국 사회의 죽음의 공간，1) 더 나.0]-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읽어 

내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 사회에 형성된 죽음의 경관은 죽음 

과 관련된 종교문화， 사회변동에 의한 단순한 ‘결정론적인 결괴물’이 

아니라국가의 통치이데올로기 및 정책에 의한지속적인통제와규제에 

서 발생되는 갈등과 화해2)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구축된 ‘사회문화적 

‘ 본 논문이 완성도 높은 글이 될 수 있도록 섬도 있는 지적과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울러 이 글은 2004년 11월 20일 “죽음 

의 사회적 가치와 상징}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병지대학교 국제학술대회에서 
“현대 한국 장례문화의 현상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지대학교 강사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죽음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한경구 • 박경립(1998)이 “한국인의 죽 
음의 공간에 대한 건축인류학적 고찰”에서 논의한바 있는 ‘죽음과 공간의 의미론’을 

수용한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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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이라는 점을 주목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본고는 경관의 개념을 문화지리학의 맥락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문 

화지리학에서 말하는 경관 특히 문화경관은 인간이 공간을 변화시키고 

창조하여 만들어낸 환경을 말하며， 경관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집단의 

‘문화적 태도’ 가 그 작용과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임덕순 1991: 

(8). 문화지리학에서 경관연구는 지표상의 인간 삶에 대한 이해의 기초 

로서， 경관을 실재히는 외부세계로 보고 그것의 특성을 학문영역에서 

재현해내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경관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접근은 주로 그것의 입지， 분포， 전파과정에 관섬을 

두는 기술적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문화지리학계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경관연구야말로 지표상의 경관에 대한 단순한 모사적 재현(模寫 

的 再f빔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권선정 2003: 7) 그러한 경관이 형성 

하게 된， 그리고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한 정치적， 사회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김봉수 2001: 27). 

이렇듯 경관연구는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변화되어 왔는데? 초기 

에는 인간 주제를 배제한 자연경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인간의 행위 

가 녹아 있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즉 자연과 

인간사이의 단순한관계 규명 차원에서 표출된 경관론은처음에는단선 

적이고 가시적 측면에 주목하였으나 점차 인간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관계’까지 포괄하는 방법론으로 확장되고 있다{김봉수 2001: 

28).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경관연구는 그 경관을 

생산하고 유지해온 사람들이 표현한 상징적인 의미와 이데올로기， 지배 

와 피지배의 권력관계 투영， 그리고 담론을 담고 있는 텍스트(않xt) 연구 

로 진행되고 있다{류제헌 2002: 18))) 이 글은 이상과같은문화지리학 

의 경관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들을 적용하여 근대이후 한국의 죽음 

2)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다룬 글은 최호림(2003) ， Luong(1993) 등을 참조 

3) 이러한 방법론적 논의들을 시도한 논문으로는 허남진(2002) ， 권선정(2003) ， 최진성 

(2003), 김일림(1995) 등의 글을 참조 

208 ~비교문회연구』 저111집 2호(2(05) 



의 경관 형성과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죽음에 대한 태 

도와 죽음의 경관과의 관계，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그려내고자 한다. 아울러 죽음의 공간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적 관계’ 에 대한 소지-(Soja 1996), 르페브르(lεfebvre 

1974)의 논의와 이와 관련된 몇 편의 연구 성과{박성용 2002; 송도영 

1999, 2000; 박지환 2003)들을 토대로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시신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죽은 자의 공간인 

묘지는 풍수지리와 효， 조상숭배，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히는 복합적 의미를 지닌 ‘성스러운 장소’ 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지표 위에 분포하고 있는 묘지는 단순히 시신이 묻힌 장소라기보 

다는 당대 사람들의 산 자와 죽은 자 상호간의 관계된 태도와 관습이 

반영된 죽음의 경관{Park 1994: 213)4)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죽음의 경관에 대한 연구는산자와죽은자의 관계와관련된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태도를 읽어 낼 수 있는 키워9} 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죽음의 공간을 찾아보기 힘 

들다. 우선 죽은 자를 기념 또는 기억히는 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개인 

묘지는 물론이고 공동묘지， 납골댐묘지)도 그러하다. 또한 개인(가족 • 

문중)묘지의 경우 예전에는 ‘풍수사상’ 의 영향으로 산에 위치하였으나 

요즘은 성묘의 편의를 위해 산 아랫부분으로 내려오고 있고， 밭이나 도 

로 주변에 설치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죽음의 경관에서 특별한 점 

은 화장장이 삶의 공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죽은 자를 처리하는 장례공간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모든 장례식장이 그러한 것은 아니며 병원장례식장이 이에 해당된다. 

병원장례식장과는 달리 전문장례식장은 공동묘지， 혹은 화장장의 경우 

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도시 주변부에 위 

치하고 있다. 

4) 이와 관련해서는 Bouchard(2004)의 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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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한국의 죽음경관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 도시 내부와 도시 인접 

지역에 있던 묘지들이 사라지거나 좀더 외곽지역의 집단화된 공동묘지 

의 형태로 빌려나는 상횡어 진행되고 있다. 즉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 

이 분리되어 삶의 공간은 도시에， 죽음의 공간은 도시 주변부 또는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다. 두 번째는 회장의 증가로 기족납골묘， 대(소)규모 

납골당이 등장함으로써 매장중심의 개인， 집단묘지와는 다른 죽음의 경 

관이 형성되고 있다. 전자가 도시회에 따른 매장 중심의 죽음경관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면， 후자는 회장의 증가에 따른 죽음의 경관을 보여주 

고 있다. 화장의 증가는 묘지를 중심으로 한 죽음의 경관 이외에 납골묘 

경관이 추가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죽음을 처리하는 장례장소의 경관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객사{客死)에 대한 사고로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1990년대 이후 ‘서울 · 경기 및 대도시 지 

역’을 중심으로 도심 가운데 위치한 병원장례식징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5) 

이 글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죽음경관 형성과정 배후에는 무엇보다 

국가의 통치이데올로기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서울시 및 수도권을 시례로 

하여 국가의 죽음에 대한태도와죽음의 경관형성과의 상관관계를분석 

하고자 한다. 본고는 현대 한국의 죽음경관 형성 기원을 일제시대로 본 

다. 일제시대에 마련된 공동묘지정책 및 장례문화 변화 담론은 전통적인 

그것과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해빙F이후 현대 한국 장례문화의 형성과 

변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죽음의 경관 분석 

대상을 지표위에 분포하는 ‘장묘시설(묘지， 회장장， 납콜당 등)’ 과 의례 

공간으로서의 ‘장례장소’로 제한하여 고찰하파 한다. 

5) 이처럼 회장의 급격한 증가， 장례장소의 변화 등 한국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과 그 사 

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송현동{2003)의 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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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죽음의 경관 형성과 변화 

1) 묘지와 획~장의 경관 

조선시대 서울에는 건축행위나 경작， 매장이 금지된 지역이 있었다. 

우선 성내인 사대문 안에는 매장이 금지되었고 사람이 죽으면 광희문이 

나 서소문을 통해 시체를 방출했다. 이러한 제도는 1909년(순종3년)까지 

계속되었다. 성 밖에도 일정 지역은 묘지를 쓰는 것이 금지 되었는데， 

이 지역은 금산{禁山) , 사산{四山) 등으로 불렀으며 시대에 따라 그 범위 

도 확장되었다{다카무라 료헤이 2000: 132). 

조선시대 서울에는 양반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의 묘지도 서울 주 

변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예로 정조 때에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個] 

營廳 두 영에서 성밖의 민전(民田)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장사{裵事)지내는 것을 허락하도록 명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11정조실록』권51 ， 정조 23년 1월 29일자) . 일제시대 와다 이치로오는 서 

울 근처에 있던 집단묘지의 위치로 광희문 밖의 산지， 남대문 밖의 이태 

원 및 구용산， 서대분 밖의 아현 • 공제원 다섯 군데를 언급하고 있대와 

다 이치로오 1967: 554).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조선시대 서울의 

죽음경관은 도성을 중심으로 사대문 밖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시대는 현대 한국 장례문빼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에 최초 

로 화장장과 공동묘지 설립을 낳게 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 

규칙」 은 해방이후 묘지 및 장묘관련법의 근간이 되었고， 일제의 「의례 

준칙」 은 해방이후 「가정의례준칙」 의 토대가 되어 현대 한국 장례문 

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6)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효 

과적인 식민지 정책을 취히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분묘 

의 처리문제였다{김형민 1997: 32). 조선시대의 묘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철도 · 공장 건설， 광산개발， 군사시설 설치 및 군대 주둔 등과 

6) 이와 관련해서는 송현동{2000)의 글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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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업을 진행히는 데에 잦은 마찰을 일으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 

이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12년 식민지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 임야조사사업’ 의 일환으로 총독부령 제123호 「묘지 회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 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조선 성종(1470년)이후로 오 

백여년동안 유지해온 화징L금지령을 폐지하고， 매장보다는 ‘화장’을 권 

장하고， 일반 개인 묘지보다는 ‘공동묘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여타의 

묘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동 규칙의 부칙은 공동묘지 이외의 

묘지 관리자는 본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재지 및 묘(基)의 

면적을 제출해야 하며(제4항)， 묘지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공동단체

읍{물) . 면(面)-가 설치한 공동묘지 이외의 지역에 매장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곳곳에 흩어져 있던 묘지는 빠른 속도로 ‘공동 

묘지에 집중’하게 되었다{김형민 1997: 32-33).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강제적인 공동묘지 제도로의 변회에 대해 우 

리민족은 경조숭신(碼晧神)의 가족 묘지가 말살 당한다고 생각하여 

방방곡곡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일부 우리 선조들은 조상의 유골을 파 

안고서 우왕좌왕하는 대소동과 항쟁의 기세를 야기했으니， 이것을 세칭 

백골(白骨)의 난시(騙폼)라 하여 ‘백골란’이라 한다{김형민 1997: 33). 

또한 일제는 1919년 3.1운동이 강제적인 묘지제도의 변회에서 비롯되 

었다는 판뺀l 의해 3천 평 규모의 기족 공동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7) 조선인들이 공동묘지에 대해 격렬히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인 1933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변 경성부에는 1914년 이래 

5곳(1 ，006，젓8평) , 경성 부근지역(용강면， 영등포읍， 사평면， %t동면， 연 

희면 등)에는 27곳(364，366평) 등 총 32곳(1，370，754평)의 공동묘지가 

7) 한국 사회에서 공동묘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일제시대에 바롯되었다고 본다 일제 
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묘지 제도를 실행하고자 했으나 민중들의 반발이 있 

자 3천 평 규모의 가족묘지는 허락해주었는데， 일반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가 

족묘지를 설치할 수 없어서 공동묘지에 안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역 

시 공동묘지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무연고자가 쓰는 묘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 

지만 현재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공동묘지를 선호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 및 가 

족 묘지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으로 생각히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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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었으며(서울특별시 1993: 423-425) , 1937년에 이르러 공동묘지 

는 25，989개소， 면적은 162.7kmX북한포함)로 확산되었다{최재석 1973: 

210 - 211) .8) 

한편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제규칙」 은 1913년 9월 1일부터 

경성부에서 먼저 시행하고 각 지역으로 확대해 나갔다{경성부 1941: 

335). 이 규칙에 따라 구 한성부지역에서는 모두 19곳의 공동묘지가 신 

설허가를 받았는데 그 내역은 〈표 2-1)과 같다. 일본인들에 의한 조선 

지배 기간이 짧았고 취제규칙을 공포한지 1년에 불과한 단기간 내에 이 

렇게 다수의 묘지를 설치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들이 이전부터 마을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도성 밖 산과 구릉의 상당부분이 도성 백성들의 묘지로 시용되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박태호 2003: 커) . 

〈표 2-1) 에서 6번과 9번의 묘지는 당초 일본인 전용 묘지였다. 그리 

고 경성 오부와 경성거류민단이 사용하는 묘지들은 경성부제 실시0914 

년 4월)후 이름이 지어져， 2번은 미아리 묘지， 5번은 수철리 묘지， 6번은 

신당리 묘지， 9번은 아현리 묘지， 16번은 신사리 묘지가 되었디-(IT'매일신 

보01 1914. 4. 24일자; 다카무라 료헤이 2000: 145-146). 이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된 와다 이치로오의 서울 근교 집단묘지 위치와 일치히는 점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조선시대 서울은 국가차원에서 관리는 하지 

않았지만 마을 단위의 집단묘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참고로 1918년부터 1921년까지 사망자와 공동묘지에 매장된 수를 살펴보면， 1918년 

사망자수는 6，679명이었고 이 가운데 공동요지 매장자수는 5，443명이었다 1919년에는 
9，447명중 7，904명， 1920년에는 10，977명중 5，817명， 1921년에는 7，433명중 5，704명으 

로 집계되었다{W동아일보~1922. 7. 5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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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묘지규칙 시행당시(1913.9)의 공동묘지와 사용지역 

위치 시용지역 

승인먼 미아리 숭인면 일원 

2 승인먼 미아리 겨。서 。.2..!j!-

3 인효맨 이문동 인창면일원 

4 두모면 장내리 두모면 장내리， 독도면 목리 

5 두모면수철리 경성오부 

6 남부 명철방수구문외 경성거류민단관할 일원 

7 한지면한강 두모연 수철리 두모포 대현통 신촌 진팔리 왕십리 남부 

8 한지면 이태원 장문동 한지면 

9 서부판석방우리 봉학 경성거류민단관할 일원 

10 용산면 염동쌍용정 용산면일원 

11 연기면 여의도 여의도율도 

12 연기면 여의도도앙촌 여의도 양촌소양촌 

13 연기연 세교리 연기면 일원 

14 연기면 세교리 철봉 서강연 일원 

15 연기면 정자동 
정지동 연기궁동 노고촌동 음월리 장천리 대현동 야 
촌리 신촌리 등 

16 은평먼 신사동 겨。서 。.2.1님「 

17 은평면동방 은평면 고양개도 남면 일원 및 공제원 부근 각 부락 

18 은평면 평창동 장의문위 삼계동 평창동 구기동 및 부근 각 부락 

19 은평면 신둔리 북한산성내 신둔리 및 사기통 일원 

출처 「매일신보~ 1913. 9. 7일자， 다카무라 료헤이(2000’ 146). 

또한 1927년 말 경성부 공동묘지 현횡을 보면 신사리 묘지(현 은평 

구 신시동 일원)， 수철리 묘지(현 성동구 금호동 일원) , 미아리 묘지(현 

강북구 미이동 일원)， 이태원 묘지(현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일원) , 신당리 묘지(현 중구 신당동 일원)， 아현리 묘지(현 마포구 아현동 

일원) 등 6곳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성부 위생과 1928: 21). 해빙비후에는 

〈표 2-2) 에서 보는바와같이 1962년에는망우리， 신사리， 신림리， 언주 

면 등에 공동묘지가 있었고， 1963년도 시정개요의 서울시기구일람표에 

의하면 벽제리， 용미리 등에도 공동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963년 1월 1일 서울시 관할구역이 대폭 확대되어 시계에 인접 

한 많은 지역들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양주군 망우리， 광주군 송 

파 · 언주 • 천호 · 노해， 김포군 %뽕 · 양서， 시흥군 관악 · 신동 •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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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OJ-군 일부등이 편입지역에 포함됨으로써 현재와거의 흡사한한강중 

심의 강남， 강북지역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편입된 지역에 

있던 기존 시립묘지 외에 명일， 방이， 자곡， 학동， 외발산， 신월， 목동， 

등촌， 독산， 창동 상계묘지 등 크고 작은 다수의 공동묘지들이 서울특별 

시 관할구역내로 들어오게 되었다{박태호 2003: 영) . 

〈표 2-2) 1927년 경성부 공동묘지와 1962년 서울 시립공동묘지 현황 

1927년 1962년 

묘지명 
소재지 

묘지명 소재지 
당시지명 현재지명 

신사리 
고%뇨군은평면 신사동 은평구신시동일원 

망우리 양주군 구리면 망우 
묘지 묘지 리 

수절리 
고O.}군두모변 수철리 성동구금호동일원 

신사리 
서대문구신사동 

묘지 묘지 

口|아리 
고양군 숭인면 미아리 동록 강북구미아동일원 

신림리 
시흥군동면 독산리 

묘지 묘지 

이태원 고땀한지면 이태원동， 용산구이태원동， 언주면 광주군 언주면 반포 
묘지 한강동，보광리 한남동，보광통일원 묘지 리 
신당리 고O.}군 한지연 신당리 광 

중구 신당동 일원 
묘지 희문 

아현리 
고O.}군 용강면 이현 봉펙산 마포구아현동일원 

묘지 

출처 경성부위생괴-(1928: 21); 서울특별시(1%2: 158) 

이러한 정황으로만 유추해 본다면 현재 ‘서울시 내에는 상당수의 

공동묘지’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1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립 

묘지 현황을 살펴보면 용미리 1묘지(파주시 광탄면， 1%3년 설치)， 용미 

리 2묘지(파주시 광탄면)， 백제리 묘지(고양시 덕OJ-구) , 내곡리 묘지(남 

양주시 진법면) , 망우리 묘지(중랑구 망우동， 1971년) 등 5개소만의 시립 

묘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서울시 시립묘지는 

모두 ‘서울의 북쪽’ 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며， 개발이 안 

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북쪽은 분단의 상황11서 군사 

작전 지역이고 최근까지 낙후되고 고립된 지역이다. 또 서울시 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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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묘지는 망우리 묘지 한 곳뿐이지만 이것마저도 만쟁滿場)이 되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묘지의 경관은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시 

내에 산재해 있던 또는 서울시 내에 분포하고 있던 공동묘지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분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삶의 공간 

과 죽음의 공간이 분리된 죽음의 경관 형성은 해방이후 근대화， 산업화 

로 대표되는 60-70년대를 거치변서 도시개발， ‘주거지 확보’ 라는 이름 

으로 서울시 내에 있는 공동묘지를 폐지 또는 교외지역으로 이장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해방이후 한국 사회는 죽은 자의 공간과 

산 자의 공간을 함께 하려는 노력보다는 ‘도시개발’ , ‘주거지 확보’ 즉 

삶의 공간을 위해서 죽은 자의 공간은 분리， 사라져야할 대상으로만 취 

급했다. 국가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 사회가 공동묘지를 혐오시설로 

낙인찍고 이러한 낙인을 유지시키는데 일조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제는 1901년 일본인 거류민단의 필요에 의해 일본 영사곤버1 

서 고OJ=-군 한지면 신당리 광희문 밖 송림(현 광희동과 신당동 일대로 

추정)안의 땅 70여 평을 대여 받아 1902년 5월 10일에 회장장을 완공했 

으며， 고OJ=-군 용강면 아현 소재 만리현 화장쟁현 마포구 아현동 소의 

초등학교 일원)을 1911년 개원했다. 또한 총독부에서 1912년 「묘지 화 

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 시행과 동시에 봉원사가 서대문밖 사가리 

에서 화장장을 경영하였고， 그 밖에 숭신면 불천평에도 화장장이 설치되 

었다-(Iî매일신보.!J 1913. 12. 17일자; 다카무라료헤이 2어0: 144에서 재인 

용). 

그러나 경성부의 도시가 팽창하고 매연과 악취로 화장징에 대한 민 

원이 제기되자 ‘도시발전’ 에 회장장의 위치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 

리게 된다. 이러한 판탠11 의해 이 두 회장장은 1929년에 고OJ=-군 은평면 

홍제동 화장장으로 이전하게 된다. 한적한 교외로 자리를 옮겨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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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화장장은 해방이후 ‘도시발전’과 ‘주거지 확보’ 를 위해 다시 한 

번 도시외곽으로 밀려나게 된다. 홍제동 회장장 이전문제가 표면화된 

시기는 1960년 중반 서대문 지역의 개발사업이 활벌승}게 진행되면서부 

터다. 홍제동 회장장은 당시 이 지역에 있던 시립묘지들과 함께 ‘도시 

내 부적격 시설’로규정되어 1970년 9월에 당시로서는한적한곳이었다 

고 본 고잉딴 벽제변 대자리(현 고양시 덕OJ구 대자동)의 현 위치로 이전 

하였고， 이후 증개축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디{박태호 

2003: 64 ~67). 

화장과 더불어 일제시대 납골시설은 갈윌리， 신당리， 아현리에 유골 

을 안치할 시설이 있었음을 추정할 뿐 정확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1933 

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홍제동 화장징벼l 대한 납골당 사용료 징수기록으 

로 볼 때 이 곳에 납골시설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1955년 1월 

31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61호 「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제장 사용 

료 징수조례 개정의 건」 에서 납골당 유골 1기당 만 1년까지 200환을 

정수하도록 정한 것을 보면(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3: 566) 홍제동 

화장징벼l 계속해서 납골당이 설치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해방이후 

서울시는 고양시 부근에 납골당 설치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고양시와의 

마찰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현재 벽제 화장장 부지 내에 납골당을 설치 

하게 된 것이다. 

〈그림 2-1)은 일제시대 이후 서울시 내에 있었던 공동묘지， 화장장， 

납골시설들을 표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망우리 공동묘지만 남아 있고 

모두 벽제로 이전되거나 폐지되어 그 흔적이 사라졌다. 중구 광희동 • 신 

당동 부근， 마포구 아현동 소의 초등학교 부근，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 

초등학교 부근에 있었던 회장장은 현재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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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삶의 공죠뻐!서 사라져버린 서울의 죽음의 공간 

• 공설묘지 
。공동묘지 

*공얼회정장 
#사설회정장 

출처， 박태호(2003: 1(0). 

한편 한국 사회에서 묘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현 현충원의 전신인 동작동 국립묘지의 등징F이다. 국립묘지는 단순히 

죽은 이를 안장하고 기념하는 사적인 공간인 공동묘지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국립묘지는 근대국가의 이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가나 민족을 위해 순국한 이들을 국가에서 안치하여 관 

리하는 공적 공간인 국립묘지는 민족이나 국기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순국선열’ 혹은 ‘호국영령’ 이라는 이름으로 모셔두고 그들을 추념함 

으로써 을F아 있는 이들， 즉 국가 공동체나 민족 공동제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나 민족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존재를 의미 

화 하는 기능을 한대조현범 2000: 229-230). 이런 의미에서 국립묘지 

는 국가의 죽은 자에 대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묘지는 동작동 국립묘지9)와 대전 국립묘지， 수유 

리에 있는 4.19 묘지 등이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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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가국가의 죽은 자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다고 할 때 첫째， 국립묘지(현 현충원) 내의 무덤의 크기， 배열， 그리고 

장법 등에 나타난 죽음의 경관은 국가의 죽은 자에 대한 불평등한 태도 

를 잘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묘지는 80평을 차지하고 있으나， 영관급 이 

하의 군인， 군무원 및 이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의 묘는 3.3평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군 급은 시신을 안장할 수 있지만 영관급 이하 

는화장을해야유골을안장할수 있다. 본인의 의사외는무관하게 계급， 

신분에 의해서 매장과 화징F이 결정되고 있다. 국가의 죽은 자에 대한 

불평등은이런장법뿐만아니라 ‘묘지의 면적’， ‘상정물’，그리고 ‘봉분 

의 설치’ 까지도 신분과 계급에 의해 철저하게 차별을 하고 있고， 이것은 

1970년에 제정된 「국립묘지령」 제6조 2에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가의 죽은 자에 대한 불평등한 태도는 조선시대 신분에 따라 

묘지의 크기를 제한했던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상류층의 묘지를 모방하게 하여 호화분묘를 발생， 유지하게 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둘째， 1955년 7월 15일 설립된 국립묘지는 현재에도 

같은 장소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다. 국립묘지는 산업화， 국토개발， 도시 

계획의 대상F에서 제외되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 

은 국가가 국립묘지를 일반인들의 묘지와는 다르게 취급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립묘지 내의 죽음의 경관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립묘지 내의 묘지크기 및 계급에 의한 매장， 화장 구분이 죽음의 불평 

등을조장한다는시민사회， 언론등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대통령 

을 제외한 모든 국립묘지 안장자를 평등하게 안장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 

9) 국립묘지는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로 창설되어 군인과 군무원만을 안장하였으나， 

10년 후인 1965년 3월 30일 국립묘지로 승격，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시하여 국가 
유공자， 경찰， 예비군 등이 추가로 안장되고 있다 현재는 국립현충원으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 

10) 국립묘지에 나타난 국가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송현동{2000) ， 형성배경과 그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종엽(1999) ， 국가의례 차원에서는 지영임(2004a 2004b) , 검 
현선(2004)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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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립묘지 내의 죽음의 경관 변화 조짐은 국 

가와 국민 사이의 갈등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2) 장례E}소 경관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 사회는 장례장소가 집에서 장례식장， 특히 

병원장례식장으로 급격한 이동을 보이고 있다. 장례식장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몇 편의 논문11)들이 발표된바가 있어서，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장례장소 경관의 변회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건 

복지부 2001년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장례식장의 등장은 

1978년 고창병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현재와 같은 병원장 

례식장 등장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물론 현재 병원장례식장의 전신인 

영안실에서 ̂d-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1993년까지는 불법적인 것 

이었다. 현재와 같은 병원장례식장 문화가 형성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국가가 1993년 12월 27일자로 병원에서 장례산업을 법적으로 허용하면 

서부터다. 그리고 1994년 8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례 

식장 영업이 허가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장례식장이 꾸준히 증 

가하여 2000년 말 장례식장은 총 4657H로 집계되었고， 이 가운데 병원장 

례식장이 426개로 전문장례식장 39개소보다 윌등히 많다. 

그러나 2002년 말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의 장례식장이 총 579개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병원장례식장이 466개로 2년 전보다 40개 증가한 

반면에 전문장례식장은 113개로 무려 74개나 증가하여 3000/0가까운 증 

가율을 보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1137H 전문 

장례식장 가운데 서울， 울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도시에 설립된 

숫지는 19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12) 

11) 장례식장의 등장배경과 그에 따른 장례의 변회에 대한 글은 박정석(2002; 2003) , 송 
현동{2004a) ， 

이현송 • 이펼도(1997)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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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02년도 전국 장례식장 현황{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이러한 현상은 병원장례식장의 경우 병원 건물 내에 있던 기존의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면 되지만， 전문장례식장은 도시계획 

법， 건축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대도시의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가 어려 

워 설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문장례식장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혐오시설 반대라는 ‘님비현상’과 전문장례식장 부지 

확보를 위한 막대한 ‘지가{地f賣)의 부담’은 도심지역에 전문장례식장 

섣립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2) 전국의 전문장례식장 경관 〈그림 2-3) 전국의 병원장례식장 경관 

제주 서울 부산 
켜나 ~ 30 대그 

.~ 

Ot그 \ •" 
/ 강()--

?킥드호 / 
0-' 

전남( 

J~→1 

J ↓옳옳b 
\、，~휴1 

전북 、 I 

'( -r 

\인천 
\ 

」 광주 

대전 

충남 '-- I ν/ 울산 

충북 강원 경기 충북 강원 경기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표2-3)) 2002년 기준에 의해 전국의 장례식 

장 경관을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2-2) , <그림 2-3) 이다. 

〈그림 2-2)는 전국의 전문장례식장 경관을 나타낸 것인데 서울 • 부산 • 

대구 • 울산 • 인천 •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은 전문장례식장 비율이 낮게 

12)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2003년 통계자료(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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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그림 2-3)은 병원장례식장을 나타낸 것인데 서울 · 부 

산 • 대구 · 울산 • 인천 •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은 병원장례식장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림 2-2)와는 상반된 결괴를 보이고 있다. 뒤에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국가가 기존 영안실 

을 병원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실과 반면에 

전문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지정하여 그 설립규정이 여러 개의 법률을 

충족시켜야만 히는 제도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대도시의 

경우 병원장례식장이 아닌 장례식만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장례식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지역주민들들이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장례식장이 들 

어설 경우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장례 장소와 

관련된 죽음경관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집에서 장례를 치 

르는 방식과 장례식징}에서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며， 둘째는 장례식장 

가운데 병원장례식장은 ‘대도시’， 전문장례식장은 ‘지방의 중소도시 주 

변부’ 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3. 죽음의 공=lJ(게 대한 국가의 태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죽음의 경관은 삶의 공간 

과 죽음의 공간이 분리되어 삶의 공간은 도시에， 죽음의 공간은 도시 주 

변부 또는 외곽에 배열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등 삶의 공간에 

죽음의 공간인 화장장 및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 특히 일본 

과달리 한국에서 삶의 공간과죽음의 공간이 공존하지 않고분리된 이유 

는무엇일까? 삶의 공간 죽음의 공간이 분리된 이유는한국의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부정적인 태도， 도시화， 산업화등사회변동에 의한당연한 

귀결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상숭배 전통’ 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죽 

은 자의 공간을 터부시하는 죽음의 경관을 형성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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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는것일까?이러한물음을해결하기 위해서는우선국가의 죽음 

의 공간 즉 장묘시설에 대한 태도를 살펴봐야 한다. 근대이후 죽음의 공 

간인 묘지로 대표되는 장묘시설은 영토에 대한 주권을 소유한 국가정책 

의 문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대기든스 1996: 303).1 3) 

한국은 일제의 패망이후 미군정까지는 일본의 장묘법제가 의용{依 

用)되었고， 건국이후에는 1961년 12월 2일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저1799호로 공포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일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였디{김형민 1997: 35). 이 법률의 내용 중 특이한 조항은 

제15조， 제17조에 나타난다. 제15조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가운데 ‘도시계획상’ 이라는 부분은 국가 

가 필요에 따라 개인의 사적 소유 영역인 묘지와 장묘시설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묘지의 

집단화， 주거지 확보를 위해 죽음의 공간을 교외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률 시행규칙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되었는데(1%2. 5. 12.) 

공설묘지， 화장장 등의 설치기준(제6조)을 도로， 철도 또는 하천으로부 

터 2백 미터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백 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2년 7월 24일 동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14조 

2항의 내용이 신설되었다 14) 이러한조항은묘지가 ‘국토건설사업에 방 

13) 근대 국가의 특정에 대해서 기든스{Anthony Giddens)는 근대 국가는 주권(sovereignty) 

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규정된 경계를 지닌 

영역에 대해 정부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정부의 권위가 지고의 권력을 행 
사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근대 국가의 주권 개념은 전통국가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 

14) 제14조 (공고기간 등)(2)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 

건설사업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에 매장된 시제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월로 하고 2회의 공고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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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묘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 

구한것이다. 

이처럼 국가는 1961년 12월 5일에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한 이후 필요에 따라 묘지의 지유로운 처리와 묘지 설치 

장소에 대한 법적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게다가 묘지 및 회장 

장을 인가가 없는 외진 곳， 도시외곽에 설치하게 하여， 묘지 및 화장장이 

사람들의 삶의 공간과 분리되면서 묘지 등 죽음을 처리하는 장묘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 1961년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시체운반업과 관련된 사항 

으로 “시체의 운반시설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주택지에 

서는 섣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시체운반업체는 

도시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하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시신처리와 관련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이처럼 죽음과 관련한 국가의 부정적인 태도는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대 국가마저도 전통사회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여 죽음의 공간을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동 법률의 1966년 8월 29일 저13차 시행 

규칙 제15조는 시체운반업의 시설기준과 허가신청의 내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61년 12월 5일 제정된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은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시행규칙의 제정과 3차에 결친 시행규칙 개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률은 전통적인 관습의 저항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대윤양주 1992: 293). 이러 

한 과정 속에서 이 법률은 1968년 12월 31일 법률 명칭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련 법률」 로 바꾸면서 일부 개정되었고， 1969년 4월 17일 「매장 

의 공고일로부터 20일 후 5일 이내에， 3회의 공고는 공고만료 20일전에 할 수 있다. ( 
신설 19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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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대통령령 제3886호로 공포되면서 법 

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법률은 개정 전(1%1년) “제1조 (목적) 본법은 

매장， 회장 및 개장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과는 탈리 “본법은 매장， 회장 

및 개장과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관리에 관한사항을규정함 

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좀)를 방지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대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61년 이 법이 처음 

제정될 때에는 매장 · 회조벼l 따른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으나， 1968년 1차 개정 때에는 매장 • 회장의 기준과 묘지， 회장장， 납골 

당 ‘설치금지지역’을 명문화하였다. 이 법률{제8조의 2)에 의하면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지역， 기타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지역 등에는공설묘지 ·공 

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사설묘지 • 사설회장장 또는 사 

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국가가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금지지역 지정을 

통해 묘지 등 죽음과 그 처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장소에 대해 통제하겠 

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묘지， 회장장， 

납골당 등은 교외의 한적하고 외진 곳에 설치하게 되어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 ‘혐오시설’이라는인식을더욱기중시키는원인으로작용 

했다. 또한 본 법률의 시행령에는 분묘(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1기당 점 

유면적은 20평방미터， 합장의 경우는 25평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며， 공 

설회장장은 도로 · 철도 •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500미터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 •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1，어O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국기는 ‘조국근대화와국가발전’이라는시대적인사명을표 

명하면서 「가정의례준칙」 과 병행하여 「장묘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률」 을 개정한다. 이 법률의 특정은 ‘국토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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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때 무연고분묘를 정리할 수 있는 조행제15조)15)과 묘지의 관리 

를 위해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조항{저15조)을 뭄으로써 국토의 활용면적 

을 확대하여 국토의 산업회를 기하고 묘지 및 분묘신고에 따르는 분묘관 

리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묘지를 ‘위생적인 측면’ 이 아닌 ‘토 

지이용 측면’ 에서 규제토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볼 

때 1970년대부터 국가는 묘지， 회장장， 납골당 등 죽음의 공간에 대해 

기존의 위생학적인측면이외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공공복리차원에 

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해방이후 급격한 도시회는 도시면적의 팽창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묘지 등 장묘시설 설립은 법적 요건을 충 

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신도시 건설은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막대한 수의 묘지이전을 동반하므로 묘지문제를 첨예하게 부각시켰다. 

1970년대 이후에 실시된 대규모 신도시 건설 계획안은 이들 지역 내에 

있는 묘지 등 죽음의 공간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데， 국가 

는이러한장묘시설을선도시 건설에 빙F해되는 ‘지장불’로분류하고있 

었다{한국토지공사 1997a: 51). 

한 예로 평촌 신도시 건설에 따른 묘지이전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이 지역 내에는 총 728기의 묘지가 있었고， 이 가운데 유연 분묘는 37% 

인 268기， 무연분묘는 63%인 460기로 조사되었다. 유연분묘 이장과 관 

련하여 분묘 이장비는 감정평가 업자에게 감정평기를 의뢰하여 산출하 

였는데 단장은 1기당 25만원， 합장은 1기당 37만 5천원을 각각 지급하였 

다. 또한무연분묘이장과관련하여 묘지 사용료는안양시에 1기당 0.5평 

을 기준으로 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장공사비로 단장은 1기당 11만 

9， 100원， 합장은 1기당 17만 8，650원， 삼합장은 1기당 20만 8，420원을 

15) 제15조의2 (무연분묘정리)CD제5조저14항의 규정에 의한 일제신고의 기간 내에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로 본다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토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유골을 공 · 사설납골당에 
집단 안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 . 3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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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였다. 분묘를 이장햄l 있어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설득 

을 통하여 자진 이장토록 했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분묘 이장업자와 

계약을 통해 안양시 공설묘지로 이장하였다{한국토지공사 1997b: 51). 

신도시 건설로 이 지역 내에 었던 개인묘지 및 공동묘지는 계속해서 교 

외로 이전하게 되었고， 대도시 주변에는 공 · 사섣묘지가 설립되었다 16)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묘지는 삶의 공간과 함께 할 수 없는 혐오시 

설， 지장물로 분류되어 삶의 공간과 분리되고 도시외곽이나 주변부로 

이동하거나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듯 국가는 국토개발， 산업화， 도시계획을 위해 묘지를 토지이용 

의 측면에서 다루는 한편 도시 내 부적격 시설로 규정하여 가능한 한 

삶의 공죠버l서 분리시키려 했다. 따라서 묘지는흩어져 있는 ‘개인묘지 

보다는집단화’를유도했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위해 1993년부 

터는 화장을 유도하고 납골묘를 권장하고 급기야 산골{散骨)과 최근에 

는 수목장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1990년대 중반이후더 이상매장을위한시립묘지 확보에 한계를느끼면 

서， 그리고 환경보존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의 측면에서 ‘매장’ 에서 

‘회장’으로 장묘문화 개혁운동에 매진하게 된다. 그리고 회조L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고， 지가{地價)의 상승은 묘지 구입의 경제적 

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화장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 

는 제2회장장을 강서구 오곡동에 건설하교l자 했으나 ‘강서구와 지역주 

민들’ 의 거센 반발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후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 

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그1자 하였으나， 서초구청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서울시와 서초구 및 주민들 시아의 4년에 걸친 

긴 행정소송 꿀에 최근에 법원은 추모공원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면서 서 

울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해방이후 삶과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분리된 죽음의 경관에서 삶의 공간과죽음의 공간이 마련된 죽음 

16)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묘시설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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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관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전문장례식장이 활성화되지 봇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 역시 국가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그에 따른 정책， 그리고 

병원장례식징F에 대한 특혜에 가까운 조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1973년 3월 13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과 동년 

5월 17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장례식장을 ‘혐오시 

설’로 인정하여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지역에 설치히는 규정(제2조)을 

두고 있었다. 

국가의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묘지뿐만 아니라 장례관 

련 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일조 했다. 하지만 최근 

국가가 도심 한가운데 장례식장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사질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종합병원을 신축하면서 병원시설 

과 별도의 영안실 및 장례식장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성남시 

가 교육환경 저해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 

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건물의 신축이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교육환경 저해 등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 

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 

는 장례식장을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Ir한겨 

레신문~ 2002.8. 28일자). 이렇듯 국가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도심한복판 

에 병원장례식장 설립이 기능하도록 하여 죽음의 공간에 대한 태도 변화 

를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는여전히 장례식징써l 대한 ‘부정적’인 태도 

를 취하고 있다.2001년 1월 13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장례 

식장 영업이 자유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장례식장의 설치 및 설립은 건축 

법령， 도시계획법령 규정에 의한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그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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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7) 따라서 병원건물 내부 또는 병원부지 내 

의 장례식장 설치가 오직 장례만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장례식장보다 상 

대적으로 유리한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그림 2-2) , <그림 2-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병원장례식장은 도심에， 전문장례식장은 도심외곽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물론 도심의 경우 전문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재정 

적인 어려용도 전문장례식장을 도심외곽에 위치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점도 김안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 요인’은 전 

문장례식장과마찬가지로 공동묘지를 도섬의 변두리에 위치시커게 했다 

는 점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대오홍석 2003: 446).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죽은 자， 죽음에 대한 거리두기， 삶 

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의 구분은 병원장례식장의 공간 구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병원장례식장의 위치는 대체로 병원 건물의 ‘지하’ 또는 

뒤편 ‘후미진 곳’ 에 위치하고 있다. 절병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나 입원중인 환자를 병문안히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대면하여 ‘죽음’ 

을 연상하게 된다는 것은 ‘살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혐l게 좋지 않 

은 인상을 섬어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공간배치는 건 

물사용의 효율성과 장례식징벼1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번잡함 

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죽음을 

부정적인 것 또는 금기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 

듯 한국 사회에서 병원장례식장의 공간은 삶의 공간배후로 밀려난 곳에 

있디{웰링 2000: 270). 아울러 이 같은 죽음과 거리두기에 대한 병원장례 

식장 공간 배치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병원장례식장 영업을 국가가 

17) 참고로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J (일부 

개정 2003. 7. 1. 건설교통부령 제00363호) 제11m조의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연구소 • 청소년 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3 대중교통수단 
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4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일 
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 
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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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허락함으로써 별도의 장례식장 공간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의 

영안실 혹은 주차장을 개조하여 장례식장으로 시용한 결과라는 점도 고 

려되어야할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는 해방이후 산업화， 국토개발， 국토의 효율적인 이 

용， 도시계획이라는 명분으로 죽은 자를 기념， 처리하는 묘지， 납골당， 

장례식장등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간주하여 산자의 공간에서 분리 

시거려고만 했다. 그러나 국가의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 분리정책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해방이후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로 삶의 공간 

이 꾸준히 팽창되어 죽음의 공간을 더 이상 삶의 공간에서 밀어낼 수 

없는상햄l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는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환 

경보전 등을 이유로 1993년부터 매조에서 화장위주의 장묘관련 법률을 

제정하그1자 했으나 유림과 국민들의 저항으로 1993년과 1997년 두 번에 

걸쳐 죄절되었고(IF조선일보dl 1998. 12. 24일자.) 1999년에서야국회에서 

법률이 통괴될 수 있었다.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국가는 화장율이 급격 

하게 증가하자 회장율에 맞춰 납골당 및 화장장을 추가로 건설하도I자 

하였으나 설치대상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 

고 있다{IF조선일보dl 2003. 3. 12일자).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저항에 대해 사회일각에서 ‘님비 현상’ , ‘지역 

이기주의’ 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해방이후 국가 

는최근까지 산자와죽은자， 삶의 공간과죽음의 공간을분리시키려고 

만 했지 산 자와 죽은 자，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공존하기 위한 

훈련과 노력을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삶의 

공간과죽음의 공간을공존시거기 위한국가의 정책에 대한해당지역주 

민들의 저항은그동안국가의 죽음의 공간에 대한태도에 길들여진 ‘당 

연한 반응’ 일수도 있다. 

다음은 현재 한국 사회의 죽음의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예들이다. <사례 1) , <사진 1)은화장장및추모공원을둘러싼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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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지역주민들， 지역주민과지역주민 시아의 갈등을보여주고 었다. 

특히 〈사례 1) 에 해당히는 대구 지역은 필자가 지난 2004년 11월 대구에 

서 장례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여성과의 인터뷰에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한바 있다. 인터뷰 여성에 의하면 “대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대구지 

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과 ‘위령탑조성사 

업’으로 인해 지역주민， 유족， 그리고 대구시와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들은 갈등을 넘어서 서로 반목하고 피해를 가히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한다. 대구는 아직도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1) 

은 부천시가 서울시 구로구 인접지역인 춘의동에 화장터를 건립하려고 

하자 구로구 시의원 및 구로구 주민들이 반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른바혐오시설 설치를둘러싼님비현상은지방자치 

제 시행과 맞물려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공간 계획’은 

주로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국토개발을 위한 정치 경제적 힘에 의해 규정 

되거나 또는 중앙집권화 된 정치권력에 압도되어 권위주의적 관료에 의 

해 일방적으로 주도되었다{최병두 2002: 99-100) ,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단체장을 시민 및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해와 요구가 복잡해지면서 ‘혐오시설’ 

설치 즉 공간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례 1) 희생자의 넋 쉴 콧은 어디에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과 위령탑조성사업 

이 참사 2주기를 맞은 현재까지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었다.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이후 대구시는 중구 수창동 수창공원부지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라고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로 위령탑과 안전교육관， 공원묘역 등의 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키로 했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03년 6월 대상 부지를 대구시 수성 

구 삼덕동 산 118의 1 일원으로 변경했다 더욱이 이곳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 

트) 해제안 심의가 세 차례나 유보되면서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참사 발생 2년 

이 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추모공원과 대공원시설조성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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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성구 삼펙동 산 118의 1번지 개발제효다역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했으나 

유보를 결정했다 ..... . 

특히 지난해 11월 유족과 주민들이 모임을 가졌으나 주민틀은 “어떤 인센티 

브 등의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며 반대 의시를 분명히 했고， 유족들은 “장소를 

변경할 경우에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대구시가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각각 

밝혔다. 주민과 유족들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제각각 집회를 갖는 등 설 

력대결의 양상마저 빚고 있다 

주민과 구청， 구의회 등은 ‘혐오시설’ 이란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구시청 등 

에서 반대집회를 갖고 “사유재소」을 30년 이상 침해받았으며 도시계획상 묘지 

로 부적합하다”며 반대했다. 수성구의회는 특히“추모묘역 조성이 국책사업이 

아닌 만큼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에 맞지 않아 형질 변경의 기준에 미탈 된 

다”며 주민의 입장을 지원했다. 

반면 희생자 유족들은 한때 유골함을 틀고와 추모묘역 조성을 요구히는 시 

위를 별이기도 했다 

지하철참사 희생지를 추모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추모공원(5900m'’ 묘 192기)과 대공원시설(7100 

m')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이 같은 갈등 속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세계일 

보~ 2005. 2. 17일자) 

〈사진 1) 부천시 화장터 건립에 대한 인접지역 서울 구로구 주민들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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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죽음의 공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8) 전통사회에서 한국인은 죽 

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갖고 있었다. 정상적인 죽음과 비정상적인 

죽음이 그것이다. 우선 정상적인 죽음은 천수(天壽)를 다하여 죽은 자를 

기억하고 제사 지내 줄 후손이 있는 경우이고， 비정상적인 죽음은 이와 

는 달리 요절， 객샤 횡샤 자손 없이 죽어 제시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의 영혼은 조상선으로써 숭배되지만， 비정상 

적인 죽음을 당한 자의 영혼은 원혼， 객귀(客鬼)가 되어 이승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전통사회 

에서는 비정상적인 죽음을 터부시했고， 이런 죽음을 당한 이들과의 접촉 

을 꺼렸다{송현동 2004b: 151-152). 이런 맥락에서 전통사회에서 정상 

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는 유교식 장례，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자의 

장례는 해원(解짧) 중심의 무속의례가 담당해왔다. 제사 역시 이러한 구 

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 

또한 전통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죽음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 

었다. 한국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효와 결합되어 산 자에게 복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숭배의 대상’ 이지만， 경우에 띠라서는 치명적인 유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무속적 죽음관{김태곤 1972: 장남혁 1987) , 귀신에 대한 선앙 

(村山智順 1993)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들은 죽음을 상정하는 죽은 

자의 시신， 죽은 자가 묻힌 곳， 그리고 죽음을 처리하는 상가는 기피해야 

하는 혐오의 대상으로 작용했다. 특히 비명횡샤 객사한 경우는 더욱 그러 

했다. 그래서 결혼， 이샤 출산을 앞둔 사람틀은 상가의 출입을 금기시 했 

으며， 상가어l 갔다 온 사람들은 부정과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 

18) 현대 한국 사회에서 죽음의 공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산권에 대 
한 부분도 작용하고 있다 즉 사회문화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죽음의 공간 

이 들어서변 인근 지역에 비해 땅값이 떨어져 재산의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19) 이와 관련해서 입돈희(998) ， Kendall(1979) 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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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뿌리는 등 주술적인 ‘벽사의례’들을 행했던 것이다. 

4. 맺음말 

현재 한국 사회의 죽음경관은 세 가지 특정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 도시 내부와 도시 인접지역에 있던 묘지들이 

좀더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면서 묘지의 집단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분할되어 삶의 공간은 도시에， 죽음의 공간은 도 

시 주변부 또는 외곽 지역에 배열되어 삶의 공간을 둘러싸고 있다. 두 

번째는 가족납골묘， 대(소)규모 납골당의 등장으로 매장중심의 개인， 집 

단묘지외는 다른 죽음의 경관이 형성되고 있다. 세 번째는 죽음을 처리 

하는 장례장소의 경관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대 

도시 지역을중심으로도심 가운데 위치한병원장례식장， 중소도시 주변 

부 및 교외 한적한 곳에 위치한 전문장례식징F에서 장례를 치르는 방식으 

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분리된 죽음의 

경관어 형성된근본원인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해방이후국가가산업 

화， 국토개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도시계획이라는 명분으로 죽은 자 

를 기념， 처리하는 묘지， 납골당， 회장장， 장례식장 등 장묘시설을 ‘혐오 

시설’ 로 취급한 것과 여기에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전통적 사그l가 반영 

된 결과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990년대 이전까지 국가는 죽음의 공간을 ‘혐오시설’ 로 보고 

삶의 공간에서 분리시걱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국가는 죽음의 공간과 삶의 공간을 분리하는 데 한계에 이르자 

두 공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이러한 

노력은 이른바 ‘님비현상’으로 어려웅을 겪고 있다. 향후 한국 사회의 

죽음경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OJ(지 

234 w비교문화연구』 제11집 2호(2(05) 



방)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과 화해의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여전히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두 공간의 공존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듯 지표위에 분포하는 죽음의 경관 형성과 변화는 단순한 자연환경 

에 의한 지리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이 토대한 정치적， 사회문화적 

실천의 결과인 것이다. 

일제시대이후 죽음의 경관 형성과 그 변화과정을 통해서 볼 때 현대 

한국 사회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장례식장， 묘지 등으로 대표되는 죽음의 공간은 죽음과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공간’， 조상숭배의 상징적인 의미를담고 있는 ‘성스러 

운곳’이기도하지만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점이다. 이렇듯현대 한국 

사회는 죽음， 죽음의 공간에 대한 부정과 청정의 대립， 성스러운 것(聖) 

과 속된 것(洛)의 대립 구조(Van Gennep 2000: Dur념leim 1992) 속에서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사고(최길성 1986: 32 -52; 허용 

호 200이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죽음의 경관 형성과 변화요인을 주로 국가{정부)와 

일반 대중들의 변수만을 고려히여 자본， 그리고 이 세 요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다소 소흘히 취급하고 있다. 자본은 공동묘지， 장례식장 설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죽음의 공간을 삶의 공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묘지 등을 설치하게 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20) 다시 말하면， 한국의 죽음의 공간을 삶의 공간에서 분리시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일부에서 삶의 공간과 공존하게 히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본의 변화하는 흐름을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죽음의 경관 형성과 변화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요소로 향후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본 

다. 

20) ·경향신문~ 2004. 12. 4일자.문화일보~ 2005. 2. 21일자 .• 세계일보~ 2005. 2. 17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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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attitudes on death, the landscapes of death, the space of 
death, the space of life. 

Attitudes on Death in Korea: 

Centering around the Landscapes of Deat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landscapes of death on the 

ground and its transformation from the period of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o pres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space of death in Korean 

society and, moreover, Koreans' attitudes of death. My hypothesis is that 

the landscapes of death on the ground is not a 'determined consequence' 

by the religious culture and social change, but a 'manufactured product' 

in the resistant process of the people against the control and regulation 

of state with its own ruling ideology. 

There seem the three characteristics on the landscapes of death in 

Korea. First, the grouping of graveyards has been proceeded by the 

rearrangement of the graveyards from cities and their adjacent areas to 

outer district in the expansion of cities. That said, the space of life and 

that of death has been divided; thus, the space of life is arranged in the 

cities, while that of death in the marginal or outer area of the cities 

' Lecturer, MyongJi University. 



surrounds it. Second, new landscapes of death are being formed by the 

introduction of family vault and great (small) charnel, ones different from 

individual or group graveyards that need burial. Third, the landscape of 

funeral is being changed. For instance, it is a Korean tradition that the 

funeral should be practiced at home in case of dying away from home. 

Since the 1990s, however, it has been conducted at hospital funeral hall 

in mega cities, professional funeral hall at the outskirts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or some quite places of suburb. 

Such separation between the space of life and the space of death is 

a consequence of not only the Japanese colonization policy, but also what 

with the traditional attitudes on death, the state has treated the funeral 

institutions of ossuary, cemetery, crematoritlll\ funeral parlor, etc as 

'abhorred institutions' under the name of industrialization_ national land 

development, effective use of the country, and urban planning.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however, the state has attempted coexisting the space 

of life with the space of death, being encountered the limits of separating 

the two, but Koreans are against this attempt of the state. Thus, it is 

expected that whether a separated landscape of death will go on or this 

will be transformed to a coexisted landscape of death, depending on how 

the state and the people negotiate on that issue. 

Korean society has kept a 'duplicated attitude' in terms of the 

landscapes of death and its change. Not only is such space of death as 

funeral hall, graveyard, and so on 'ritual space' or 'sacred place' with 

symbolic meaning for ancestor worship, but also is 'object of aversion.' 

This worship or aversion on the space of death in Korea, that is, the 

duplicated attitude of the sacred and the secular, displays that the 

traditional thought of death is still operating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