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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 규정한 상례․제례에 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제시와 실효성 확

보를 연구하고자 한다. 상례․제례와 관련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및 정착을 위

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ᆞ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

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공공기관ᆞ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

한 법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규정이 있으며, 가정의례법의 확산

과 정착을 위한 교육의 진행은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국가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장례지도사 양성과정’에서도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상례·제

례에 관한 가정의례법과 제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발전적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 상례, 제례, 양성평등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 of changes in the funeral rites·ancestral memorial rites as stipulated in the 
current family rites Act and seeks to study the presentation of problems and securing effectiveness.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Act on family rite establishment and related assistance" were enacted with the aim of 
rationalizing the ritual procedures of funeral rites related to the ancestral memorial rites and supporting and 
coordinating projects and activities for the dissemination and settlement of sound family rites to eliminate the 
ostentation and create a sound social atmosphere.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meaning of family rites the "General 
standards for sound family rites" were set to be solemn and simple in the process of family rite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social leaders were required to take the 
initiative and follow the example. However, looking at the changes since the family rites Act 1969, there are 
regulations on gender discrimination that undermine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progress of education 
for the spread and settlement of the family rites Act has been limited in effectiveness due th lack of punishment 
provision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of all levels, In particular, even in the "Process to train funeral director" which 
is operated under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there is a lack of education on family rituals.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we intend to provide a basis for practice and developmental discussion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Key Words  Act on family rite establishment and related assistance, General standards for sound family rites,      
              family rites, funeral rites, ancestral memorial rites,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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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정의례(家庭儀禮)는 일상적인가정에서의례로행

하고있는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

(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말한다. 현행가정의례법령

에는상례ㆍ제례와관련하여「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

지원에 관한 법률」[1](이하 "가정의례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2]「건전가정의례준칙」[3](이하 "의례준

칙"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의례법에는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의례준칙에는 ‘가정

의례법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보급 및 실

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

여 전통적인 가정의례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서 1969년에「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과「가정의례

준칙」을제정하여상례ㆍ제례의복잡한전통의식을간

소화하였다. 유교의례를현대식가정의례로표준화ㆍ근

대화하면서 상례ㆍ제례의식을 사회변화에 적합하게 바

꾸는 기능을 하였다.

가정의례법령의일부규정들은헌법재판소에서위헌

이라고결정[4]을하였고, 현실과부합되지않아결국거

의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의 실효성과 강제규정이 없어

지고 권고적ㆍ훈시적인 법령으로 변하게 되었다[5].

그러나 가정의례법령이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변

하였어도 1969년 당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만연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현대식 가정의례로 표준화ㆍ근대

화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가정의례준칙을 마련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6].

본 연구에서는상례ㆍ제례관련가정의례법령의주요

제정 및 개정연혁과 현행 가정의례법령의 주요내용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법과 제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가정의례법령의실천방안에대해발전적논의의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상례ㆍ제례관련 가정의례법령의 주요

제정 및 개정연혁

2.1 가정의례를 현대식으로 표준화ㆍ근대화
  2.1.1 법률 제2079호(1969년 1월 16일 제정)
가정에서 관행되고 있는 상례ㆍ제례 등의 가정의례

는의례의참뜻에서벗어나허례허식과경비, 시간의낭

비로인한적폐가사회적문제가되었다. 또한국민생활

감정의 이중구조를 조장하고 외래풍조의 모방과 신·구

의례의 혼선으로 우리의 고유한 전통적 민속의 보존조

차 어렵게 되어가고 있었다. 국민생활의 합리화와 미풍

양속의순화를위하여 1969년 1월 16일「가정의례준칙

에관한법률」을 제정(법률 제2079호)하고 196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였다.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에서는 가정의례의 참뜻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간소하

고건전한의례절차의기준을마련함으로써국민생활의

합리화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

식절차는엄숙하고간소하게행하며준칙은가정의례심

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고

시하도록하였다.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의제정에따

라상례ㆍ제례관련가정의례는실정법령에의해간소화

와허례허식금지등의규제를받게 되었지만강제규정

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

  2.1.2  대통령고시 제15호(1969년 3월 5일 제정)
경제발전과정에서과시적이고소비적인의례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상례ㆍ제례와 관련된

가정의례를정착시키기위한규정으로주로권고적이며

훈시적인 내용의 「가정의례준칙」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법률의규정에의하여가정의례의의식ㆍ절차에관

한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 1969년 3월 5일제정(대통령

고시제15호)하고 1969년 3월 5일부터시행하였다. 대통

령고시로제정된가정의례준칙은상례ㆍ제례등에대한

규정및 의식절차에대한기준과양식들을상세히규정

하며 기존의 의례절차를 간소화 시켰고 유교식 가정의

례를 현대식으로 표준화ㆍ근대화 하고자 하였다. 상례

(喪禮)는 임종(臨終), 수시(收屍), 발상(發喪), 상제(喪

制), 복인(服人), 호상(護喪), 부고(訃告), 입관(入棺), 영

좌(靈座), 명정(銘旌), 성복(成服), 상복(喪服), 조문(弔

問), 장일(葬日), 장사(葬事), 장지(葬地), 천광(穿壙), 횡

대(橫帶) 및 지석(誌石), 영결식(永訣式), 운구(運柩), 하

관(下棺) 및 성분(成墳), 위령제(慰靈祭), 첫 성묘, 탈상

(脫喪) 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 제례(祭禮)는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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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忌祭), 절사(節祀), 연시제(年始祭), 성묘(省墓) 등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다.

2.2 가정의례에 대한 법적규제와 강제성 근거 마련
  2.2.1 법률 제2604호(1973년 3월 13일 전부개정)
가정의례를강력히규제함으로써건전한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자 1973년 3월 13일「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

률」 제명을 「가정의례에관한법률」로 개칭하면서 전

부개정(법률 제2604호)하고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

였다. 전부개정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서는가정의례

의허례허식일소와의식절차를합리화함으로써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의 진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허례허식행위금지는부고장등인쇄물에의한개

별 고지, 화환ㆍ화분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 또는

사용, 답례품의 증여, 굴건제복의 착용, 만장의 사용, 경

조기간중주류와음식물의접대등의행위를하지못하

도록하였다. 규정을위반하면상례에있어서는상주, 제

례에있어서는제주에대하여 50만원이하의벌금또는

과료에처하도록 하여법적규제와강제성의근거를마

련하였다.

  2.2.2 대통령령 제6680호(1973년 5월 17일 제정)
1969년 제정하고 시행을 한 가정의례준칙이 권고사

항일뿐법적구속력을갖지못하고실행에어려움과준

수율이 낮아 이를 폐지하고 허례허식행위를 법적인 통

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가정의례준칙」을 가정의

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1973년

5월 17일 대통령령제6680호로제정하고 1973년 6월 1일

부터 시행하였다.

대통령령으로제정된가정의례준칙은상례와제례에

대한 규정 및 기존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간소화 하고

단순화하였다. 장일은사망한날로부터 3일이되는날이

며, 부모ㆍ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일까지로하였다. 상복은따로마련하지않으며한복

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복장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복장으로하되왼쪽흉부에상장(喪章)이나흰꽃을

달도록 하였다.

  2.2.3 법률 제3319호(1980년 12월 31일 전부개정)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허례허식 행위의 법적인 통제

와 금지사항의 명문화에도 불구하고 만연함에 따라 현

실에 맞게 개정하여 범국민적 정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1980년 12월 31일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을전부개정(법률제3319호)하고 1981년 1월 1일부터시

행하였다.

전부 개정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직원 및

사회지도층 위치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의례준칙의 

솔선수범을촉구함으로써건전한가정의례를위한파급

효과를권장하였다. 허례허식행위금지사항에기관ㆍ기

업체기타단체명의의신문부고행위및화환ㆍ화분기

타이와유사한장식물의진열또는사용금지외에명의

를 표시한 증여행위를 추가하였다. 허례허식행위 금지

사항위반자에대한벌금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강

화하였다.

  2.2.4 법률 제4637호(1993년 12월 27일 전부개정)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정의례에 관한 영업의 허가제

와 요금고시제를 신고제 등으로 변경하며, 벌칙규정을

보완하고가정의례제도를보다합리적으로개선하여국

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1993년 12월 27일 「가정의례

에관한법률」을전부개정(법률제4637호)하고 1994년 6

월 28일부터 시행하였다.

전부 개정된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서는장의사영업

허가제를폐지하여장의용품은누구나자유롭게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례식장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2.3 가정의례에 대한 법적 규제 폐지 및 권고
적ㆍ훈시적인 법령으로 변화

  2.3.1 법률 제5837호(1999년 2월 8일 제정)
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정비계획에따라가정의

례관련규제를폐지하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건전

한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책임을강화하였다.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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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허례허식을일소와건전한사회기풍을진작하고

자 1999년 2월 8일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

법률」을 제정(법률 제5837호)하고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였다.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을 위

하여건전한가정의례의개발ㆍ보급및그 지원을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국민이가정의례의참뜻을구현할수있도록 가정

의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

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은 솔선수범하여 준수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위한 민간의 자율적 활동

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

몽하는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였다.

  2.3.2 대통령령 제16533호(1999년 8월 9일 제정)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법

률 제5837호)됨에 따라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및업무범위등을정하는등동법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1999

년 8월 9일「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령」을 제정(대통령령 제16533호)하고 1999년 8월 9일

부터 시행하였다.

  2.3.3 대통령령 제16544호(1999년 8월 31일 제정)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5837호)됨에따라성년례ㆍ혼례ㆍ상례ㆍ제례및수연

례등의내용과의식절차를정하는등동법의시행에관

한 사항을 정하고자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999년 8월 31

일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제정(대통령령 제16544호)

하고 199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

제정된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종교의식에따라가

정의례를 행하는 경우에 의례준칙의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전에 장자만이 주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배우자도주상이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

기제 및 차례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하고,

기제는매년사망한날제주의가정에서지내고, 차례는

매년 명절(설날, 추석) 아침에 주손의 가정에서 지내도

록 하였다.

  2.3.4 법률 제11282호(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가정의

례지도원을위촉할수있었으나지역실정에맞게운영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2012년 2월 1일 「건

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법률 제11282호)하고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3.5 대통령령 제29950호(2019년 7월 2일 타법개정)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2019년 7월 2일「건

전가정의례준칙」을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9950호)하

고 201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타법개정된 건전가

정의례준칙에서는 "영구(靈柩)"를 "영구(靈柩: 시신을

담은 관)"로, "성분(成墳)"을 "봉분 조성"으로, "장일(葬

日)"을 "장삿날"로, "상제(喪制)"를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로, "모사(茅沙)"를 "모사(茅沙: 그릇에 담은

모래와그모래에꽂은띠묶음)"로, "참사자(參祀者)"를

"제사 참가자"로 일부를 개정하였다.

3. 상례ㆍ제례관련 현행 가정의례법령의

주요내용

3.1 가정의례법의 목적
가정의례법은 ‘가정의례의의식절차를합리화하고건

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

원ㆍ조장하여허례허식을없애고건전한사회기풍을조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2 가정의례 용어의 정의
가정의례법제2조에 ‘가정의례란가정의의례로서행

하는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고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의례준칙 제2조 제3호에 상례란 ‘임종에서 탈상까지

의의식절차’를 말하며, 제4호에제례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지내는차례(이하 "차례"라한다)의 의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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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제6호에 주상(主喪)이란 ‘상례 의식절차를 주관하

는 사람’을 말하고, 제7호에 제주(祭主)는 ‘제례의의식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3.3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가정의례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의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

관ㆍ단체등의 가정의례에관한연구등의 사항이포함

된가정의례의 정착및지원에관한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건전가정의례준칙
  3.4.1 건전가정의례준칙 정함 등
가정의례법 제5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엄숙하고간소하게행하도록의례준칙을정해야

한다고하였다.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임직원및사

회 지도층은 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권고할수있고, 의례준칙의내용과보급및

실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

있다.

3.4.2 종교의식의 특례
의례준칙 제3조에 종교의식에 따라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에서정하는의례준칙의범위에서해

당종교고유의의식절차에따라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다.

 3.4.3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의례준칙제4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의례준칙을실천하도록권장하거나그실천사항

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상례
의례준칙제9조상례에관하여사망후매장또는화

장이끝날때까지하는예식은발인제와위령제를하고

그외의노제(路祭)ㆍ반우제(返虞祭) 및삼우제(三虞祭)

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의례준칙 제10조 발인제는 영구

(靈柩)가 상가나장례식장을떠나기직전에한다고하였

으며,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

하는준비를한다. 의례준칙제11조위령제는매장의경

우에는봉분조성이끝난후영정을모시고간소한제수

(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및배례

(拜禮)의순서로 하며, 화장의경우에는화장이끝난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매장의 경우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례준칙 제12조 장삿날은 부득

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하며, 의례준칙 제13조에 부모ㆍ조부모와 배우자의 상

기(喪期)는 사망한날부터 100일까지로하고그밖의사

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라고 하였다. 상기 중 신위(神

位)를모셔두는궤연(几筵, 상청)은 설치하지않고 탈상

제는기제사(忌祭祀)에준하여한다. 의례준칙제14조에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으며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

로, 양복일경우에는검은색으로하고, 가슴에상장을달

거나두건을쓴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평상복으로

할 수 있으며,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다는기간은탈상할때까지로한다. 의례준칙제

15조에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중

에있는사람)가 되며, 주상은배우자나장자가되고, 사

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

례를 주관한다. 또한 의례준칙 제16조는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명의를 사

용하지않으며, 의례준칙제17조운구(運柩)의행렬순서

는 명정,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며, 상여

를 사용할 경우 많은 장식을 하지 않는다. 의례준칙 제

18조에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고 규정하고 있다.

3.6 제례
의례준칙 제19조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례준칙 제20조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

부터 2대조까지로 하며,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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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정에서지낸다. 의례준칙제21조 차례의대상은기

제사를지내는조상으로하며, 차례는매년명절아침에

맏손자의가정에서지낸다. 의례준칙제22조 제수(祭需)

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차리며, 의례준칙 제

24조 성묘는각자의 편의대로하되제수는마련하지않

거나 간소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발전적 고찰
4.1 양성평등[7] 실현 훼손
 4.1.1 가정의례법령
가정의례법 제5조 제1항에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전가정

의례준칙을 정하면서, 의례준칙 제15조 제1항에 사망자

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8]가 되고, 제2항에

주상은배우자나 “장자”가된다고하며, 제3항에사망자

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제21조제1항에차례의대상은기제사를지내는

조상으로 하며 제2항에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

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이가정의례의참뜻을구현하고자정

한 의례준칙에서 위의 규정들은 스스로 양성평등 실현

을 훼손하는 것으로, 아래(표준국어대사전, 대한민국헌

법, 양성평등기본법,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와 같은

내용을고찰하고, 가정의례법령에남녀차별적인요소가

있는 규정들은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해 발전적으

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4.1.2 표준국어대사전
의례준칙에서언급한 ‘장자’, ‘최근친자’, ‘맏손자’ 용어

의뜻을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사전에서찾아보면장

자는 ‘맏아들’을 의미하며, 최근친자는 ‘촌수가 가장 가

까운 일가가 되는 아들’을 의미하고, 맏손자는 ‘둘 이상

의손자가운데맏이인손자(아들의아들, 또는딸의아

들)’를 의미한다.

의례준칙에서는사망자의배우자와직계비속은남녀

차별 언급 없이 상제가 된다고 하면서, 표준국어대사전

의 용어 의미에는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

로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고 하여 ‘맏이인 아들

(남자)’만이주상이될수있고, 직계비속중에서 ‘맏이인

딸(여자)’은 주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

례를주관한다고하여 ‘촌수가가장가까운일가가되는

아들(남자)’만이상례를주관할수있고, ‘촌수가가장가

까운 일가가되는딸(여자)’은 상례를주관할수없다는

것으로 이 규정도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며 양성평

등 실현을 훼손하고 있다.

차례는 매년 명절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고 하여 ‘둘 이상의 손자 가운데 맏이인 손자(남자)’의

가정에서 차례를 지낼 수 있고 ‘둘 이상의 손자 가운데

맏이인 손녀(여자)’의 가정에서는 차례를 지낼 수 없다

는 규정도 남녀차별적인 요소와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

하고 있다.

4.1.3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9]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

진다.”고 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ㆍ종교또는사회적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

는이를보장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37조제1

항에는 “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례ㆍ제례관련가정의례에서모든국민은남녀차별

없이가정의례의참뜻을구현할수있어야한다. 그런데

가정의례법에는모든국민이가정의례의참뜻을구현할

수있도록의례준칙을정하면서의례준칙에남녀차별적

인요소가있는규정이있어서양성평등실현을훼손하

고 있다.

이는모든국민이남녀차별없이행복을추구할기본

적인권리를제한하고있으며, 법앞에평등하고성별에

의한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않는다고

한규정을위배하고있다. 가족생활은양성의평등을기

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경시되지않는기본권을침해하고있다. 더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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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례준칙은 상례ㆍ제례관련 가정의례에서 허례허식

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입법

의취지는이해할수있으나남녀를차별하며양성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은 헌법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4.1.4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10]은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

로 제2조에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동등한참여와대우를받고, 모든영역에서평등

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

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제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가족과 사회등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한대우

를받고양성평등한생활을영위할권리를 가진다고하

고있고, 제5조제1항에국가기관등은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지고 있으며, 제35조

제1항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확립시키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

률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에는양성평등기본법의목적

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의례준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

는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본이념,

양성평등생활을영위할권리, 양성평등실현의책무, 양

성평등한가족관계확립및양성평등에관한다른법률

과의관계등과는반하게남녀차별적인요소가있는규

정과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고 있다.

 4.1.5 헌법재판소
2005년에헌법재판소에서는호주제의위헌성에관하

여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라는 결정[11]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양성평등 원칙을 위반하였고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기초한차별이라하였다. 헌법제36조제1항

에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국가에서 보장

하며남녀의성별을근거로차별을하는것은원칙적으

로 금지되어야 하며, 과거 전통적인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

하여 남녀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호주제에서남계혈통위주로가(家)를 구성하고승계

한다는것은성별에따라어머니와아버지를, 아내와남

편을, 딸과아들을, 즉남녀를차별하는것이며, 이런남

녀차별을정당화할만한사유가없다. 또한호주제의남

녀차별은 가족 안에서의 남성의 우월적인 지위, 여성의

종속적인지위라는전래적여성상에뿌리박은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남녀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성 결정에 따라 2005년에

「민법」[12]에서는종전민법의친족편에규정하고있

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뿐만 아니라 시대변화에도 부

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였으며,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하였다. 또한 「호적법」에서 호주를 기준으

로가(家) 단위로국민의가족관계를편제하는호적제도

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으로 2007년에「호적법」을 법률 제8435호로 타법

폐지하였다.

호주제처럼가정의례법령에있는남녀차별적인요소

가 있는 명백한 규정들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1.6 대법원 판례
2005년 대법원 판례[13]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공동선조의분묘수호, 제사및종원상호간의친

목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

단을 종중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비추어볼때에공동선조와성과본을같이하는후손은

남녀성별의구별없이성년이되면모두당연히그구성

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종원의 자격을 성년이 된 남자로만 제한하고

성년여성에게는종원의자격부여를하지않는종래의

관습에 대하여사회의구성원들이 가지고있던법적확

신은 대부분 약화되었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법질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

초로한가족생활을보장하고있으며, 가족내에서실질

적인권리와의무에대하여는남녀차별을두지않고, 정

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의모든영역에서여성에대한

차별을철폐하고남녀평등을실현하는방향으로변화되

어오고있다. 이러한남녀평등의원칙은공동선조의후

손중 성년의남자만을종중의구성원으로하고성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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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종중의구성원이될수없다고하는종래의관습

은, 공동선조의분묘수호, 봉제사등종중의활동에참여

할수있는기회를출생에서비롯되는남녀성별에의하

여 부여하거나 또는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이러

한종중구성원의자격은법질서에부합하지않으며정

당성과합리성이있다고할수없으며, 성년의남자만으

로제한하고있는종래의관습법은이제더이상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관습에 따

른 가정의례법령에 있는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규

정의 차별을 철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4.2 가정의례법령의 실효성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례

ㆍ제례와관련된가정의례에서만연하고있는허례허식

을일소하고유교식가정의례를현대식으로표준화ㆍ근

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가정의례법령을 마련하였

다. 이에 따라 상례ㆍ제례의 형식 및 절차의 단축과 편

의성은 제고되었으나 장례식에서 체면과 과시욕 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상례ㆍ제례의 의

미와가치회복을통해허례허식없는건전한가정의례

문화의 정착과 실천을 위하여 건전사회의 기풍을 조성

하며 지속적인 노력[14]이 필요하다.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는 상례ㆍ제례관련 가정의례

는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고 단

지선언적으로권고적ㆍ훈시적인규정만이있는실정에

서는 가정의례법령의 목적에 맞는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선언적인 규

정만으로되어있는가정의례법령의실효성을확보하는

것이최대의과제라고할수있다. 가정의례법령의실효

성확보가어려우면권고적ㆍ훈시적인규정보다는현대

의상례ㆍ제례에적합한현실적이고합리적인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3 건전가정의례 교육 실시
「가정의례준칙」을 대통령고시 제15호로 1969년 3

월 5일제정및시행하면서박정희대통령은 ‘가정의례준

칙 공포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에서 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정신을옳게이해하고자발적으로실천하여널리

보급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언론ㆍ사회ㆍ교육기관

에서도 이 준칙의 보급과 계몽에 앞장서고 협조하여 우

리의 새로운 의례로 생활화되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1974년 6월 25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는 국무총

리지시 제12호 ‘가정의례준칙의 이행촉구’에서 일부 국

민 중에는 가정의례준칙을 위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건사회부 주관하에 관계부처가 협의, 계몽

보급을추진하고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과검소한생활

자세의 확립을 기하고, 문교부는 각급학교 학생에게 가

정의례에 관한교육을 통해각가정에검소한생활관념

을제고토록할것을이행촉구하며시행에만전을기하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발표문에의하면, 당시가정의례에관한사항

의 보급과 계몽을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에서 가정의례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건전

가정의례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해 현재도 각급 교육기관

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가정의례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다른 법률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률」[15](이하 "효행장려법"이라 한다) 제5조(효행에관

한 교육의 장려),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16](이하 "자살예방법"이라한다) 제17조(자살예방상담

ㆍ교육)에서언급하는교육관련규정을고찰한후에, 각

가정에서 상례ㆍ제례관련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

화하고사치와낭비그리고허례허식의일소와검소하고

근면한생활기풍조성을위해가정의례법령에건전가정

의례 교육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가장 대표적인 의례관

련 종사자인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간이수형(300시간)『장례지도사 표준교육(2012)』교

재를발간하였다. 또한 “장사등에관한법률”과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건전가정의례준칙과 기타 법률에 대한

정리를 ‘장사법규’ 과목에서교육하도록한것에반하여,

가정의례와 관련한 ‘건전가정의례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는 없다. 다만 ’장례학개론‘ 제3장 장례의 역

사적변천에서 1999년건전가정의례준칙에대한소개만

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장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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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격관련 교재와 실무에서도 현행법에서 제시된 가

정의례의개념과 실천에대한교육이전혀 없으므로가

정의례법령의 실효성 확보 의지에 우려를 갖게 된다.

앞서관련내용에대한연구사적검토와논의를통해

의례및가정의례에대한정립과확대가무엇보다필요

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상례ㆍ제례와 관련된 현행 가정의례법령

의 제정 및 개정연혁과 주요내용을 제시하였다.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정착시키고합리적인가정의례문화가실천

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관련법령의변화양상을중심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례ㆍ제례관련가정의례법령에는양성평등실

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규정들이 있다. 따라서 가

정의례법령에는 대한민국헌법, 양성평등기본법, 헌법재

판소결정및대법원판례등에서언급하고있는남녀평

등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함과 시대변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남녀차별 규정의 철폐와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상례ㆍ제례관련가정의례법령에는법적인처벌

규정이없고단지선언적으로권고적ㆍ훈시적인규정만

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가정의례법령의

실효성확보를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으며, 실

효성의 확보가 어려우면 권고적ㆍ훈시적인 규정을 현

대의상례ㆍ제례에적합하게현실적이고합리적인방향

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례ㆍ제례관련가정의례법령에는각급교육기

관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

이 없으며, 유관 기관 또는 의례관련 자격제도 시행의

주무부처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효행장

려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자살예방법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관련 규정과 같이 가정의례법령에 각 가정에

서상례ㆍ제례관련의례의실천현장이라고 할수있는

장례식장또는 관련의례절차에서실천될 수있도록하

기 위해 각급 교육기관에서 건전가정의례 교육을 실시

하고평가에반영하도록하는관련규정의 논의가요구

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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