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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수시대, 웰에이징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사업

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설문은 한국갤럽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

여 1:1 개별 면접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유효 연구대상자는 110명이며, 표본추출방법은 성/연령/소득수준/종

교별 할당 추출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들의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을 선호

(p=0.034)하였다. 생전장례식은 소득수준(p=0.004)과 종교유무(p=0.020)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죽음에 

대한 생각 유무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p=0.008)과 추모식을 진행할 경우 종교단체 귀의 의향(p=0.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웰에이징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산업 방향과 정책 제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웰에이징, 화장, 생전장례, 추모식, 학제간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funeral culture industry suitable 

for the age of longevity and well-aging through a study on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funeral culture 

among the elderly. The survey of this paper was conducted by Gallup Korea, and the survey method 

was a 1:1 individual interview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to October 25, 2021, targeting 127 elderly people over the age of 65 living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The number of valid subjects was 110, and the sampling method used was allocation 

by sex/age/income level/religion. As a result of the study, as for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funeral culture among the elderly, women preferred cremation to men (p=0.034).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level of income (p=0.004) and religious status (p=0.020) had an effect on funerals while alive.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oughts about dea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mbership of the mutual aid product (p=0.008) and the intention to return to a religious 

organization (p=0.004) when a memorial service was h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ly utilized in presenting the direction and policy of the funeral culture industry suitable for the 

age of well-aging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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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한국 사회는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

년에는 65세 인구가 20.3%로 예상되면서 초고령 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

면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은 83.5세로 20년 전보다 약 8

년이 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년기(65세 이상)의 확

장으로 이어지면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문제와 같

은 웰에이징 담론[1]을 한국사회에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웰다잉 문제[2]를 야기했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왔으나, 다

른 한편으로는 유병기간이 늘어나면서 병원 침대, 요양

(병)원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를 발상하게 했

다. 웰다잉의 핵심은 건강할 때 그리고 생전에, 죽음에 

대한 준비와 장례문화 설계이다. 지난 2018년에 한국 최

초로 말기 암환자가 자신의 ‘생전장례식’을 진행했다. 또

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존엄한 죽음, 죽음에 대

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호스피스ㆍ완

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

한 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죽음문화, 장례문화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장수시대의 한국사회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

음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

근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 사

회에는 유교적 죽음관[3]을 반영하여 지난 500여 년 동

안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

대 이후 화장문화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약 90%(2021년

도 기준, e하늘 장사정보시템)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지속 되면서 생전장례식, 호텔장

례식, 장례보험, 이별여행 등 기존과는 다른 장례문화가 

등장하였다[4, 5]. 독일의 경우에도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동반되면서 매장에서 화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였다[6].  

본 논문은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수시대, 웰에이징 시대

에 맞는 장례문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

한 문제의식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

장, 2000년대 이후 급격한 화장률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고독사의 증가 등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웰다잉 저해 요인의 관

련성에 관한 융합 연구”[7], “웰다잉 교육의 문화산업 확

산과 산업화 구축에 관한 연구[8]”, “장례문화 인식과 웰

엔딩의 실천과제 연구[9]”, “한국 장례문화에서 본 화장

률의 지역별 남녀별 실증적 연구[10]”, “독일의 장례의식

과 장묘문화 연구-근대 이후 장례문화의 변천사와 죽음

의 현대적 의미를 중심으로[11]” 등이 있다. 이러한 논문

들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확장시키고, 장례문화의 인

식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으로 성별, 연령, 종교, 

소득수준,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방법

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화장률의 급격한 증가, 고독사의 증가,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실행 등 급변하는 한국의 죽음문

화 변화와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장례문화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노인들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는 코로나 

19 이후 도래할 장례문화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

면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19 이후 

무빈소(빈소 없는 장례), 소규모장례식, 가족장, 예전에

는 망설였던 부조 입금 통장 계좌 공지 등의 장례문화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갤럽에 의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0

월 25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 노인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

로 성/연령별 할당 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최종 연구대상

자는 110명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1:1 개별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2.2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빈도분석), 성별, 가구소득별, 종교 

유무별, 죽음에 대한 생각 여부별 웰에이징 인지, 교육필

요성, 선호하는 장례방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 생전 장

례식에 대한 의견, 장례보험(상품) 가입의사, 웰에이징 

준비과정에서 상조상품, 장례보험, 이별여행, 추모 상품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령별 장례문화 현황 파

악, 영결식 및 생전장례식 의향, 추모식에 대한 의견에 

대한 차이분석을 위해 
-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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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로는 남자 50명(45.5%), 여자 60명(54.5%), 연령은 

65-74세가 73명(66.4%), 75-84세 37명(33.6%)이다. 

거주 지역은 서울 44명(40.0%), 경기 53명(48.2),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2명(92.7%), 종교 있음이 

67명(60.9%),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4명

(30.9%)으로 나타났다.. 

N %

Gender

Male 50 45.5

Female 60 54.5

Age

65~74(young old man) 73 66.4

75~84(middle aged) 37 33.6

Residence

Seoul 44 40.0

Incheon 13 11.8

Gyeonggi 53 48.2

Final Education

Uneducated 3 2.7

Less than high school 102 92.7

College graduate or higher 5 4.5

Religion

Religion 67 60.9

No religion 43 39.1

Whether to work

Practician 55 50.0

Unemployed 55 50.0

Average monthly income 
(unit: ten thousand won)

100 or less 18 16.4

100–200 or less 30 27.3

200 - 300 or less 34 30.9

300 - 400 or less  20 18.2

Over 400 8 7.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N, %

3.2 성별에 따른 장례문화 인식

성별에 따른 장례문화 인식은 Table. 2와 같다. 장례

문화 산업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장

례방식에 대해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p=0.034)가 나타

났으며, 여성이 화장을 선호하는 분포가 남자보다 더 높

게 나타났다. 다른 항목을 살펴보면, 아직 웰에이징에 대

해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95.5%)이 높았다. 상조상품은 

가입하지 않은 비율(82.7%)이 높았으며,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측면(79.1)이 강하였고, 장례보험 

가입 의사는 없는 편이 높게 나타났고, 웰에이징 준비과

정에 상조상품, 장례보험, 이별여행, 추모 상품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79.1%)이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3.3 연령별 장례문화 인식

연령별 장례문화 인식은 Table. 3과 같다. 장례문화 

산업에 대해 연령별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장 선

호 이유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p=0.012)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75-84세의 중노인들이 65-74세의 연소

노인들 보다 ‘관리가 편리해서’ 화장을 선호한다는 의견

(56.5%)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적으로 매장 

선호 이유를 살펴보면 선산(48.0%)이 있기 때문에 매장

을 선호하고, 화장 후 유골 안치장소로는 납골당(47.1%)

이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연령별 장례문화산업 인식

연령별 장례문화산업 인식은 Table. 4와 같다. 영결

식 및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에 대해 연령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장례 간소화 후 영

결식 별도 진행 의향에 대해서는 같은 분포(50%)로 나타

났고,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측면(79.1%)

이 강하게 나타났다. 생전장례식에 대한 부정적 이유로

는 죽음을 가볍게 여김(32.2%)이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

하고 있으며,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전장례식 의

향은 없다(83.6%), 가족 또는 친한 지인과 이별여행 의

향도 없다(67.3%), 장례보험가입 의향은 보통(60.9%)이 

높게 조사되었다. 

3.5 연령별 추모식에 대한 인식

연령별 추모식에 대한 인식은 Table. 5와 같다. 추모

식에 대해 연령별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모식에 

대해 전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종교단체에서 추모식을 

진행할 경우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의견은 17.3%로 나타

났으며, 추모 사업체에서 추모식 진행시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다소 있다(16.4%), 생전장례식, 

이별여행상품, 추모식 등에 장례비용 지불 의향은 없다

(83.6%), 상조상품, 장례보험, 이별 여행 추모 상품의 필

요성은 필요하지 않다(79.1%)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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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Total p-value

Well-aging recognized or not
Yes 3 6.0 2 3.3 5 4.5 

0.504
No 47 94.0 58 96.7 105 95.5 

Well-aging education need

Need 10 20.0 11 18.3 21 19.1 

0.654Not need 25 50.0 26 43.3 51 46.4 

Don’t know 15 30.0 23 38.3 38 34.5 

Preferred funeral method
Burial 16 32.0 9 15.0 25 22.7 

0.034
Cremation 34 68.0 51 85.0 85 77.3 

Whether to sign up for funeral goods
Yes 7 14.0 12 20.0 19 17.3 

0.407
No 43 86.0 48 80.0 91 82.7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Positive 1 2.0 3 5.0 4 3.6 

0.373Negative 38 76.0 49 81.7 87 79.1 

Don’t know 11 22.0 8 13.3 19 17.3 

Intention to purchase funeral insurance

Unwilling 38 76.0 44 73.3 82 74.5 

0.832commonly 8 16.0 13 21.7 21 19.1 

Willing 4 8.0 3 5.0 7 6.4 

The necessity of funeral goods, funeral 
insurance, farewell trips, and memorial  
goods 

Need 1 2.0 5 8.3 6 5.5 

0.346Not need 41 82.0 46 76.7 87 79.1 

Don’t know 8 16.0 9 15.0 17 15.5 

p-value calculate by ⲭ2-test

Table 2. Recognition of funeral culture according to gender                                          unit : N, %

65-74 75-84 Total
p-value

N % N % N %

Funeral method
Burial 16 21.9 9 24.3 25 22.7 

0.776
Cremation 57 78.1 28 75.7 85 77.3 

Reason to burial preference

Traditional funeral method 4 25.0 3 33.3 7 28.0 

0.906
Family cemetery 8 50.0 4 44.4 12 48.0 

Feng-Shui idea 1 6.3 1 11.1 2 8.0 

Reluctance to cremation 3 18.8 1 11.1 4 16.0 

Reason to
cremation preference

Difficulty buying a cemetery 7 12.3 0 0.0 7 8.2 

0.012

Efficient use of the country 15 26.3 2 7.1 17 20.0 

Environmental conservation 6 10.5 1 3.6 7 8.2 

Convenience of management 25 43.9 23 82.1 48 56.5 

Low cost 4 7.0 2 7.1 6 7.1 

Maintenance of ashes after 

cremation

Ossuary cemetery 28 49.1 12 42.9 40 47.1 

0.753
Family ossuary cemetery 11 19.3 7 25.0 18 21.2 

Tree funeral 11 19.3 7 25.0 18 21.2 

Mountain funeral 7 12.3 2 7.1 9 10.6 

Necessity to sign up for 
funeral goods

Need 18 25.0 11 29.7 29 26.6 
0.597

Not need 54 75.0 26 70.3 80 73.4 

Reasons for not sign up for 
funeral goods

Not need 28 45.9 12 40.0 40 44.0 

0.411
Cost burden 13 21.3 11 36.7 24 26.4 

Risk of bankruptcy of mutual aid companies 19 31.1 7 23.3 26 28.6 

Service dissatisfaction 1 1.6 0 0.0 1 1.1 

p-value calculate by ⲭ2-test

Table 3. Recognition of funeral culture according to age                                              unit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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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 75-84 Total
p-value

N % N % N %

Intention to conduct funeral 
ceremonies after streamlining 

the funeral

Yes 39 53.4 16 43.2 55 50.0 
0.313

No 34 46.6 21 56.8 55 50.0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Positive 4 5.5 0 0.0 4 3.6 

0.238Negative 55 75.3 32 86.5 87 79.1 

Don’t know 14 19.2 5 13.5 19 17.3 

Reasons for having a negative 
attitude towards funeral while 

alive 

Unfamiliar 13 23.6 12 37.5 25 28.7 

0.375
Take death lightly 17 30.9 11 34.4 28 32.2 

Commercial event 13 23.6 4 12.5 17 19.5 

Funeral held again after death 12 21.8 5 15.6 17 19.5 

Intention to conduct funeral 

while alive

Yes 3 4.1 0 0.0 3 2.7 

0.358No 59 80.8 33 89.2 92 83.6 

Don’t know 11 15.1 4 10.8 15 13.6 

Intention to take  farewell trips

Yes 12 16.4 1 2.7 13 11.8 

0.104No 46 63.0 28 75.7 74 67.3 

Don’t know 15 20.5 8 21.6 23 20.9 

Intention to purchase farewell 
trips products

Yes 1 1.4 0 0.0 1 0.9 
0.474

No 72 98.6 37 100.0 109 99.1 

Intention to sign up for funeral 

insurance

Somewhat 10 13.7 5 13.5 15 13.6 

0.962
commonly 45 61.6 22 59.5 67 60.9 

Few 13 17.8 8 21.6 21 19.1 

Not at all 5 6.5 2 5.4 7 6.4

Intention to get a consultation  
on life and death

Yes 9 12.3 4 10.8 13 11.8 
0.816

No 64 87.7 33 89.2 97 88.2 

p-value calculate by ⲭ2-test

Table 4. Recognition of funeral culture industry according to age                                     unit : N, %

65-74 75-84 Total
p-value

N % N % N %

Intention to turn to religion  when a memorial 

service   held by 
religious organization 

Somewhat 10 13.7 9 24.3 19 17.3 

0.422
Commonly 50 68.5 23 62.2 73 66.4 

Few 11 15.1 5 13.5 16 14.5 

Not at all 2 2.7 0 0.0 2 1.8 

Intention to purchase products when a memorial 

service is held by a memorial company

Somewhat 11 15.1 7 18.9 18 16.4 

0.818
commonly 53 72.6 27 73.0 80 72.7 

Few 8 11.0 3 8.1 11 10.0 

Not at all 1 1.4 0 0.0 1 0.9 

Willingness to pay funeral expenses for funerals 
while alive, farewell trips, and memorial services 

after reducing funeral expenses 

Yes 3 4.1 0 0.0 3 2.7 

0.358No 59 80.8 33 89.2 92 83.6 

Don’t know 11 15.1 4 10.8 15 13.6 

Necessity of 
funeral goods, funeral insurance, farewell trips, 

and memorial  goods

Need 5 6.8 1 2.7 6 5.5 

0.380Not need 55 75.3 32 86.5 87 79.1 

Don’t know 13 17.8 4 10.8 17 15.5 

p-value calculate by ⲭ2-test

Table 5. Opinions on the memorial service according to age                                        unit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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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or　less
100–

200 or less
200–

300 or less
Over 300 Total p-value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Positive 0(0.0) 0(0.0) 4(11.8) 0(0.0) 4(3.6) 

0.004Negative 15(83.3) 21(70.0) 23(67.6) 28(100.0) 87(79.1) 

Don’t Know 3(16.7) 9(30.0) 7(20.6) 0(0.0) 19(17.3) 

p-value calculate by ⲭ2-test

Table 6.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according　to average monthly income         unit : ten thousand won/ n(%)

Religion No religion Total p-value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Positive 3 4.5 1 2.3 4 3.6 

0.020Negative 57 86.4 30 68.2 87 79.1 

Don’t Know 6 9.1 13 29.5 19 17.3 

p-value calculate by ⲭ2-test

Table 7.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according to religion                                          unit : N, %

Yes No Total p-value

The need for well-aging education 

Need 19 25.0 2 5.9 21 19.1 

0.051Not need 34 44.7 17 50.0 51 46.4 

Don’t Know 23 30.3 15 44.1 38 34.5 

Preferred funeral method
Burial 17 22.4 8 23.5 25 22.7 

0.893
Cremation 59 77.6 26 76.5 85 77.3 

Whether to sign up for funeral goods
Yes 18 23.7 1 2.9 19 17.3 

0.008
No 58 76.3 33 97.1 91 82.7 

Opinions on funeral while alive

Positive 3 3.9 1 2.9 4 3.6 

0.852Negative 59 77.6 28 82.4 87 79.1 

Don’t Know 14 18.4 5 14.7 19 17.3 

Intention to purchase funeral insurance

Few 58 76.3 24 70.6 82 74.5 

0.730Commonly 13 17.1 8 23.5 21 19.1 

Somewhat 5 6.6 2 5.9 7 6.4 

Necessity of 

funeral goods, funeral insurance, farewell 
trips, and memorial  goods

Need 3 3.9 3 8.8 6 5.5 

0.482Not need 60 78.9 27 79.4 87 79.1 

Don’t Know 13 17.1 4 11.8 17 15.5 

Intention to turn to religion  when a 

memorial service   held by 
religious organization

Somewhat 7 9.2 12 35.3 19 17.3 

0.004
Commonly 53 69.7 20 58.8 73 66.4 

Few 14 18.4 2 5.9 16 14.5 

Not at all 2 2.6 0 0.0 2 1.8 

Intention to purchase products when a 
memorial service is held by a memorial 

company

Somewhat 8 10.5 10 29.4 18 16.4 

0.092
Commonly 59 77.6 21 61.8 80 72.7 

Few 8 10.5 3 8.8 11 10.0 

Not at all 1 1.3 0 0.0 1 0.9 

Willingness to pay funeral expenses for 
funerals while alive, farewell trips, and 
memorial services after reducing funeral 

expenses

Yes 2 2.6 1 2.9 3 2.7 

0.092No 60 78.9 32 94.1 92 83.6 

Don’t Know 14 18.4 1 2.9 15 13.6 

p-value calculate by ⲭ2-test

Table 8. Recognition of funeral culture industry according to recognition of death                     unit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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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월평균 가구 소득별 생전 장례식에 대한 의견

월평균 가구 소득별 생전 장례식에 대한 의견은 

Table. 6과 같다. 장례문화 산업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

득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에서 

소득별 유의한 차이(p=0.004)가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

면 모든 소득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이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이고 있지만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나타났다. 

3.7 종교 유무별 생전 장례식에 대한 의견

종교 유무별 생전 장례식에 대한 의견은 Table. 7과 

같다. 장례문화 산업에 대한 종교 유무에 따라 생전장례

식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p=0.02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경향에 대해서 종교

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이 종교가 없는 응답자들의 분

포가 더 높게 나타나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8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의 장례문화

    인식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의 장례문화 인

식은 Table. 8과 같다. 상조상품 가입 및 종교단체에서 

추모식 진행시 종교 귀의 의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두 항목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이 상조상품에 

가입(p=0.008) 했다고 응답한 분포가 높았으며,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이 종교단체에서 추모식 진행

시 종교 귀의 의향(p=0.004)이 다소 있다고 응답한 분포

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논의

본 논문 연구와 갤럽결과를 교차 분석한 내용은 다음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장례문화 인식을 성별로 살펴보면

첫째, 선호하는 장례방식은 ‘화장(77.3%)’, ‘매장(22.7%)’ 

순이며, 여성(85.0%)이 남성(68.0%) 대비 ‘화장’ 선호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화장 선호이유에 대해서는 ‘관리의 

편리함(56.5%)’, ‘국토의 효율적 이용(20.0%)’, ‘묘지 구

입의 어려움 및 환경 보전(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5-84세가 65-74세 보다 더 높은 비율로 

‘관리의 편리함’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

성이 화장을 더 선호하는 것은 유교적 매장문화에서 오

는 묘지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화장선호 이유에 대해 ‘관리의 편리함’이 높게 나타난 점

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생전장례식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생전장례식에 대해 ‘긍정적’이라

고 응답한 이유는 ‘장례식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비

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

유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비율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전장례식 진행 의향이 있는 응답

자가 생각하는 장례식 적합 장소는 ‘병원(66.7%)’, ‘집

(3.3%)’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가구소득 별로는 생전장례식에 대해  200-300

만원 미만의 소득분에서 긍정적인 면이 나타났다. 월평

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11.1%)가 ‘100

만 원 이상’인 응답자 대비, 전반적 건강상태가 ‘나쁜 편’

인 응답자(13.3%)가 ‘좋은 편’인 응답자(2.1%) 대비 생

전장례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른 생전장례식에 대한 의견은 종교인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례식은 죽음 이후에 발생된다는 점에서 볼 때 생전

장례식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죽음을 앞둔 자가 직접 장례를 주재하고 참여자들과 이

별을 고한다는 점, 복장이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진

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된 일본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도 웰다잉 차원에서 

생전장례식의 진행 가능성에 대한 장례문화 인식변화가 

예견되는 부분이다.  

셋째, 추모식에 대해서 연령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흥미로운 점도 발견된다. 종교단체에서 추모식을 진행할 

경우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의견은 17.3%로 나타났으며, 

추모 사업체에서 추모식 진행시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다소 있다’가 16.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유교의 제사문화 

영향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자신은 죽더라도 후손들

에게 기억되고 추모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판

단된다. 또한 노인들의 종교귀의는 웰다잉의 준비차원에

서 진행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점을 

보이고 있다[12].

넷째,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집단에서 상

조상품 가입을 했다고 응답한 분포(p=0.008)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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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에서 종교단체 

추모식 진행시 종교 귀의 의향이 다소 있다(p=0.004)고 

응답한 분포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평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들이 생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웰다잉의 준비와 실천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13].  

다섯째, 임종과 이별이 예측되는 상황 시, 삶과 죽음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의향에 대해 웰에이징 ‘인지자

(40.0%)’는 ‘비인지자(10.5%)’ 대비, 상조상품 ‘가입자

(31.6%)’는 ‘미가입자(7.7%)’ 대비 전문가 상담의향이 

‘있다(예)’고 응답하였다. 상담 희망 내용은 1순위 기준으

로 ‘장례절차(61.5%)’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23.1%)’, ‘사전 연명의료의향

서 작성(7.7%)’, ‘자서전 작성(7.7%)’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장례문제에 대

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노인들 죽음준비 교육내용에 담아내야 한다고 판단

된다.

기타로 상조상품 미가입에 대해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가 400만 원 미만 대비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별여행은 가

구소득이 높을수록 ‘예’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들의 장례문화 인식과 변화

를 유발하는 주요인들은 성별, 소득수준, 종교, 죽음에 

대한 고민 여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장례문화에

서 화장은 여성이 남성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전장례식은 아직은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장례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병원을 생전장례식 장소

로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죽음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웰다잉 차원에서 자신들의 삶을 능동적으로 

스스로 마무리하려는 새로운 장례문화 또는 죽음문화에 

대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이다. 종교인의 경우 생전장

례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은 생전장례식이 

종교적인 죽음 관에 위배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전통 제사와 같은 추모식을 의

미 있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모식을 

진행할 경우 종교단체에 귀의하거나 추모상품을 구매하

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방

식인 유교 제사의 경우 기독교인들도 우상숭배라고 거부

하기보다는 고인을 추도한다는 의미에서 추도예배(추도

식)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인식 여부가 웰에이징, 웰다잉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

인할 수 있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조상품 가입 비율, 종교

단체 귀의, 생전장례식, 죽음 전반에 대한 상담의향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매장을 선호하고, 이별여행 의향이 높고, 상조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죽음관과 장례문화에 우호적일 것

으로 예측되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장례문화 인식 변

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들은 이전

과는 다른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해 부정적이고, 우호적

인 태도를 보이지 않지만 향후 장례문화의 변화 가능성

을 예측할 수 있는 시사점도 보여주고 있다. 평균수명 연

장에 따른 노년기의 증가로 웰에이징 문제 해결에 대처

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서 웰다잉을 위한 ‘생전장례준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

인다[14].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 상조가

입, 추모식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 웰다잉 교육의 필요

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장례문화 변화도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

다. 장례비용의 측면에서 생전장례식, 가족들과 삶을 마

무리하는 과정으로써 이별여행에 대한 가능성 등을 보여

주고 있다. 

웰에이징 시대에 맞는 한국의 장례문화사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화장 문화 정착에 따

른 장례문화를 제시해야 한다. 매장이 아닌 화장 문화가 

만연되면서 화장한 유골을 안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장례의 산업화에 대한 대안을 마

련해야 한다. 고령화시대가 지속되면서 상조업, 생전장

례식, 장례보험, 추모 상품, 이별여행 상품의 출시와 구

매가 예측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15]. 셋째, 사회복지 차

원에서 국가의 웰다잉 문화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화, 핵

가족화 시대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장례문제 해

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래전에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장례 및 

유언, 상속 등의 종활(終活, 슈카츠)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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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은 노인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수시대, 웰에이징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장수시대, 고

령화 시대에 따른 웰에이징, 웰다잉의 문제, 2000년대 

이후 급격한 화장률의 증가에 따른 장례문화의 변화, 그

리고 핵가족화와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노인들은 화장을 한국의 대표적

인 장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앞두

고 살아 있을 때 생전장례식을 진행하는 것, 미래 자신들

의 장례 진행을 위해 생전에 추모상품 구입과 종교에 귀

의, 상조상품 구입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령화, 장수시대 노인들의 장례문

화 인식변화는 자신의 죽음과 장례에 ‘생전준비’로 요약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장례문화인식 변화에서 화

장은 여성이 선호했다. 생전장례식 진행의향은 소득수준

과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소 죽음

에 대한 생각 여부는 상조상품 가입과 추모식 진행 시 종

교단체 귀의 의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는 장례문화산업에 대한 방향과 

정책 제시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학제간의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은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제한되었다는 점 때문에 전국적

인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은 향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전국단위의 설문대상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방안과 현재 진행된 설문 문항을 중

심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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