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 마카오를 중심으로 -

해외 선진장사시설 견학결과 보고
장사시설 및 장례서비스 분야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한
해외 선진 장사시설 견학결과를 보고드림.

1

견 학 개 요

m 기

간 : 2015. 5. 9 (토) ~ 5. 13 (수) / 4박 5일

m 대상국가 : 대만, 마카오, 홍콩 경유
m 인

원 : 총 4명(운영본부장 외 3명)

m 견학내용 : 종합장사시설, 사설 봉안당 ․ 묘지 ․ 장례식장, 장례박람회 등

2

주 요 내 용

m 국가별 봉안당 ․ 묘지 ․ 장례식장 등 관리 ․ 운영실태 견학
- 장사시설 방문 : 대만 (빈장관리처, 금보산, 만안생명 등)
m 마카오 현지 아시아 장례묘지박람회(AFE) 및 컨퍼런스 참석
- 장례관련 용품전시 및 서비스 견학, 장례 산업의 미래와 전망 소개
m 장사시설 관리 ․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수집 등

3

견 학 일 정

구 분
1일

5/ 9(토)

2일

방
문
일
정

5/10(일)

3일

5/11(월)

4일

5/12(화)

5일

5/13(수)

일

정

․인천공항(집결 07:20 /출발 09:20) ⇒ 대만

비

⇒

-

부산
인천
대만 장례협회, 대북빈장관리처(시설공단), 장례업체(만안생명) (인천공항)
-

-

신베이)
묘지업체(금보산), 봉안당업체(국보북해복좌), 종합장사시설(자은원)

-

-

마카오
대만협회 추천시설 방문, 국경선, 관음당, 성바오로 성당 등

-

마카오 타워컨벤션 센터,

(10:50)

․대만 타이페이
(

,

․대만 타이페이
(

),

․마카오
․마카오

AFE

-

엑스포 관람, 국제 연회장(CEO 친선교류)

⇒

홍콩(출발16:30)
인천공항(21:10)
영념정 봉안당, 공원묘지 등
,

-

고

인천(인천공항)
부산

⇒

4-1

일자별 견학내용 ( 2015. 5. 9 토 )
<< 국가정보 : 타이완 (Taiwan) >>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 본토에서 약 150㎞ 떨어져 있다. 1885년 하나
의 성(省)으로 독립하였고, 청일전쟁 뒤 일본 최초의 해외
식민지가 되었으며,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 정권이 이전해 와 성립된 국가이다.
위
치
동북 아시아
경 위 도
동경 121°00', 북위 23°30'
면
적(㎢)
35,980
해 안 선(km)
1,566.3
시 간 대
CST (UTC+8)
수
도
타이베이
종족구성
대만인(84%), 본토중국인(14%), 원주민(2%)
공 용 어
만다린 중국어
종
교
불교·도교 혼합(93%), 기독교(4.5%), 기타(2.5%)
건 국 일
1912년 1월 1일(개국기념일)
국가원수 / 국무총리
마잉주(馬英九) 총통(2008.5 취임, 임기 4년)
국제전화
+886
정
치
공화제
통
화
신 타이완 달러(NewTaiwandollar, NT＄)
인터넷 도메인
.tw
홈페이지
http://www.taiwan.gov.tw
ISO 3166-1 Alpha-3
TWN
인구(명)
2012년
23,234,936
평균수명(세)
2008년
77.76
1인당 명목 GDP($)
2012년
19,888
수출규모(억$)
2011년
3,070
수입규모(억$)
2011년
2,792
인구밀도(명/㎢)
2012년
644
1인당 구매력평가기준 GDP(PPP)($) 2012년
38,486

<< 도시정보 : 타이페이 (Taipei) >>
m 타이완(臺灣, 中華民國)의 수도
위
치
경 위 도
면
적(㎢)
시 간 대
행정구분
행정관청 소재지
홈페이지
인구(명)

타이베이 분지의 중심
동경 121°38", 북위 25°2"
271.8
UTC+8
12 區
11,008 臺北市信義區市府路1號
http://www.taipei.gov.tw/
2007년 2,629,269

타이완 ( 대만 )의 장례현황
m 2013년 기준 대만의 총 인구 2,334만명 중 사망자는 145,820명으로
(공설 134,649명, 사설 11,171명) 대부분이 화장 (98%)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으며, 매장(토장)은 2% 수준이다.
m 2013년도 현재 장례식장 수는 총 52개이며, 이중 공설은 47개,
사설이 5개이며, 화장장은 39개소 중 공설 35개, 사설 4개로 운영되고,
화장로 수는 총 195개(공설 172개, 사설 23개)이다.

대만의 장례지도사(禮義師) 자격제도

m 관 련 법 : 예의사(禮義師)관리법
m 자 격 증 : 다음과 같은 자격이 구비되면 당국에 자격증을 신청
하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필기시험 없음)
1. 장례서비스 직업 분류에 따른 을급 이상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2. 국립 또는 사립 전문학교 장례관련 학과 20학점 이상 이수자
3. 2003년(민국 92년) 7월 1일 이후 장례식장 또는 장례 의전서비스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m 유효기간 : 자격증을 취득한 후 6년이며, 6년 이내 당국이 인정한
기관, 학교, 단체, 전문교육기관에서 30시간 이상 훈련한 증명서
등을 중앙의 주관부서에 신청하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갱신에 필요한 학점은 20학점으로 3개학과의
3가지 영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과학영역 - 장례위생학

2. 사회과학영역 - 장례관리학

3. 인문과학영역 - 장례문화학
m 처벌규정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구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함을 인쇄하거나, 상가를 유치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대만화폐 2만원이상 10만원 이하 벌금 (현재 환율 1 : 139 /
278만원 ~ 1,39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처벌을 받는다.

타이페이시 장례관리처 ( 臺北市殯葬管理處 )
m 홈페이지 : http://mso.gov.taipei/
타이베이시(臺北市)는 광복초기 임삼북로(林森北路)에 공설장례식장
(公制葬儀堂) 및 화장장을 설치하였으나, 급속한 인구 및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집주변에 납골 묘지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임삼북로(林森北路) 인근에 조성된 기존 장사시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1965년(민국54년)에는 타이베이 시립장례
식장(臺北市立殯儀館)을 설립하였다.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1978년(민국 67년)
에는‘타이베이 시립장례식장(臺北市立殯儀館)’을‘타이베이시 제1장
례식장(臺北市第一殯儀館)’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시에 ‘타이베이 제2
장례식장(臺北市第二儀館)’을 건립하여 타이베이시 전체의 장례업무
및 묘지관리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장사관련 업무가 나날이 늘어나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점차 증
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책임범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남에
따라 1989년(민국 78년) 9월 30일 타이베이시 제1, 제2 장례식장을
합병하여‘타이베이시

장사관리처(臺北市殯葬館理處)’를

설립하고

타이베이시 정부 사회국 소속으로 운영하였으나, 2009년(민국 98년)
까지는 중앙정부 내정부민정사 예속과(內政部民政司禮俗科)에서 주로
관장하였다.
각각의 현(縣), 시(市) 등 자치단체는 모두 타이베이시 민정기관 소속
으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2009년 (민국98년) 9월 21일 부터는 타이
베이시정부 산하 민정국(民政局)이 운영하고 있으며, 본처(本處)는 제1,
제2 장례식장 업무관리 이외 타이베이시의 화장(火葬)을 책임지는 기
관이다.

장례식장(제1, 제2)은 모두 예식실을 갖추고 있으며, 유족이 고인의
염습과 제사 등 장례의식을 치룰 수 있도록 제공되며, 추도식은 물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제2 장례식장 내에 14기의 화장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밖에 양명산 영골탑(靈骨塔, 납골탑)과‘부덕 영골루(富㥁
靈骨樓, 납골당)’는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이며, 부덕(富德)공동묘지
에는 2003년 (민국92년)부터 2007년(민국96년) 까지‘부덕생명기념원
(富德生命祈念園)’및‘영애원(詠愛園)’으로 사용되면서 타이베이시
민에게 수목장지로 제공되었다.
 주요내용 : 빈장관리처 왕문수 비서로부터 빈장관리처의 역할 및
주요 현황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영락공원 홍보영상 상영
이후 감사패 및 선물 증정식이 있었으며, 시설공단 및 빈장관리
처와의 기관 회의에서는 양국의 장사행정 및 발전방향과 향후
양국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 되었다.

현황 브리핑 및 질의 응답

영락공원 동영상 상영 및 안내 (2)

양국간 교류 협력 방안 등 논의

영락공원 동영상 상영 및 안내 (1)

감사패 및 선물 증정식

기념촬영

타이페이시 장례협회 ( 中華民國殯葬禮義協會 )
m 홈페이지 http://www.chinesefuneral.org.tw/index2.html
중화민국장례협회는 대만 지역의 장례업무와 장례문화를 결합한 비
영리목적의 사회단체이며, 품위 있는 장례의식과 장례관습 및 규범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6년부터 북경, 남경, 한주, 상해, 서안 등지의 중국(대륙)과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등 장사시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대만장
례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발행되는 중화예의(中華禮義 중국장례)는 대표적인 장례
관련학술지로서 장례관습에 대한 변화와 사회 교육을 통해 장례업무
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대만의 장례문화 연구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이밖에 1999년부터는 중국장례협회, 중국장례교육학회, 중국생사학회
등과 공동으로 불합리한 장례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여,
2002년 7월에는‘분묘설치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현행‘장례관리조
례’을 마련하였으며, 장례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과 현대 사회에 적
합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의 존엄성 및 공중이익을
제고하며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장례관련 전문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전문고시를 통한 예의사(禮
義師) 자격자가 장례업무를 진행하게 하였으며, 2008년에는 3급 기술
사 제도를 시행하고, 2013년에는 2급 기술사 자격제도를 추가 실시하
여 이후 관련학교 교육체계에 예의사에 대한 정부자격고시 제도를
정착시킨바 있으며,
그밖에 장례종사자들의 교육훈련과 교육관련 웹사이트 구축, 장례문
화의 전문지식 제고와 관련 산업의 특허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안생명 ( 萬安生命 )
m 홈페이지 : http://www.wonann.com.tw/page0101.html
1945년은 (민국 34년) 대만의 독립 초기로 사회질서가 붕괴되고, 황
폐해진 도시에 다방면으로 재건이 필요한 시대였으며, 많은 무연고자
들이 객지에서 사망하였으나 염습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
‘만안생명(萬安生命)’창설자 오 선생은 동네 이장으로서 일제시대
부친이 종사한 염습 업무를 이어받아 무연고자와 갈 곳 없는 사람들
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장례관련 봉사로 사회에 헌신하였으며,
어머니의 장례도중 경험한 열악한 장례환경과, 고질적인 장례업계 개
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바, 1997년 (중화민국 86년)에는‘임구원(林
口院)’병원에서‘장경’이란 명칭의 의료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
게 되었고, 점차 대만 전역의 의료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었으며, 현
재 30여개 직영 업무센터를 확보하여 장례환경을 개선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가별 맞춤서비스는 물론 주제가 있는 장례, 유가족
의 슬픔을 위로하고 투명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등 사람들
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이해하면서 생명의 존엄
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내용 : 장례협회 및 만안생명에 대한 브리핑 및 현장견학

현황 브리핑 및 질의응답

장례식용 조화

기념촬영

고인을 위한 종교의례

고인을 위한 각종 제물

납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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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견학내용 ( 2015. 5.10 일 ~ 5.11 월 )

금보산 ( 金寶山 )
m 홈페이지 : http://www.memory.com.tw/index.aspx
금보산 그룹은 타이페이묘원 외에 묘원급 묘지와 상조회사「생명예의
(生命禮義)」,「금보산문화관광회사」,「금보산자선공익기금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정신으로는“생명은 영원한 것이며 조물주가 천지를 창조한 이
래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하며 인생의 오고 가는 과정인 자연의
법칙에 항거할 수 없는 일이다. 건강한 생명의식과 적극적 생활태도
만이 생명을 완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진선진미(盡善盡美)의 마무
리를 준비할 수 있고 시대를 관통하는 만족한 인생과 영원한 생명의
찬가를 부를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모든 의례를 존중하고 우수한
품질과 개성을 존중하며, 품격있는 예식을 제공하여 고인을 기리고
유족을 축복하며 모두에게 감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1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장례업자는 수납금액의
75%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토록 하고 있어, 금보산 그룹은 이행보증
대상 기업이며, 대북정부 공원묘지 공모 우수상, 중화민국 건축 설계
상 등 수 많은 장례관련 상을 수여 받은 업체로 아름답고 웅장한 장
사시설로 유명하다.

국보북해복좌묘원 ( 國寶北海福座墓圓 )
m 홈페이지 : http://www.gobogroup.com.tw/about1.aspx
예로부터 양명산은 경관이 좋고 풍수지리적으로도 명당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어 고급 주택가와 거대한 사설묘지들이 즐비하기로 유명하
다. 이산 200m 높이에 자리잡은 북해복좌는 6만 4,666평 부지에 8평
짜리 묘지에서부터 수 백평에 이르는 초호화 묘지가지 다양하게 들
어 있으며, 총 16층 높이의 세계 최대 봉안당은 거대한 위용을 자랑
하고, 각각의 층별로 다양한 형태의 봉안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에는 대형 석불과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대한 사원에서
는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좀처럼 보기 힘든 이벤트를 감상할 수도 있다.

 주요내용 : 금보산 현황 브리핑 및 현장견학

일광원(봉안당) 전경

위패 등 모셔놓은 장소

영결식장 (각종행사 진행)

종교적 의미를 형상화 조형물 등

음양의 조화 등을 상징하는 조형물

개인 봉안당

부부 봉안단

봉안단 내부

헌화대

고인에게 쓰는 편지

호화 분묘 및 봉안당

가족 봉안묘

다양한 조각상

기념시진

 주요내용 : 북해복좌 현황 브리핑 및 현장견학

위용을 자랑하는 북해복좌

다양한 제단

호화 분묘 및 봉안당

대형 와불

음향과 조명이 어우러진 이벤트 및 종교행사용 강당

종교별, 개인별, 가족별, 위패 및 봉안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봉안단

기독교식 봉안단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반영된 자동차 등 각종 장례소품

향을 피우거나 헌화 또는 상식 등을 올릴 수 있는 별도 공간

기념사진

대만 관광지
▷ 금용천(金湧泉) : 대만의 아름다운 북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천수와
해수가 만나는 세계 3대 해수온천의 하나로 특히, 아토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www.jyq.com.tw/about.php
▷ 사림시장(士林市場) : 타이베이시에서 규모가가 가장 큰 야시장으로
전통 양명영화관 주변일대의 대남로 및 자성궁 일대와 주로 간식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http://www.travel.taipei
▷ 중정기념당(中正紀念堂) :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이었던 장제스를
기념해 1980년에 완공되었으며, 중정(中正)은 장개석의 본명이며,
개석(介石)은 그의 자이다.
http://www.cksmh.gov.tw/

금용천 전경

사림시장 전경

중정기념당 전경 및 대한민국에서 수여한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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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견학내용 ( 2015. 5.12 화 ~ 5.13 수 )
<< 국가정보 : 마카오 (Macau) >>

마카오는 중국 광둥성(廣東省, Guangdong)의 남부, 주장
(珠江) 강 하구 서안(西岸)에 위치해 있는데 홍콩에서 약
60㎞, 중국 광저우(廣州, Guangzhou)에서 약 145㎞ 떨어져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국

명

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위

치

중국 광둥성(廣東省)의 남부, 주장강(珠江) 하구 서안(西岸)

면

적

26.8㎢

언

어

중국어(광동어) 96.1%, 기타 포르투갈어 및 영어

종

교

불교, 기독교 등

기

후

열대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23.2℃

인

구

55만 명(2008년 기준)

정치제도

일국양제(一國兩制, Onecountry, Twosystems)

국내총생산(GDP)

200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

2143억 달러
39,036달러

무 역 액

74억 달러(2008년 기준)

화폐단위

마카오 파타카(Pataca)

주권 반환일
군 사 력

1999년 12월 20일
중국 중앙정부 파견 인민해방군 약 1000명

AFE 2015 아시아 장례박람회 및 컨퍼런스
(Asia Funeral and Cemetery Expo & Conference)
m 홈페이지 : http://www.verticalexpo.com
미국장례지도사협회(NFDA)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장례박람회(AFE)는
올해의 주제로‘step forward’를 선정하였다. 중국 복수원의 왕지셍
CEO가 한 시간동안 대표자로 연설을 하였으며, 이미 학술면이나 비
즈니스 컨텐츠로도 유익하다는 정평을 받고 있는 컨퍼런스는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전문가와 CEO들이 장례산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내걸고 주제 강연을 하는 것으로 정형화 되어있다.
그 중에도‘AFE International Summit 2015’에서는‘장례산업의 미
래 10년’이란 주제로 자유 토론이 있었으며 미국, 일본, 호주와 함
께 우리나라에서도 (사)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 회장이 참여하여 각
기 15분의 주제 연설에 이어 합동 패널토의를 가졌다.
이어진 2차 Summit에서는‘추모 산업의 미래 트렌드와 기회’란 주
제가 다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한국장례산업의 현황과 미래 10
년’을 주제로 장례서비스협동조합 김욱일 부사장이 강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설장사시설인 추모공원의 홍보영상이 현지
통역과 함께 상영되었다.
본 참관단은 일정상 참여 할 수 없었으나 엑스포 일정이 끝난 후에
는 Local Tour의 일환으로 마카오 인근 장사시설, 홍콩의 최신 화장
장인 Diamond Hill Crematorium, 복수원 등 중국 동부 지역 장사시설
견학을 통해 장례산업의 트렌드를 서로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펼쳐졌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장례박람회를 참관한 후 이날 저녁에는 전 세계
에서 모인 전문가 및 CEO들과 국제친선 이벤트인‘International
Night Dinner’를 통해 장례비즈니스 CEO와 바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호 친선을 도모하는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였다.

 주요내용 : 주제연설 및 토론, 추모공원 동영상 상영 및 박람회 참관 등

각국 CEO 주제연설 및 토론

한국의 장례문화 소개 및 세계의 장례문화 토론

베트남 진출 말레시아 CEO

컨퍼런스 현장

한국 장례서비스 소개

부산 추모공원 홍보 동영상 상영 및 현지 통역

기념촬영

친선교류 및 장례문화 교류방안 모색

종이로 만든 관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관 (1)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관 (2)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관 (3)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관 (4)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관 (5)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관 (6)

인도식 유골함

중국식 유골함 (1)

중국식 유골함 (2)

모조 / 장례용 소품 (1)

모조 / 장례용 소품 (2)

모조 / 장례용 소품 (3)

장례 박람회 참관

마카오 관광지 (성바오로 성당과 세나도 광장)
m 홈페이지 :
http://kr.macautourism.gov.mo/sightseeing/sightseeing.php?c=10
아시아 최초의 성당과 현대식 우체국 등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다양한 건물과 포르투칼에서 중국으로 반환하면서 우정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는 물결무늬 바닥은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마카오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힌다.

기념촬영

공동묘지와 종교관련 유물

기념촬영

광장주변 세계 문화유산

총평 및 시사점
m 지난 10여년간 묘지대란이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화장
및 봉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합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로
선진국의 장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토대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사시설인 영락공원의 태동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시설의 모티브로 그동안 많은
단체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으나,
오랜세월 정치적 ․ 문화적 이데올로기는 한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교문화권에 속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주변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고대문화의 학문적 논의에
국한되었을 뿐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장례문화를 외면해온 것이
현실이지만 뒤늦게나마 주변국의 장례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m 다만 아쉬웠던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진자와 그렇지 못 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관심이 부족하고, 특히나 호화 묘지나 봉안당,
수 천만원을 호가하는 현대식 봉안당과 각종 장례용품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었던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산업전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 걱정이 앞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m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타이베이시와 장례업협회의 유기적인
협업관계와 협력구도, 나아가 장례산업을 중요한 국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타이완과 마카오 정부, 그 밖에 홍콩, 싱가폴, 미국의
장례관련 업체들의 노력과 관심 등은 귀감이 될 만한 사안이다.
m 특히, 장례관련 컨퍼런스 에서는‘장례산업의 미래 10년’이란
주제로 앞으로 진행될 IT 기반의 다양한 장례서비스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추모산업의 미래 트렌드와 기회’에 대한 논의 및‘각 나라의
장례 서비스의 현황’등에 대한 소개 및 토의를 통해 각국 참가자들이
다른 나라의 장례실태에 대해 다양한 방향에서 향후 장례산업 전반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기업으로 베트남에 진출 예정인 부귀생명유한공사의 경우 상식을
뛰어 넘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사시설 내
호텔과 각종 유희 시설이 있는 복합 문화단지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동아시아의 장례문화 전반에 끼치게 될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궁금한 것 또한 사실이다.
m 나아가 타이베이시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공설 장사시설 관리기관
과의 주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노하우를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거나 원조하는 것과
같은 일들은 대한민국을 넘어 공설기관의 사회적 책임완수와 국익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