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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가족상담을 위한 불교적 방안 연구

이남경*1)

Ⅰ 시작하며. Ⅱ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Ⅲ 生死學과 비탄교육의 현황.

Ⅳ 사별가족을 위한 비탄상담. Ⅴ 마치며.

요약문 [주요어: 八苦, 生死學, 죽음교육, 사별가족상담(비탄상담), 불교명상]

불교적 사별가족상담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양에서 시작되어 전개

되고 있는 생사학의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관점을 비교하였다. 고대

로부터 시작된 일원론과 이원론, 영혼불멸설과 불교적 생사관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60년대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서양의 죽음교육과

비탄상담(사별가족상담)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수용가

능한지 그 타당성을 보았다.

제4장에서는 불교명상을 적용한 사별가족상담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양의 죽음교육과 비탄상담은 훌륭하게 체계를 잡고 발전하여 있다.

그 프로그램들의 일부를 수용하면서 불교명상과 상담의 과정을 넣는다

면 불교적 사별가족상담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본다.

Ⅰ. 시작하며

死 — 즉, 죽음이란 붓다가 설한 인간의 8苦 가운데 하나이다.

근래에 웰다잉에 관심이 지대한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웰빙을 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웰빙이 전제되어야 웰다잉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붓다의 가르침에 의하면 生死一如라 한다. 그러나 종교의

기능이 분명 사별의 슬픔을 완화시켜줄 수는 있겠으나, 막상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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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극심한 분노와 상실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해소시키

기에 충분할까? 달라이라마 존자도 막상 몸이 아플 때면 병상 곁

의 의사가 더 반갑게 느껴진다고 들은 바가 있다. 공자도 자신이

아끼던 제자 안회의 죽음 앞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통곡하였다

고 하지 않던가.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먼 일인 듯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모습이다.

죽음은 그 유형에 따라서 심각하게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그

예로 우리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911테러, 동일본 대지진, 연평도

와 천안함 사고 유족이나 대구지하철사고 유족들의 고통, 유명한

스타의 자살과 그 이후의 소식들을 뉴스로 듣게 된다. 특히 근래

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복잡한 사회문제, 생활사태들을 목격하면

서 죽음과 상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애플의 창업자 Steve Jobs도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졸

업식에서 강연하기를 뭔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면,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였다. 만일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문해보면 번거로운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해야 할 일만이 또렷하게 남는다는 것이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일까? 장

수하는 것만이 좋은 것일까? 사후에도 나의 삶이 존재할까? 영혼

은 정말 존재할까?

발달심리학자 송명자는 죽음을 삶의 마지막 발달단계라고 하였

다. 의미 있게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가? 사

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사람들

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급작스런 생활사태로 인한 불상사나

자살 등도 허다하다. 가족구성원의 한사람이 자살이나 사고사를

당한 경우, 전 구성원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남은 사람들 또한 소규모의 죽음을 겪는 것과 같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심한 충격으로 신

경증이나 전환장애 등을 보이기도 하고, 암이나 심장질환 등 신체

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별가족상담을 위한 불교적 방안 연구 ∙ 167

우리에게 태어남이 신비이듯이 죽음 또한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고,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적 해설로도 명쾌하게 풀리지는 않는

다. 다만 내게 선물처럼 주어진 이생을 긍정적으로 힘차게 수용하

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웰빙이라면, 우리는 각별했던 인연과

의 이별도 다가올 나의 죽음마저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야만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그럴 마음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서양에서 앞서 가고 있는 죽음학 또는

生死學(Thanatology)1)은 삶과 죽음에 관한 인간학이다. 죽음교육

(death education)은 죽음 전[生], 죽음[死], 죽음 후[死後], 그리고

사별가족(the bereaved family)을 위한 비탄상담(grief counselling)2)

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절망 속에 잠겨있는

유족들의 심리상태를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돌봄으로써 개인

의 창조적인 의미를 되살려 내고, 마침내 건강한 자신의 삶으로

재생시키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별가족케어를 위하여 죽음에 관한 다양한 종

교적, 철학적 논의를 거쳐 불교의 생사관을 고찰할 것이며, 붓다

의 수행법을 사별가족을 위한 비탄상담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

기로 한다.

1) 문영석(2005) p. 295. 참조. Thanatology는 희랍어의 “죽음, 사라짐”을

의미하는 thanatos(θάνατο)와 “연구 혹은 말함”을 의미하는 접미사
logia(λογια)에서 유래하는 logy의 합성어이다. 즉 죽음에 대해 철학,

종교,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정신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는 전방위적 학문이다. 번역과정에서 “죽음학”, “임종학”, 혹은

죽음을 삶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생사학”,

“사생학”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2) 논자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사별가족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언하고자

논지를 펴가는 중에, 미국을 위시한 서양국가들에서 이미 “비탄상담,

비탄교육”의 이름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알았기에 사별가족상담,

유가족 케어, 비탄상담 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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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시실시 손더스(Cecily Saunders)는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면

서 인간에게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영성

적인 것을 포함한 ‘전인적 고통’에 대한 위안이 있어야 함을 선언

했다.3) 즉 건강한 삶이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성4)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케어 되어야 한다

는 뜻이 된다.

인간은 생리학적으로 산소공급[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이다. 모

3) 케네스 J. 도카; 존 D. 모건(2006) p. 30.

4) 영성(靈性, Spirituality)은 오늘날 기독교적인 용어로 오인되고 있으나,

실은 고대로부터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서 두루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특히 불교적으로는 佛性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위키피디아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1. 궁극적 또는 비물질적 실재(實在, reality),[1]

2. 자신의 존재의 에센스(essence, 정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길(inner path)

3. 의거하여 살아야 할 준칙으로서의 가장 깊은 가치들과 의미들[2]

명상, 기도, 묵상 또는 관조(contemplation)를 포함한 영적

수행들(spiritual practices)은 각 개인 자신의 내적인 삶(inner life, 내적인

생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한다. 이러한 영적 수행들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경험들에 도달하게 한다고 여겨진다:[3]

1. 더 커다란 실재와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을 통해 더 커다란

자아(自我, self)에 이르는 것

2. 다른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

3. 자연이나 우주(cosmos)와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

4. 신성(神性)의 영역(divine realm)과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

靈性은 종종 삶에서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원천인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4] 또한, 영성은 비물질적 실재들을 믿는 것이나 우주 또는

세상의 본래부터 내재하는 성품(immanent nature) 또는 초월적인

성품(transcendent nature)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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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들이 일시에 사라진다. 이 당황스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과

연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삶이 존재할까? 죽음 후에도 나는 어떠

한 형태로든 계속 존재할까? 불멸하는 영혼은 있을까? 등의 의문

을 품어왔다. 고대의 신화와 종교, 철학의 발생이 그것이다. 인류

는 이 의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존재

일까?’ ‘나는 어디서, 어떻게, 왜 왔을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 후엔 어떻게 될까?’ 라는 등의 철학적, 종교적 질문을 하지 않

을 수 없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장례를 하고, 영혼불멸

을 꿈꾸고, 사후세계를 궁금해 했다. 궁금증은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이고, 삶과 죽음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철학과

종교에서나마 작은 위안과 희망을 기대하게 된다.

고대신화와 무속, 종교, 철학으로 이어진 인간이해의 폭은 현대

에 와서 보다 과학적인 관심과 더불어 발전해 왔고, 심리학으로

세분화되었다. “psychology(심리학)”의 어의는 원래 “psyche(프쉬

케)5)+logos(학문, 연구)”이다. 불교뿐 아니라 심리학도 역시 인간

의 마음, 삶과 죽음에 대한 연구이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인류

문명사를 보면 신화에 던져진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철학이

시작되었고, 철학에서 다시 다양한 학문이 유래되었으며,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경계는 종교에 의존해 왔다.

1. 플라톤의 생사관

고대 희랍인들에겐 아직 인간의 생명원리나 정신과 자아의 개

념이 성립되지 않았다. 막연히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는 자연계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종의 생기나 힘의 원리가 있다고 믿

5) 희랍어 어원은 동사 ‘phuso’로, ‘숨쉬다’ ‘바람이 분다’ ‘생산하다’ ‘자라다’

등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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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그것을 프쉬케라 하였다. 즉 희랍인들에게 자연이란 생명

력의 원천으로 모든 생명체에 생기(숨)를 공급하는 프쉬케였다.

막연한 믿음은 자연철학자들에 의하여 정신적 활동과 물질적,

신체적 활동의 다른 특성들을 관찰하게 되면서, 프쉬케를 생명원

리나 生氣에서 행위주체, 행위의 원리, 나아가 인식의 주체로 파악

되기 시작했다. 자율성을 지닌 자아나 인격성으로 여겨지며 일종

의 실체로 간주할 수 있는 영혼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런 개념의

발견은 소크라테스에 힘입은 바가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

다.6)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에 이르러 인간 삶에 대한 본격

적인 사유가 전개되었고, 플라톤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규정

하기에 이른다. 플라톤은 스승의 생각을 발전시켜 사유와 인식활

동의 주체를 프쉬케라 규정하고, 영혼의 구조와 운명, 죽음 이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최초로 본격적인 논증을 전개하였다. 오늘

날 사용되는 영혼, 정신 등의 어휘는 이렇게 플라톤에서 비롯되었

다. 그는 파이돈에서 “철학자는 가능한 감각경험이나 욕망 등

신체적인 요소들로부터 멀리하고 영혼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어리석은 육체의 감옥에 갇힌 탓으로 영혼은 진

정한 실재를 사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적 삶의 목표

는 영혼을 신체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죽음이 신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라면, 철학은 ‘죽음에

의 연습’이라고 정의하였던 것이다.

또 신체 또는 물체의 동작의 원인은 외부로부터 기인되지만, 영

혼의 본질은 내부에서 기인되는 자기운동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사유와 인식활동은 영혼이 자기운동성을 발현하는 양태이며, 영혼

불멸성의 근거라고 보았다. 플라톤의 영혼관은 불멸이며 자율적이

고 자립적이다. 신체의 소멸, 즉 죽음 후에도 자기운동성을 그치지

않고 활동하여, 전생의 경험에 따라 후생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6) 남경희(2006) p.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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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영혼과 신체이며, 인식활동의

주체는 영혼이라는 서양철학의 이원론이 플라톤에서 확립되었다.

신체와 영혼은 별개이기 때문에, 죽음은 영혼과 신체가 분리되

는 계기이다. 영혼은 신체의 소멸로 영향 받지 않으며, 오히려 영

혼은 자유와 해방, 정화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된다. 그래서 역설

적이지만 삶은 죽음을 위해 영위되어야 한다는, 즉 철학은 죽음에

의 연습이라는 교설이 가능해진다.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철학

적 의미에서 죽음은 더 좋은 상태일 수 있다.7) 영혼은 지상의 나

그네이며, 영혼불멸의 ‘이데아’의 세계로 복귀하는 길이 바로 죽음

이다.

서양철학은 이렇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시작되었다고 보

아도 좋을 것이다. 이후로 프쉬케의 개념은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다. 육체를 감옥으로 보고 순수 영혼을

강조한 플라톤의 주장은 금욕주의로 발전하였고, 이는 다시 아우

구스티누스에 의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이성적 존재

라는 입장의 신플라톤주의를 낳는다. 다시 말해 육체 자체는 원래

선하게 태어났지만, 원죄로 인해 타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신플라톤주의에서 영혼은 이성을 소유하며 육체를 다스리는 일에

적합한 어떤 실체라고 보는 그리스도교적 시각이 부가되었다. 이

것은 데카르트에 와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이라 하여, 영혼의 작용 중에 특히 사유, 즉 理性만을 강조

했다.

이렇게 발전해 온 서양철학의 관점들은 비판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물질적인 영혼관은 인간을 측정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미흡하고, 이원론적 인간관도 육체와 영혼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통일성을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과

학적인 프쉬케를 과학적으로 다루기에는 인간의 신비, 초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데 서양철학의 한계를 느낀다.

7) 남경희(2006) p. 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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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대교의 생사관

유대인들은 죽음을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으로

여겼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요, 신의 찬양을 향유하는 기회가 사

라지는 것이다. 불멸하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은 사후에

도 지속된다. 죽음은 악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보편적, 자연적인

것이다. 삶이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것처럼 죽음도 하나님으로부

터 오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두려워 할 일이 아니며, 보상과 불

멸,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유대교는 신자들의 죽음 앞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우

며, 함께 나누었던 은혜와 기억들을 남겨둔 채 생을 마감한다. 이

들은 침묵의 언어와 눈물로 위로하고, 침묵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했던 일과 추억들을 기억한다. 그/그녀는 죽지 않는

다. 기억과 함께 계속 죽은 자를 존경하며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의미를 만들어 낸다.

장례가 끝나고 애도의 기간, 즉 쉬바 기간에는 심리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위해 선물을 교환한다. ‘위로의 식사’를 하기

도 하고, ‘유익한 책’을 선물하기도 하며, ‘조화 대신에 기부’를 하

기도 하며, ‘적절한 위문카드’로서 애도를 표하기도 한다. 쉬바기

간 이후에도 유족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사랑과 우

정을 보여준다.8) 쉬바기간 동안의 유족을 위한 애도표현은 바로

그들 방식의 비탄상담이다.

8) 케네스 J. 도카; 존 D. 모건(2006) pp. 53-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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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스도교의 생사관

초기 그리스도교는 주변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과도 만난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나누어지기 이전,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죽음에

관한 많은 유물과 문헌을 간직하고 있다.

그중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 불리는 ‘길가메쉬 서사시’에 드러난

주제는 신과 우주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 존재이며, 그러한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이 주신 보상이다.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그의 업적

은 살아남아 기억된다.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는 오직 이것만이 인

간이 추구할 수 있는 불멸의 길이라고 찬양한다.

특히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삶의 중심이며, 재생을 믿으며 죽

은 이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미이라를 만드는 등 복잡한 장

례절차를 지냈다. 그러나 이들이 믿는 사후의 삶은 신들의 삶이나

천상의 삶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일상으로 다만 육체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었다. 비록 다른 차원의 삶이지만, 그것은 신의

삶과 비슷하고 오히려 육체의 고통이나 불안이 없는 삶이다.

인간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

님을 찬양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죽음은 자연스럽

게 수용해야 할 일이며, 상서로운 죽음은 여러 자손을 가지고 마

감하는 것이다. 자손들의 기억 속에 살아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

이다.

삶과 죽음은 신이 결정하며, 신이 원한다면 삶을 연장할 수 있

다. 삶이란 신을 찬양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이며, 신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다. 죽음은 원래 신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인

간이 스스로 죄를 통해 얻게 된 것이다.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

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

명이다.”[로마서 6:23] 믿는 자의 영생(eternal life)은 세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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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고, 동시에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세례를 통해 죽고, 신의

은총을 받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靈

은 義로 인하여 살아난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속에서 살리신 자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속에서 살리신 자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그

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이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

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9)

바울의 죽음은 땅위에 고달픈 삶으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

도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계기를 의미한다. 더 나

은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기에 죽음은 나쁘지 않다. 인간은 스스로

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으나, 죽음으로 하나

님에게로 귀환함으로써 극복된다는 의미이다.10)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11)

그리스도교의 죽음관은 내세의 행복을 약속하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4. 유교의 생사관

종교라기보다는 성인들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유교에서는

9) 로마서 8:10∼13.

10) 배철현(2006) pp. 105〜128. 참조.

11) 요한계시록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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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길인가에 관

심이 있었다.

자로가 공자에게 귀신 섬기는 문제를 묻자,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라고 답하시자, 이어서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 ‘아직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12)라

고 했던 유명한 문답에 유가의 생사관이 함축되어 있다. 유가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삶의 태도를 역설한다. 사후세계를 인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현실 속에서 인격의 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부위훈은 이러한 공자의 태도에 다소 유감을 표현하고 있다. 즉

공자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오직 참된 삶의 문제이지 죽음의 문

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참된(도덕) 생명의 각도에서 죽음을 바라

본 것이지, 사망의 각도에서 진실한(종교) 생명을 바라보지 않았

기 때문에 부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의 ‘未知生 焉知

死?’에 ‘未知死 焉知生?’를 덧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죽음은 홀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死와 生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

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13)

“사마천은 사기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天道는 공평무사해서

언제나 착한 사람 편을 든다고 하는데 어질기만 했던 백이와 숙

제는 청렴고결하게 살다가 굶어 죽었고, 공자가 70제자 가운데서

가장 아끼던 안회는 가난에 찌들어 지내다가 요절했는데, 유명한

도척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천수를

다 누렸으니, 天道는 과연 옳은가 의심하고 있다.”14) 선하게 살아

가도 인과응보 같은 보상이 없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결코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사람답게 산 결과가 죽음

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야말로 유교가 가진 강점이

다. 죽음은 필연이며, 따라서 이생에서 어떻게 사람답게 사느냐가

12) 정병석(2008) p. 53. 재인용. “論語, 先進 ,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曰 敢問死. 曰 未知生 焉知死?”

13) 부위훈(2001) p. 136. 참조.

14) 정병석(2008) pp. 48〜49. 참조. (사마천, 사기, 백이숙제열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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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죽음은 그렇게 산 결과로 오는 것이며, 그것은 가족이

나 인연지어진 사람들에게 기억과 업적으로 남겨지면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공자는 죽음을 인간의 의지나 실천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일로써 필연으로 命을 언급한다. “죽고 사는 일은 命에 달려 있고

부유해지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天)에 달려 있다.”, “아침에 온

세상에 道가 실현되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고 하였다.15)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하는 인

생의 목표실현이 중요한 것이다. 즉, 道를 완성하였다면 命을 다한

것이다. 그것은 使命일수도 있고, 天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공이 공자께 아뢰길)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옛날의 현인이지’라고 말씀하셨다. 자공이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원망하였습니까?’하니, 공자께서 ‘그들은 仁을

구해서 仁을 얻었으니 무슨 원망을 하겠는가?’ 하셨다.”16) 도덕을

실천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행복으로 여기는 관점이다.

여기에서 장자는 인간이 추구하는 개별적인 행복의 조건이나

문제들을 초월하여 더 큰 道의 자연스러움과 命에 편안하게 맡김

으로써 진정한 덕과 복의 일치가 달성될 것으로 보았다.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命에 편안히 함이 德의 지극함이다.”17) 장자는

외재적인 신념이나 주장에 근거한 행복추구는 개인에게 주어진

천성이나 진실한 도를 해치는 것이니 초월과 달관으로 命을 수용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맹과 노장의 사상은 성리학으로 이어지면서 理와 氣의 이원

론으로 발전한다. 즉, 理중심의 이해는 도덕적으로 사람다운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며,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연주의적 관

15) 안옥선(2006) p. 5. (논어 재인용.)
16) 정병석(2008) p. 50. (논어, 述而 , 入曰, “伯夷叔齊何人也? 曰,
古之賢人也, 曰, 怨乎? 曰, 求仁而得仁 又何怨?” 재인용.)

17) 정병석(2008) p. 56. (莊子, 人間世 “知不可奈何 而安之若命 德之至也.”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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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氣중심적 이해는 죽음이란 한낱 氣의 흩어짐일 뿐이라고 보

는 것이다.

5. 도교의 생사관

중국 고유의 심리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이 도교라 할

것이다. 중국인들은 현상세계의 발생과 변화의 근본을 음과 양의

흐름, 즉 ‘氣’로써 설명한다. “전체세계를 통 털어 ‘氣’ 하나만 있을

뿐이다. 삶과 죽음도 ‘氣’의 변화하는 자연의 흐름이며,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인간이 어찌 개입할 수 없으므로, 그 현상을 철저

히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氣란 천지만물의 필연성이고, 천지에 道가 장구하는 것도 氣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이다. 죽음의 의미는 단절이고, 단절의 경계

너머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이 아니라, 부정되고 극복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죽음’을

무화하고 ‘삶’을 지속하려는 이상, 즉 “장생불사(長生不死)가 종교

적 목적이다.”18) 어떻게든 현실적 삶과 세계를 긍정하고 충실히

유지하려고 노력할 뿐, 현실을 초월한 어떤 다른 세계를 동경하지

않는다. “도교에서는 神들도 인간을 지배하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

니라, 저절로 돌아가는 세계의 메커니즘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

하면서 구제의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만 할 뿐이다.”19) 그러한 사

실적 변화에 인간은 개입하지 않는다. 삶을 좋게 보거나 죽음을

나쁘게 보는 등의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氣’를 보존하여 생명력 넘치는 자연적 삶을 영위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도교는 철저히 현세이익적이라 하겠다.

18) 최진석(2006) p. 55. 참조.

19) 최진석(2006)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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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교의 生死觀

붓다는 어떻게 하면 老死의 苦를 여읠 것인가 그 의문을 해결하

기 위해 출가하였고, 6년의 고행 끝에 생로병사의 인연법을 깨달

았다.

“生을 연하여 老死있으니, 무엇으로 연하여 生이 있고 有가 있고,

取, 受, 愛, 觸이 있고 六入이 있고 名色있는가. 실로 識으로 연하여 名

色이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연하여 識이 있을까? 실로 名色이 있음으

로 識이 있고, 識이 있음으로 名色이 있다. 이 識은 이것으로 귀환해야

하는 것이며 名色을 넘어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 즉 명색을 緣하여 육

입이 있고, 육입을 緣하여 觸이 있고 …… 이와 같은 것이 곧 純苦蘊의

集(苦의 원인)이다. 이것이 集이로다. 그러면 무엇이 없음으로 老死가

없고 무엇의 滅로 인하여 老死의 滅이 없을까? 生이 없기 때문에 老死

가 없고 生의 滅에 의하여 老死의 滅이 있다고 ……”20)

이러한 방식으로 생멸하며 유전하는 생명현상을 통찰하여 죽음

의 고통을 극복하는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후 입멸에 이르기까지

오직 죽음을 극복한 연기의 법을 설하였다. 무명으로 시작하여 끝

없이 윤회하는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

하는 지혜의 길이다.

大念處經에는 제자들에게 죽음관 수행을 권유하고 있는데, 바
른 수행의 키를 잡기 위해서는 죽음을 온전히 이해해야 하는 것

이다.

“비구들이여,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발전시키고 노력한다면 이는

큰 결실과 혜택을 불러오리라. 이는 불멸로 통하고 불멸에 이르게 하

리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일으켜

야 한다.”21)

20) 김용표(2004) p.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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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붓다는 제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죽음을 정의 하고 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이러 저러한 중생들이 되풀이 하면서

받은 몸에 온기[溫]가 없어지고, 덧없이 변하여 다섯 가지 친척[五親]

이 나누어지며, 다섯 가지 쌓임[五陰]의 몸을 버리고, 命根이 끊어져

파괴되니 이를 죽음이라 한다.”22)

즉 인간은 色․受․想․行․識의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생성의 인연이 다하여 온기[暖]가 떠나 육신과 命根이 분리되어

壽命을 다하는 것이 죽음이다. 壽命이 곧 命根의 본체이며, 이것이

暖과 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命根의 본체는 곧 壽命으로 따듯한 기운과 識을 능히 유지케 한다.”23)

命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壽는 기간이다. 산다는 것의 주체

가 壽라는 것으로 이 壽가 인간의 육체적인 요소인 暖氣와 정신적

주체인 識을 보존 유지하는 것이다. 즉, 命根이란 선행된 업에 의

해 일어나 六處를 끊임없이 상속하게 함으로써 四生, 五趣 등의 제

유정들로 하여금 일생동안 그들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원리로서

바로 수명을 말한다. 곧 수명이 있어 暖과 識이 유지된다. 壽命과

體溫, 意識이 균형을 지니고 유지, 상속시켜 轉生하게 한다.24) 壽

와 暖, 識은 서로 의지하며 상속하고 유지된다. 壽와 暖을 끝없이

지속시키는 것은 아뢰야식이다.25) 暖氣 즉 호흡과 체온이 떠나고

21) 우레와따(2008) p. 150. 재인용.

22) 增一阿含經 (T1) p. 797c, “云何爲死 所謂彼彼衆生 展轉受形 身體無熅

無常變易 五親分張 捨五陰身 命根斷壞 是謂爲死.”

23) 俱舍論 (T13) p. 26a, “命根體卽壽 能持暖及識”

24) 구윤임(2001) p. 49. 참조.

25) 成唯識論 (T15) p. 16c. 참조. “彼心卽是此第八識

又契經說壽煖識三更互依持得相續住. 若無此識能持壽煖令久住識不應有故.…”



180 ∙ 印度哲學 제37집

識이 소멸되는 것을 죽음이다. 入胎시에 識이 결합된 것과 같이

죽음의 순간 識은 육체를 떠난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업식은 각

각 三惡道, 人間, 天上 등 윤회의 과정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불교

의 생과 사에 대한 이해는 생리적 현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현상으로도 이해해야 한다. 생과 사의 네 가지 존재 형태인 四有

說이나 아뢰야식의 轉變으로 생사의 유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유식학설도 정신적 생사관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26)

정신작용을 지닌 유정들의 생사유전은 네 가지 형태로 계속된

다. 生有는 유정이 모태에서 수태되는 순간이며, 本有는 수태 후

발육, 성장하여 살아가는 일생이며, 死有는 죽음의 순간이며, 中有

는 죽은 뒤 다음 새로운 生有까지의 존재를 말한다.

“네 가지 有가 있으니 本有, 中有, 生有, 死有이다. 이 중 有란 衆同分

에 속한 有情數와 五蘊을 말한다. 本有란 무엇인가? 生分과 死分을 제

외한 중간의 모든 有다. 이것은 곧 一期 동안의 五蘊(욕계와 색계의

것)과 四溫(무색계의 것)을 性으로 삼는다. 왜 이 有를 본유라 하는가?

바로 지난날의 업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生有란 무엇인가? 生分의 모

든 蘊이다. 곧 結生할 때의 五蘊과 四溫을 性으로 삼는다. 死有란 무엇

인가? 死分의 모든 온이다. 곧 목숨을 마칠 때의 오온과 사온을 性으

로 삼는다. 中有란 무엇인가? 두 가지 有의 중간의 오온을 性으로 삼

는다. 무엇 때문에 이 有를 中有라 하는가? 이 有는 두 가지 有의 중간

에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27)

26) 김용표(2004) p. 67. 참조.

27) 阿毘達磨大毘婆沙論 (T13) 959a. “如說四有. 謂本有中有生有死有.

有聲目多義如前廣說. 此中有聲說屬衆同分有情數五蘊名有. 云何本有.

答除生分死分諸蘊中間諸有. 此則一期五蘊四蘊爲性. 問何故此有說名本有.

答此是前時所造業生故名本有. 問若爾餘有亦是本有皆前時所造業所生故.

答若是前時所造業生麤顯易覺明了現見者說名本有.

餘雖前時所造業生而微隱難覺非明了現見是以不說. 云何死有.

答死分諸蘊則命終時五蘊四蘊爲性. 云何中有.

答除死分生分諸蘊中間諸有則二有中間五蘊爲性. 問何故此有說名中有.

答此於二有中間生故. 名中有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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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有란 ‘사람이 죽어 다시 생을 받을 때까지의 識身’을 뜻하며,

當生에 앞서 起한 존재로서 중유는 當生의 處를 구하는 求生의 존

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極善을 지은 자는 선업의 힘으로 중

유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색계에 태어나며, 반대로 極惡의 업을

지은 자는 즉시 무간지옥에 태어난다고 한다. 또한 업력이 치성치

않은 색계와 욕계의 중유는 곧바로 當生을 얻지 못하며, 이 중 욕

계의 중유는 식향(乾闥婆)의 존재로서 향을 섭취함으로써 그 생을

이어간다. 阿毘達磨大毘婆沙論에서는 中有는 死有와 生有의 중간
오온을 性으로 삼는 채 趣에 포섭되지 않은 존재를 말한다고 설명

되어 있다.28)

붓다의 죽음관은 永生不死를 말하지 않는다. 刹羅生 刹羅滅하는

마음의 본성을 깨달음으로써 자유로워지라는 것이다. 우리는 假現

으로 존재하는 형상을 실체로 오인하여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반

복한다. 八苦의 고통이 끝임 없이 윤회전생하는 것이다. 무명으로

인한 탐진치의 집착의 업보로 이생에 와서, 또 이생에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생으로의 유전을 반복한다.

“부처님께서 偈로써 설하시기를, 수명은 반드시 마쳐 업에 따라 緣

의 報를 받는다. 선과 악에 따라 각각 果를 얻는다. 복을 닦아 天에 상

승하고, 악을 지어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나 道를 닦으면 生死를 끊고

열반에 든다. …… 해탈하여 死를 받지 않는다.”29)

따라서 불교는 生과 死는 윤회라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으

로써 별개의 것이 아니라, 一如라 설한다. 여기까지 이해했다. 자,

이제는 과연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正覺을 이루지 못한 탓에 여전히 심신은 극도로

혼란스럽다. 사랑하던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은 함께 이루어 오던

28) 문상련(2006) p. 8. 참조.

29) 別譯雜阿含經 (T1) p. 392b. “佛卽說偈言　一切生皆死 壽命必歸終

隨業受緣報 善惡各獲果 修福上昇天 爲惡入地獄 修道斷生死 永入於涅槃

非空非海中 非入山石間 無有地方所 脫之不受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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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계가 무너지는 재앙이며, 그 충격은 살아남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소규모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비탄상담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행히 불교의 업설은 절망적이지 않다. 法句經에는 죽음 이
후의 윤회를 말하고 있다. 노력에 따라 업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

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識身으로 태어나 태내에 들어가고,

악한 이는 지옥에 들어가며,

착한 이는 천상에 태어나고,

집착을 떠난 이는 열반에 든다.”30)

붓다가 설한 八苦는 모두 오온에 집착으로 오는 고통이다. 태어

남도 오온에의 집착으로 생겨났고, 살아감도 오온에 집착함으로

전개되며, 죽어감도 오온의 해체이다. 붓다가 수행의 장소로 묘지

를 추천했던 것은 죽음을 관함으로써 삶의 무상함을 알고 깨달음

을 얻으라 한 것이었다. 死는 生에서 왔고, 生은 死로 가는 존재이

다.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으니 이것이 생과 멸의 법칙이다. 涅
槃經에 생과 멸이 다하면 寂滅의 즐거움을 깨달으리라 하였다.

生도 死도 모두 滅할 때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이란 ‘죽음으로부터 해탈’이 아니라 ‘생과 사로 부터의 해

탈’을 추구하는 것이다. 해탈의 의미는 죽음 이후의 영생불사가

아니라 생과 사의 이원성을 초월하는 불생불멸의 자유를 의미한

다.31)

죽음 앞에서 또 현재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심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수행은 다음

생을 위해서 고통을 줄인다거나 업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무의미, 좌절로

30) 法句經 (T2) p. 565a. “有識墮胞胎 惡者入地獄 行善上昇天 無爲得泥洹.”

31) 김용표(2004) p.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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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스스로 걸어가도록 케

어 한다는 의미에서 불교적 비탄상담이 요구되는 것이다.

안옥선은 삼업을 청정히 닦는 데에는 무엇보다 의업이 가장 중

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생의 업/행위는 身․口․意를 통해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도 자

신의 마음의 결단을 반영하는 의업(mano kamma)이 핵심 역할을 한

다. 의업은 의업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신업과 구업의 토대가 되는 역

할을 하기 때문에……사실상 모든 업은 의업으로 환원된다.”32)

불교의 죽음관은 내세를 믿는다거나 심리적인 불안이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生死一如라는 생명사상의 제시이다. 현재

이 순간에 명멸하는 생멸심 속에서 생사를 초월한 삶을 살라는

대긍정의 메시지이며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이다. 12연기의 실상을

통하여 苦의 실체를 바로 알아차려, 그 苦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업에 따라 연기하고, 연기하므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

로 삼업을 닦는 실천행은 죽음의 순간까지 연속되어야 한다.

7. 현대철학의 생사관

앞서 살펴 본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종교적 관점에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죽어감이나 죽음(dying or death)이 끝이 아니라 한계

를 초월하여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로 이해되고

있다. 죽음이 절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가, 도가의 사상이 죽음

이후를 모른다 하였을지라도,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의미

있게 살라는 역설이 아닌가.

이것은 서양의 실존철학의 입장과 유사하다. 실존철학자 키에

32) 안옥선(2006)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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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케고르(Sören Kierkegarred)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이를 통해 죽음을 ‘나’의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

여서 철학의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죽음의 인간화’를 촉

구하는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지만 사실적으

로 인식할 수는 있다. 야스퍼스(Karl Jasperse)도 태어남과 죽음과

같은 인간의 조건을 ‘한계상황(Grenz-situation)’이라고 표현하고,

현존재로서 종말에 대한 고통은 지양할 수 없지만 실존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는 있다

고 보았다. 죽음이 삶의 종말이기 때문에 현존재로서의 삶은 유일

한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유일하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실존철학의 입장이다.

이러한 태도는 현대의 서양 철학자들에게서도 보여진다. 셸리

케이건은 자신의 강의록인 Death에서 서양의 인간관을 세 관점에

서 설명한다. 첫째 인간을 육체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물질론

적 일원론, 둘째 영혼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唯心論으로서의

일원론, 그리고 셋째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작

용’한다고 보는 이원론의 관점을 각각 해석하고 비평한다. 앞서

살펴본 고대철학자들의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케이건은 이 세 가지 견해를 모두 반박하고 있다.

아무리 정교한 인지기능을 갖춘 로봇을 만들어낸다고 한들 그것

이 첫 번째의 일원론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될 수 없으며, 두 번째

영혼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 또한 형이상학적 착각이라고

반박한다. 세 번째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살아있

는 동안에도 ‘유체이탈’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착각

일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견해로 보면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사건일 뿐 영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인데, 케이건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쌍으로 조합되어 서로 작용

하는 존재라면 그 조합이 끊어졌는데, 살아남았다 할 수 있을까라

고 반박한다.33)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반드시 영생만이 아름답고 자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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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석은 선택일까? 무의미하게 호흡기에 의존하며 장수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 안락사 내지 존엄사의 문제가 대두된다.

자살이 반드시 신에게 죄를 짓는 일일까? 1990년 이래 30명이 넘

는 말기 암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방조하

여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의사 케보키언은 과연 신탁을 어긴 것일

까, 받아들인 것일까? 자비의 보살행이었을까? 아직 안락사의 개

념이 없던 당시에 그는 살인죄로, 자살방조죄로 3번 고소당했으

나,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1991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50개 중 49개 주에서 법률로 제정하였고, 네덜

란드도 1993년 안락사를 수용하였다.

케이건은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는 것은 오류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다만 ‘놀라운’ 기계이며, 죽

음은 컴퓨터가 고장나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적절한’ 반응이라고 했다. 다만 삶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

은 놀라운 행운이며, 죽음에 대한 환상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운

으로 주어진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동서양의 고대 철학이나 종교들과 케이건의 강의

를 보면, 육체로서의 일원론이나 영혼만으로서의 일원론, 육체와

영혼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이원론, 그 어느 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心身一如로서의 일원론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인

간은 다만 ‘놀라운’ 기계”라는 그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인간

의 삶과 죽음은 아무리해도 풀리지 않는 신비로 남기 때문이다.

다만 그를 포함하여 고대 이래로 동서양의 온갖 종교와 철학이 지

향하는 바가 죽음을 성찰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경건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한편으로는 신심이 지극히 깊은 종교인들도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는 당황하며, 상실감으로 극심한 분

노와 우울감 등 심리적 혼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면서, 종교가 과

33) 셸리 케이건(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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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 종교적 믿음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울증을 극복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34)

종교에 따라서는 내세를 인정하고 영혼을 인정함으로써 이생에

서의 삶과 소통의 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위안

을 준다. 철학적으로도 죽음의 의미를 삶의 몰각이라고 보는 그룹

이 있는가 하면, 끝이 없는 삶이 유의미한 것만은 결코 아니며, 총

체적인 삶을 유의미하게 살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음은 삶의 완

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

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정신의학자 Victor Frankl35)이다. 언제 가

스실로 끌려가게 될지 모르는 극도로 불안한 순간에도 환자들의

기록을 챙겼고, 운 좋게 살아 돌아 와서는 ‘의미치료(logotherapy)’

라는 심리치료기법을 창안했다. 그는 인간존재의 기본적 요구는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무의미한 삶의 정황을 실존적

좌절감/공동(空洞)이라고 기술하였다.36) 산다는 것은 육체적 삶

외에 정신적인 삶도 포함되므로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의 죽음

은 용기 있고 고요하고 평화롭다고 한다.37) 프랑클의 의미치료기

법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나 우울증 치료를 위한 상담기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다만 붓다의 가르침은 하나의 업도 남기지 않도록 닦아 윤회의

고리마저 끊고 해탈의 경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들 서양철학

34) 문영석(2005) pp. 304〜307. 참조.

35) 빅터 프랑클(Victor Frankl)은 비엔나에서 나서 1928년 비엔나에

청소년상담소를 개설하였다. 정신과 의사생활을 하였고, 2차 대전 중인

1942년부터 3년간 아우슈비츠 등 히틀러의 강제수용소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부모, 형제, 아내를 잃었다. 그 끔직한 현장에서 환자의

기록들을 챙겼고, 운좋게 살아남게 되자 의미치료를 개발했다. 스스로

의미가 있을 때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36) 문영석(2005) p. 308.

37) 문영석(2005) p. 3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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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고 보인다. 부위현은 다른 종교에

비하여 불교가 생사문제를 탐구하기에 탁월하다고 말한다. 오직

불교만이 생사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삼아 개개인이 스스로의 체

험과 내적 성찰을 통하여 해탈의 길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철학과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독특한 지혜의 종교를 구성하여 현대적 의

미의 생사학(이론)과 생사지혜(실천)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 하였다. 또 어느 종교나 철학 이론에 비하여 개방적이고 융통

성을 갖추고 있어 다른 종교와 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선도 가능하다고 하였다.38)

Ⅲ. 生死學과 비탄교육의 현황

서양에서는 60년대 후반 John Morgan에 의해 죽음학(Thanatology)

이 창시되어, 임종과 사별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또 죽음학의 대가인 Elisabeth Kübler Ross(1969)의 역작 On

Death and Dying은 미국사회에서 죽음교육과 연구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죽음교육은 현재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대만, 일본 등의 대학에서 정규강좌를 개설하여 있고,

매년 ‘생사학회’, ‘죽음준비교육학회’, ‘사별과 비탄학회’ 등이 활발

하게 열리고 있으며, 이들 관련연구회 등에서는 죽음교육과 비탄

교육, 자살예방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호스피스, 임종, 안락사와 존

엄사 문제, 장기이식, 장례 등 전반적인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단계이지만 최근 몇몇 학자들이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심리상담과 관련하여서는 말기 암환자

38) 부위훈(2001) pp. 188∼1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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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돌봄이라든지,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주제로 하는 논문이 더

러 나와 있을 뿐이고, 사별가족을 위한 비탄상담에 관하여서는 거

의 전무하다. 다행히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김인자 교수가 1978년

부터 교양강좌로 “죽음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였고, 김옥라 교수

가 “죽음의 심리적 이해”를 1996년 개설하였고, 주로 근사체험에

대한 연구자인 최준식 교수, 오진탁 교수 등이 최근에 죽음학, 사

생학 또는 생사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1. 퀴블러 로스의 죽음에 이르는 5단계

Elisabeth Kübler Ross39)는 말기 환자치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한다.

① 부정(denial): 처음엔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다가,

② 분노(anger):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하고 분노하게 되고,

③ 타협(bargaining): 의사에게 매달리며 조금이라도 운명을 연장하

고 싶어 하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을 마무리 하고 싶은 절실

한 마음이 된다. 이 단계에선 환자가 타인에게 개방적이고 대화도 가

능하므로 보호자는 이때에 환자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도울 필요

가 있다.

④ 우울(depression):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우울한 상태로 들어

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보호자는 묵묵히 함께 슬픔을 나누어 주어

야 위안이 된다.

⑤ 수용(acceptance):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 환자는 자신의 운

명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된다.

39) 1926년 스위스 태생의 정신과 의사로 수백 명의 말기암 환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여 1969년 On Death and

Dying을 저술하였다. 저서에서 말기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죽음의 5단계 과정을 기술하고 문제점과 필요한 점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생사학을 창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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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는 환자보다 가족들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환자가족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

Alfons Deeken은 로스의 5단계 설에 “기대와 희망(expectation

and hope)”을 추가하여 6단계설을 주장한다. 영생을 믿는 사람들

은 ‘수용’단계에 머물지 않고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한다

는 기대와 영원한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지는 태도를 보인

다는 것이다. 사후의 생명에 대한 희망이 생과 사의 의의를 해명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열쇠라고 하였다.40)

오진탁은 우리나라에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품

위 있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임종실이 거의 없으며, 당사자 및 가

족을 보살펴 주는 임종문화도 없으며, 성숙한 방식으로 죽음을 준

비하도록 하는 죽음문화도 없고, 철학적 성찰도 부족하며, 시한부

인생선고를 받은 사람은 쓸모없는 물건 취급을 받는 등 심한 편

의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죽

음과 관련하여 뇌사, 식물인간, 안락사 또는 존엄사, 장기이식, 호

스피스 등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간적인 존엄한

죽음권리와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 등 바람직한 죽음문화 형성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생사학의 창시자 로스는 기독교적인 배경을 지닌 사람으로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으므로 죽음의 정의는 물질적인 것을 너머

영혼, 정신, 삶의 의미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세계보건 기구에 따르면 건강에

4가지 측면이 있다.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 최근 세

계보건기구에서는 영적인 건강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의 건강에

당연히 영혼이나 영성,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을 분명히 지

적하고 있다.”41) 따라서 당연히 죽음도 4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

40) Deeken(2008) p. 42. 참조.

41) 오진탁(2006)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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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이다.

生과 死의 문제, 즉 인류의 話頭이다. 화두를 풀고 나면 자유로

울 것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안다. 숱한 종교에

서 永生을 주장하고, 붓다는 불멸하는 영혼이 없다고 無常을 설했

다. 고대 인도의 브라만 시대엔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고 위안을

주기도 했다. 서양의 일원론자들은 인간을 유능한 기계쯤으로 여

겨 죽음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다소 세련된 입

장(?)을 보이지만, 막상 나의 현실 앞에서는 역시 위로가 되지 않

는다. 이 지점에서 디켄은 ‘비탄교육(grief education)’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랫동안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의 한 장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적인 문제도 고려가 된다.

2. 디켄의 죽음준비교육

우리의 일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별은 나의 일부가 죽는 것과 같은 일이다. 디켄이 주장한 ‘비탄교

육(grief education)’이 바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의도한 ‘사별

가족상담의 필요성’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미미하지만, 서양과 이

웃 일본 등지에서 이토록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비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생학자들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유족을 위한 카운슬링(grief counseling for the bereaved)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4세 이상으로 부인을 잃은 영국 남성

약 4,50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인이 죽은 후 6개월 이내에 사

망할 비율은 같은 세대의 기혼 남성에 비해 40% 높게 나타났다.

사망 원인의 4분의 3이 심장병이라고 한다.”42) 디켄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죽음교육(death education)과 관련하여 진행했던 경험을

42) Deeken(2008)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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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43) 이것은 앞으로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한국형 모델을 설계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① 미리 받는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게 한 후, 생활 전반에 대하여 부부 각자가 지닌 구체적인 생각들

을 점검하고 이야기 해보도록 함으로써 서로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 남겨질 남편/아내에게 주고 싶은 마음속의 말,

* 경제적 법률적인 문제로 유언장 작성,

* 채무관계, 업무상의 문제, 상속, 양육비,

* 고령자 가족을 돌보는 일,

* 혹시 숨겨둔 자녀가 나타난다면?

*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예금통장이나 열쇠가 있는 장소를 알고 있

습니까?, 세금 등 공과금 지불 방법은 알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교우

관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등.

* 건강관리의 문제

* 정신적인 면에서의 대응

② 돌연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후; 교통사고, 지진, 태아유산 등.

③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 정신적인 인연, 임신중절 받은 여성의 고

통, 질병이나 사고 후유증에 의한 장애,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의 후유

증, 에이즈 관련, 애완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사회적으로 공인받

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우.

④ 자살예방

⑤ 존엄사와 안락사

이 외에도 죽음의 유형은 다양하다. 디켄박사는 이들 각각의 상

황에 따라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에 동참

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근래에는 대규모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극도 많다. 생활

사태와 국제분쟁, 테러, 각종 범죄와 관련된 불행한 일들도 많다.

또 자살로 인한 비극은 어떤가? 또 본 논문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가족의 불화로 인한 생이별도 많다. 이 또한 소규모의 죽

43) Deeken(2002) pp. 29〜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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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의 불행에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

디켄박사는 오랫동안 “생과 사를 연구하는 모임”을 이끌면서

죽음준비교육 촉진, 호스피스 운동의 확산, 사별체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모임 등을 만들어 활동해 왔다. 죽음의 역사나 가족의

죽음, 자살, 이혼, 장례식의 의의, 사후 생명에 대한 고찰, 비탄과

정의 대처 등을 발생심리학의 단계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Ⅳ. 사별가족을 위한 비탄상담

1. 비탄과정의 12단계

디켄은 오랫동안 독일, 미국, 일본에서 말기환자와 그의 가족들,

또 유족들을 카운슬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탄과정의 12단계”를

소개하고 있다.44)

① 정신적 타격과 마비상태(shock and numbness): 일시적이며 일

종의 방어현상

② 부정(denial)

③ 패닉상태(panic): 불안, 공포, 집중력 상실로 일상생활 지장

④ 분노와 부당감(anger and the feeling of injustice): 강한 분노가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면 내부로 파고들어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고 심

신을 쇠약하게 만든다.

⑤ 적의와 원망(hostility and resentment)

⑥ 죄의식(guilt feeling): 후회, 책망 등 정서적인 보조작용

44) Deeken(2002) pp. 88∼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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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상 형성, 환영(fantasy formation, hallucination): 착각, 유품들

에 애착

⑧ 고독감과 우울(loneliness and depression): 극복하려는 의지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⑨ 정신적 혼란과 무관심(disorientation and apathy): 공허감, 무기

력함. 생활목표 상실.

⑩ 포기와 수용(resignation and acceptance):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함

⑪ 새로운 희망: 유머와 웃음의 재발견(new hope: rediscovery of h

umor and laughter): 비탄을 극복하려고 노력함.

⑫ 회생단계: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탄생(recovery: gaining a new i

dentity): 대부분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함.

디켄의 연구는 로스의 죽음의 5단계 과정과 불교적 사별가족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요긴한 자료가 된다. 특히 상담자

가 슬픔에 빠진 유족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좌표를 제시한다.

2. 유족과 상담자의 관계

비탄상담을 위해서는 다른 심리상담과 달리 유족의 비정상적인

슬픔의 상태를 돌보아야 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45)

① 상담자는 적절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상담자 자신의 비탄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엔 효과적으로 케어 할

수 없다. 비탄의 고통은 모든 감정적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다.

유족들의 영성적, 존재론적 문제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만큼 상담자

는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영성적으로

성숙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내담자에게 세밀한 공감이 가능하다.

45) Deeken(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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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칫 위로의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은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힘내!”, “빨리 기운차려!”, “자네만이 아니

야!”, “이제 회복되었나?”, “누구나 다 원래 죽는거야!”, “생사가 원래

똑 같데!” 등의 공감이 빠진 형식적인 위로는 고맙다기보다 서글퍼지

게 하고, 아픈 상처를 더 커지게 할 수 있다.

② 영성적 돌봄이 필요하다.

유족들은 자기연민, 우울, 불안, 절실함, 두려움, 냉담, 후퇴, 분노,

심지어 자기파괴적이기도 하다. 이것은 영성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

이다. 이들은 종교 전통 안에서 위안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은 느낌이

다. 전에 알던 믿음이 죽음이라는 비극에 의해 도전받는다. 종교에 대

한 회의를 이해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스스로 신앙에 버림받았다는 분

노를 느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상담자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

면서 죽음의 현실을 내면화하고 상실이 가져다 준 변화를 통합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③ 고독과 침울함 속에서 비탄을 표출하도록 지원과 안내를 해야

한다.

사별을 둘러싼 많은 사건들과 관련하여 회상하고 투사하며, 후회하

는 등 죄의식을 보이기도 한다. “비속에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등. 상담과정에 어떠한

철학이든 종교든 사별경험자가 비탄을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안내

를 해 주어야 한다.

④ 병원과 연계하여 심신의 쇠약으로 인한 질병에 대처하도록 안내

해야 한다.

유족들은 특정한 마비나 무감각 등 전환장애에 해당하는 신체화 질

병이 오기도 하며, 심각한 우울증 등 신경증을 앓기도 한다. 병원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⑤ 자조모임 등을 통해 침울한 기념일을 의미 있는 날로 변화시키

도록 돌보아야 한다.

특정한 날들이 침울한 기념일이 되었고, 이어서 유품 등에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시간의 양으로 비탄이 해결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자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돌보아야

한다.



사별가족상담을 위한 불교적 방안 연구 ∙ 195

3. 비탄상담에 있어서 종교의 기능

유족들은 슬픔에 이어 절망감과 분노로 종교적 믿음을 의심하

며 정체감혼란을 겪게 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그래도 종교에서

치유의 기능을 기대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46)

① 종교는 도덕적/윤리적인 원칙과 적합한 행동의 배경을 제공한다.

② 종교는 사람들에게 정숙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사회질

서에 공헌한다. 종교의 제재는 세속적인 금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③ 종교는 행동의 동기를 제공한다.

④ 종교는 인간 실존을 정당화한다.

⑤ 종교는 존재론적 관심사에 대한 답을 준다.

⑥ 종교는 우주의 원리를 해명한다.

⑦ 종교는 희망을 부여한다.

⑧ 종교는 안전과 확신을 제공한다.

⑨ 종교는 세속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의 초월을 가능하게 한다.

⑩ 종교는 공유된 의례를 통해 집단의 결집력을 강화한다.

4. 불교명상과 비탄상담

불교식 죽음교육을 위하여서는 붓다의 수행법을 응용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초기 經에는 마음과 경계, 인상과 인식의 대상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다섯 가지 중생심[貪 瞋 痴 慢 疑]을 명상수행으

로 다스려 그치며, 나아가 사문과를 얻고 열반에 들것을 권하였다.

경계의 부정을 관찰하여 탐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不淨觀47)은 死念48)과 함께 죽음을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수행법

46) 케네스 J. 도카; 존 D. 모건(2006) pp. 49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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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부정관 수행은 대념처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死念
은 10念의 하나로 增一阿含經에는 念死로, 청정도론에서 十隨

念49)으로 정리되어 있다.

不淨觀은 곧 몸의 不淨함을 觀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몸은 당

초에 깨끗한 곳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애욕의 부정한 인연으로 생

겨서 깨끗하지도 않은 대장과 소장의 중간위치에서 자라나왔다는

生體不淨, 우리가 실로 소중하게 여기는 몸이지만 실은 오장육부

등의 31가지 혹은 32가지 구성 요소들50)이 활동을 정지하면 썩어

냄새나고 부패하게 되는 부정물이라는 現相不淨, 또 그런 육신이

늘 젊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들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

국 9想 또는 10想51)으로 썩어 문드러져간다는 究意不淨이다. 이러

47) 이남경(2011) pp. 110∼111. 참조.

48) 增一阿含經(T1) p. 553b, “世尊告諸比丘 當修行一法 當廣布一法 便成神通

除諸亂想 獲沙門果 自致涅槃 云何爲一法 所謂念死 當善修行 當廣演布

便成神通 去衆亂想 得沙門果 自致涅槃.”

49) 청정도론 1권, pp. 477∼478.

50) 大念處經에서는 “머리카락, 털, 손발톱, 치아,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늑막, 비장, 허파, 대장, 소장,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비계, 눈물, 지방, 침, 콧물, 관절활액, 소변”의 31가지로 제시되어

있지만, 후에 붓다고사가 ‘뇌’를 첨가하여 32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51) 解脫道論(T32) pp. 411a,∼412b., “爾時依止師觀其所行 授三十八行

當復敎示令二行相應 問云何三十八行處

答謂十一切入地水火風靑黃赤白空處識處一切入 又十不淨想 [月*逢]脹想

靑淤想 爛想 棄擲想 鳥獸食噉想 身肉分張想 斬斫離散想 赤血塗染想 虫臭想

骨想.” 참조.

* 창상(脹想, uddhumātaka asubha): 시체의 부풀음.

* 청어상(靑淤想, vinilaka asubha): 시체의 색깔이 검푸르게 변함.

* 농란상(濃爛想, vipubbaka asubha): 시체가 곪아터짐.

* 기척상(棄擲想, vicchiddaka asubha): 시체가 잘라짐.

* 담상(啖想, vikkhayitaka asubha): 시체가 동물들에게 뜯어 먹힘.

* 신육분장상(身肉分張想, vikkhittaka asubha): 시체가 여기저기로 흩어짐.

* 산상(散想, hatavikkhittaka asubha): 시체가 살이 헤쳐지고 흩어짐.

* 혈도상(血塗想, lohitaka asubha): 시체에 피가 온통 엉겨 붙음.

* 충취상(虫臭想, puluvaka asubha): 시체에 온통 벌레가 가득함.

* 골상(骨想, atthika asubha): 마지막에 남은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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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단계의 허무한 실상을 관함으로써, 무상․고․무아를 깨달아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가는 것이 부정관 수행이다.

죽음에 대한 명상의 이익은 분명한 알아차림으로써 그릇된 집

착을 버리게 하여 바른 깨침을 가능하게 한다. 즉 현재의 순간으

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죽음관 명상수행을 청정도론에서는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주제

로 소개하고 있고, 현재 남방불교의 위빠사나와 사마타 수행쎈터

등에서도 念處수행의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미얀마의 파

욱쎈터에서는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사진을 이용하기

도 하고, 실제로 기증받은 백골을 놓고 관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의 수행은 쉽지 않으므로 대안이 필요하

다. 사별가족을 위한 불교식 비탄상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찾아가는 상담이 되어야 한다.

사별을 당한 유족은 심신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사별가족을 위한

비탄상담은 다른 심리상담과 달리 찾아가는 상담이 되어야 한다. 병원

등과 연계활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② 영상매체 활용이 필요하다.

사진이나 영화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면 부정관 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죽음관련 내용으로 된 영화치료, 독서치료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사별가족들의 집단상담을 가능하게 하고 자조모임을

가능하게 하여 서로가 상담자가 되어 줄 수 있다.

③ 명상수행을 병행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로고테라피, ACT, MBSR과 자비관수행, MBCT와 인연관수행 등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수행과 붓다의 교설을 바탕으로 하여 상

담을 진행하면서 혼란스런 마음과 몸의 건강을 수습하고, 점차 이별을

온전히 수용하게 되면서, 현재의 자신으로 돌아와 스스로 의미를 찾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케어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유대교인들이 쉬바기간에 하는 애도의 방식은 훌륭하다. 특히 “위

로의 밥상”이나 특별한 날을 위한 “카드보내기” 등은 매우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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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디켄박사가 이끄는 죽음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대만, 일본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불교명상과 상담을 병행한다면 바람직한 비탄상담의 한국

식 모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Ⅵ. 마치며

디켄 박사는 한국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창립 10주년에

초대되어 영국의 현황을 예로 들면서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먼저 어린이들에게 일찍부터 상실경

험과 거기에 따르는 비탄경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가

를 연습시키는 일은 슬픔을 바르게 극복하는 메커니즘을 가르치

고 앞으로 찾아 올 슬픔을 인격성장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능

력으로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 정신의학적으로도 영혼의 상처는

신체의 병으로 나타나고, 슬픔의 과정에서 올바로 치유되지 않으

면 그 사람의 상처는 악화될 수 있다. 비극 속에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를 찾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이다. 비탄상담을 통하여 이

것을 도와줌으로써 닫혔던 내면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 생사학에 관한한 단연 서양이 앞서 있다.

그러나 부족감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 학문만으로 삶과 죽음의 신

비가 간단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불교철학과 명상수

행, 비탄상담이 병행되는 케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사별가족상담을 위한 불교적 방안 연구 ∙ 199

참고 문헌

俱舍論 (T13)

法句經 (T2)

別譯雜阿含經 (T1)

成唯識論 (T15)

阿毘達磨大毘婆沙論 (T13)

增一阿含經 (T1)

增一阿含經 (T1)

解脫道論 (T32)

구윤임(2001). 불교에서 본 죽음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김용표(2004). 불교에서 본 죽음과 종교교육 , 종교교육학 연구
제19권, 한국종교교육학회.

남경희(2006). 희랍의 생사관과 서구의 윤리학 , 철학연구제75집,
철학연구회.

문상련(2006). 대승불교에 있어 출생과 죽음의 과정에 대한 기술 ,

불교학연구 제15호, 불교학연구회.
문영석(2005). 해외 죽음학(Thanatology)의 동향과 전망 ,

宗敎硏究 제39집, 한국종교학회.
배철현(2006). 죽는 것도 이득이다: 바울의 죽음관을 읽고서 ,

철학연구 제75집, 철학연구회.
부위훈(2001). 죽음, 그 마지막 성장, 전병술 옮김, 청계.
붓다고사(2004). 청정도론 1권, 대림 역, 초기불전연구원.
셸리 케이건(2012). 죽음이란 무엇인가, 웅진씽크빅.
안옥선(2006). 불교에서 보는 삶과 죽음 , 철학연구 제75집,

철학연구회.

오진탁(2006). 생사학의 죽음이해 , 철학연구 제75집, 철학연구회.
우레와따(2008). 깨어나라, 오 세상이여!, 레이 역, 세종, 명상선원

오솔길.



200 ∙ 印度哲學 제37집

이남경(2011). 불교수행의 심리치료적 적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정병석(2008). 논어와 장자에 보이는 죽음관 , 동양철학연구
제55집, 동양철학연구회.

최진석(2006). 도교의 생사관 , 철학연구 제75집, 철학연구회.
케네스 J. 도카; 존 D. 모건(2006), 김재영 옮김. 죽음학의 이해,

인간사랑.

Deeken, Alfons

2001 “Bereavement, Grief and Growth”,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각당복지재단 창립10년 기념행사 자료집.

2002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진탁 옮김, 궁리.
2008 인문학으로서 죽음교육, 전성곤 역, 인간사랑.



사별가족상담을 위한 불교적 방안 연구 ∙ 201

Abstract

A Study of the Buddhist Grief-Counselling for the

Bereaved

NamGyeong, Lee

Dongguk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was planed to create a model of the

Buddhist Grief-Counselling for the Bereaved[佛敎的 死別家族

相談]. With the purpose of the aim, basically I've need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Study of Death[生死

學] from the other countries and Korea. First of all, I've

studied the various viewpoints of life and death from their

philosophy or religions in the west and the east, from the

ancient times up to now.

In the 2nd chapter, I've reviewed the theories about

spiritual viewpoint from Platonism, Judaism, Christianism,

Confucianism, Taoism, Buddhism to modern philosophy. I've

considered of the thoughts on the monism with the dualism

about the human beings in comparison. I've got the

conclusion, which both of the two thoughts are not enough

to care for the bereaved families. The theories are very

contradictory. So many scholars have tried to solve the

problems of being or dying, death, and after death by the

ways of these or those theories; the monism with bodily,

the monism with spiritual, the dualism with body and spirit.

Otherwise, as you know, the historical Buddha explained the

big question of the human being as the dharma of Cause

and Effect and the theory of Karma. On his teaching, there

are not existed an immortal soul for the sentient-beings,

because we are here led by our own the previous k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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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so will go to die with the karma you've made for this

life. As a result, I guess, lots of scholars, philosophers and

religious practitioners arrived one of the conclusion

unanimously, that the best way to solve the big question is

to try to be your best during the present life, now and here.

In the 3rd chapter, I've considered of the current

situations on the Education of Death and the Education of

Grief from the other countries since the 1960.

In the 4th chapter, I've suggested an idea of the

Buddhist Grief-Counselling for the Bereaved by using the

ways of buddhist meditation and the teachings.

Keywords : Dukkha, the Buddhist Grief-Counselling for the

bereaved, Study of Death, Death Education,

buddhist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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