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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干の風になって」という歌が、いま日本の中高年層の闘で静かな

ブームを巻き起こしている 。2006年大晦日のNHK紅白歌合戦でテノール

歌手秋川雅史によって歌われたのがきっかけである 。2001年のアメ リ

カ、ニューヨークの9，11テロの後、誰からともなく口ずさまれたという

詩に作家の新井瀬氏が翻詳して曲をつけたものだという 。それに劃し

て、仏敢闘係者の多くは強い違和感を表明している。高野山員言宗管長

の松永有慶師は、仏敬は輪廻を脱して解脱や悟りへと人びとを導くこと

を基本的な精神とする教えである、 「私は墓にはいない、死んでなんか

いない」というのは、員っ向から仏教と相反する考え方だという 。私の

同僚の民俗撃者開樺まゆみ氏も、これまで死者の肉体や霊魂は魔除けや

鎮めを必要とする危険なものとみなされて、その成仏と往生という安定

化のためにさまざまな鎖迭や供養の儀礼が伝承きれていた、しかし、

1990年代以降、病院死から葬儀祉や火葬場職員の手による迅速な遺体慮

理という万式が貫現したことによって、 「死と葬儀の商品化」現象が進

み、多くの人が「死の現場」から目をそらしがちになってしまってい

る、そんな現代社曾 をよく反映しているブームだとのべている 1)。 「千

本日本園立歴史民俗博物館数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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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風」の歌詞に見られる霊魂観は、仏教の敬えや伝統社曾の霊魂観とは

大きく訴離しているように思える 。 この ような伝統と現代の狭間で何が

起こっているのか、ここで少し考えてみることにしたい。

1 .伝統社曾の死と葬送

1)死 葬迭 墓制資料調査 (三重豚鳥羽市の事例)

まず、紹介するのは1960年代ま で日本の各地に伝承き れて いた葬迭の

民俗である 。園立歴史民俗博物館では、 1997，98年度に、 「死 ー葬迭 墓

制の変容についての資料調査」を質施した。同じ地匿の1960年代の葬儀

と1990年代の葬儀の事例比較を全圏各地60地匡(貿際に牧集されたのは58地医)

を封象と して行な ったも のである 2}。その内の三重豚鳥羽市の1960年代

まで行なわれていた葬儀の事例を紹介する3}。

死亡が確認さ れたのち、 一連の葬迭儀市しが完了するまでの流れは図P9
に見るとおりで、計4日聞かかる 。 まず、死者を寝かせた状態、が図P7で
ある 。枕元には箸を立てた枕飯にロ ー ソクや線香が焚かれ、遺体には魔

除けの刀物が載せられる 。棺[は座棺で釘は石で打ちつけられる(図P8)。
祭壇は棺が中心で遺影はな い(図p10)。葬儀は、 喪家で座敷を十島聞を打

ち抜き して、 惜の讃経と親族の焼香を中心とし て行な われる 。終わ ると

座敷からニワへと 出棺きれ る。葬列は図pllに見るとおり、赤旗が先導

し、最後列が一般曾葬者である 。位牌持ちと棺昇きは血の濃い親族の役

目で、図p12に見るように死者と同じ死装束を 着け額 に三角布をつける 。

墓地に着く と土葬が行な われるが、その様子は図P13に見るとおり であ

る。

2)三種類の閥与者

伝統的な民俗の観点から葬儀の関与者は三種類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4}0A :血縁

的関係者(家族 ・親族)とB:地蜘句関係者 G麟組)とC:無縁的関係者(僧侶)で

ある。Aは、生における密着関係が死の密着関係と見なされて、生と死の境界に位置

する死者と同じ場に位置つ'けられる。つまり、 死者との身体的接触、具体的には通夜

NO.I0へるす出版 2007.

2) r困立歴史民俗博物館資料調査報告書9 死 事局差 基制資料集成 .J:RFI本編 1&日本

編IJ1999、2000.

3)これは調査委員の野村史隆氏が調査し報告された↑前世である。

4)新谷尚紀『同基制と他界観」詐川弘文館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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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添い寝から湯濯や入棺などの作業分担であり、一定期間継績する衣食住における服

喪の朕態の受容である。Bは、吐曾的関係からの責務上の死者葬迭、たとえば葬具作

りや賄い方や埋葬などの貫際よの作業分担をになう。死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る異常

事態から通常朕態への回復という、祉曾生活維持のための作業であり、死者とAを死

織と見なして一定期間の忌みと服喪を祉曾的に要求するのがこのBである。Cは、専門

的職能者であり、讃経や引導わたしなど特殊技能をも って直接的に死と死穣に劉慮す

る。その専門的職能により個別事例的には制強や服喪をBから要求されないが、継績

的に特別視、専門職視される。そして、そのような伝統的な寺檀制度のもとでの寺院

や借侶とは次元が異なるが、 1970年前後から急増した葬儀業者は、このCに位置づ‘け

られる。式場設営から葬具提供や儀式進行までサービス提供する業者で、賄い方まで

も料理屋と提携して担当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それが、 1990年代以降は粛場経営へ

と進出し、最近ではその葬儀業者の分担範囲が幅贋〈増加して、とくに都市部ではむ

しろ葬儀の主導権をにぎり寺院との関係か微妙な献況となってきている。

3)三種類の米

日本の伝統的な死と葬儀の場では、米は特別な意味をもち不可欠の食

物とされていた5)。米には霊力が宿ると考えられて、死者の安定と生者

の安全のために米が必要とされ、さらに雨者の別れの儀所Lにおいても米

が必要とされていた。つまり 、日本の死と葬儀の場では三種類の米が登

場しているのである 6)。第一 は死者の米である 。臨終時の振り米、魂呼

ぴで析の底を叩く呪法、枕飯 枕団子 (図P20、P21)、頭陀袋の五穀、

ウマカタ ア 卜ミラズ、寺迭 りの米などである 。第二は生者の米であ

る。耳ふさぎ餅、年かさね、ツゲ トへのもてな し、 湯濯酒、穴掘り酒、

野蹄りの清めの臼や米糠、香典(図P19) などである 。第三が死者と生

者の食い別れの米である 。出立ちの膳、四十九餅(図p27、 p828) など

である 。

4)三種類の慮理

死をめぐる慮理には、肉体の慮理、 霊魂の慮理、社曾的な慮理、とい

う三種類の慮理があると指摘 したのは、フラ ンスの祉曾皐者 ロベール

エルツである 7)。第ーの死体の慮理は、一連の葬儀 と土葬もしくは火葬

という 手順で行なわれ土へ と蹄っていっ た。かつて沖縄では風葬と洗骨

5)杉|四国男「生と死と食物」 町長と伝説J6-7 1933 ( r定本 柳田国男集J14所収)

6)新谷尚紀 r日本人の葬儀』紀伊国屋書応 1992
7) R.エルツ『右手の俊越一宗糊桐義性の研究-J吉田禎吾他訳垣内出版 1980.



46 号.~斗号室午

も行なわれていた。第二の霊魂の慮理は、一連の葬儀と初七日や四十九

日の法事、また初盆から毎年の盆供養、一周忌、 三年思以降継績された

年忌供養、そして三十三年忌の弔い上げなどであり、それらの供養儀礼

の継績によって死者の霊魂は不安定な死霊から安定した先租の霊へと杷

りあげられていった。第三の枇曾的な慮理は、家族や親族また村落や組

織の中で欠損した死者の空席、たとえば家父長としての役割や族長とし

ての役割、またさまざまな枇曾組織の役職が一定の儀礼を経て新たな人

物によって補填されその機能の継承と再生がはかられてきた。

5)継績した死者供養一死霊から租霊へー

(1) 継績した供養

死をめぐる 三種類の慮理のうち、第ーの肉体の慮理は古代社曾の贋の

習俗や殖宮の儀礼においては一定期聞の継績がみられたものの、近世か

ら近代枇曾では比較的早〈墓穴内の土中に埋納されそれで完了とされて

きた。そうした中で沖縄の風葬と七年から十三年後に行なわれる洗骨は

比較的長い時間幅をもっ肉体慮理の葬法であった。それに封して、第二

の霊魂の慮理は慎重に丁寧に継績されてきた。埋葬翌日のハカナオシ、

七日間の墓見舞い、 六 H目や七日目のムイカガエリや初七日の儀礼、四

十九日の法事、 初盆、一周忌、 三年忌、七回思、十三回忌、 二十一回

忌、 そして最終の三十三年忌もしくは五十年忌の弔い上げまで長〈績い

た。そして、弔い上げののちは先祖になるとも紳になるともいわれた。

(図P32-図P35参照)

(2)埋葬墓地の設え

1960年代まで一般的であっ た土葬の場合、近隣の家の男性が当番で順

番に墓穴堀りの役をつとめた(図P37)。掘った穴には死者を埋葬するまで

魔物が入ってはいけないと 魔除けの刀物が掛けておかれた(図P38)。埋葬

した上には臼本各地で地方によりさまざまな形肢の墓上装置が設けられ

ていた。竹を三角錐肢に東ねたものや、鋭い竹で四角に囲ったものや大

げさな屋根がけをしたものなど多様であった。私はそれら全圏各地の事

例を牧集整理してみたことがあるが、それによって判明したのは、いず

れも具体的には埋葬されて間もない死体を野犬などが掘って喰い荒らさ

ないようにという防御の目的と、同時に感魔的には死霊や死識が外部に

漏れ出ること のないよ うに、 また同時に魔物が侵入しないように という

円的をもっ装置であること、そして、その基本構成要素は太陽の陽光を

避ける ヤネと 、野犬や魔物を避けるカキという こつの要素からなる とい

う事賓であった8)。

8)新谷尚紀 r生と死の民俗!と」木耳社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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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盆行事と死者供養

ここで典型的な新仏の初盆の供養のための棚を紹介してみる 。新仏の

ための棚は屋内ではなく庭先に設けられる例が多いが、それはまだ不安

定で落ち着かない霊で、あるからと考えられている。図P46と図P47は高知

牒土佐市甲原で作られるミズダナである 。図P48は大阪府千早赤阪村と

奈良県原大柳生町のアラタナである 。図P49は栃木勝市貝町ーの初盆の新仏

を迎えるための高灯龍である 。図P50は奈良市水聞の餓鬼と新仏のため

の装置である。屋外で手前の箕の中に供物が供えられているのは餓鬼の

ため、縁側に茅が張り詰めであり四角の口が空けられているのは新仏の

ためのもので、中には位牌と供物が供えられている。奥の座敷の仏壇の

前には先祖代々の位牌がまつられ供物が供えである。餓鬼と新仏と先祖

の三者が明確に匿別されているのである。図P51は同じ奈良市水聞の新

仏のいない普通の家の盆の供物で、先祖の一人一人を意識して牡丹餅が

箸つきで供えられている。図P52と図P53はその同じ家の餓鬼のための供

物で、縁側よりも外に置かれている。餓鬼や無縁が盆にはきまよってき

て供物を欲しがるという考え方があり、それらが自分の家の先租や新仏

の供物を盗まないように、彼らにも供えているのである 。 また、盆に

やってくる新仏や餓鬼は水辺でまつるというところもある 。図P54は高

知勝北川村の川原に作られた新仏の棚である。盆に供えたものを一括し

て川原で流し先組を迭るという例は蹟〈一般的にみられる。図P55と図

P56は静岡豚の安倍川上流の村の盆の16日の精霊迭 りの光景である 。図

P57は神奈川勝横須賀市三戸の盆の精霊舶であるが、 若者たちが泳ぎな

がら曳いて海に迭り出しているところである。

一方、お産で女性が死んだ場合にはこの世に未練を残し迷って往生し

にくいと考えられて、流れ瀧頂とか洗い晒しなどといって、経文などを

書いた布を小さな四本柱に張って小川の近くの路傍に置き通りすがりの

人に水を掛けてもらってその布が破れたらぶじに成仏できるとされてい

た。図P58、P59がそれである。また、このような産死者や水死者など不

慮の死を遂げた人の供養のために川施餓鬼といって卒塔婆を)11に立てて

供養する例もあり、図P60は高野山の例である 。三十三年忌の弔い上げ‘

には杉塔婆といって葉のついた杉の塔婆に経文を書いて立て最終年忌 と

するが、図P61は京都府京北町の例である。

(4)石塔の調査例

日本の仏敬が一般庶民にまで康く深〈普及 したのは江戸時代の寺檀制

度の徹底によってである 。のちに葬式仏教と呼ばれるように、檀家の葬

儀と墓地の設営に檀那寺の関与した部分は大きい。 とくに墓地の石塔造

立の動向を埼玉県系新座市の近世初頭以降継績的に利用きれてきた員言宗

普光明寺の境内墓地で調査し たことがあるので、その要点を紹介して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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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1982年から83年にかけての調査であったが、一部の新しい匿蓄を

除いて計1533基が確認された。図P64にみるように、初現期の石塔は

1621年から1640年の寛永期の20年間にまず6基、次の20年間に16基、そ

の次の寛文 延宝期に62基とほほ、定着 し、 元職には爆護的に増加する。

そして、その石塔の型式と造立趣旨の変遷を整理 してみたのが、図P65
である。型式は、初期は五輪塔や宝鑑印塔で仏種子が刻 まれており僧侶

や有力檀家の石塔が主であった。そして造立趣旨は菩提のため、ときれ

ていた。それが、次第に変化をみせ宝暦期(1751 1764)を書期として型

式は仏教的なそれまでの仏像碑や板碑型から単純な箱型へ、趣旨も菩提

のためから霊位へ と変わる 。天保期 (1830-1844)にはさらに角柱型で

仏種子を刻まず家紋を刻む形へと変わっている 。 また、誰が誰のために

石塔を建てたのかという点からみて、興味深かったのは夫が妻のため、

または夫が妻 と自分のため、また夫婦 と夫死した子どもたちも含めみん

なのため、という例が摩倒的に多かった点である 。決して家の跡取り息

子が雨親のために建てたのではなかったのである。それが、家紋が主流

となる天保期以降は、家の先組代々の意識が強まり、とくに明治の30年
代以降、 大型の '00家先祖代々の墓」というのが主流とな ってき た。

つまり、 石塔は寺檀制度と仏教の影響で夫婦と夫死 した子どもの来世の

安穏を願って建てられるようにな ったものであ ったが、次第に仏教的な

色彩を減らしていき、家の継承のシ ンボルと 見な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

たこと、そして、その家の意識と家系継承のシンボルとしての意味は、

石塔の歴史にとって それほど古い伝統ではなか ったことがわかったので

ある。

2.現代社曾の死と葬送

1)農村と都市(栃木県系芳賀郡の事例)

現代日本枇曾の死と葬迭は大きな変化の中にある 。そして、 農村部と

都市部の差 も大き い。 しかし、消費型で企業型の都市型社曾化へ向かう

波は日本全園を覆ってい来つつあり、必ずしも農村部に古い伝統が残る

とは限らない。それでも、農村部には都市にはない家車位の耕作地や村

単位の共有物などがあり、その村落枇曾は一定の共同性を維持せざる を

得ないというのが寅情である。農村部と都市部との差はやはり根強く 残

ることであろ う。 ここでは、もう 最後と なるかもしれない栃木豚芳賀郡

の農村部における家での葬儀 と土葬の事例を、同僚の民俗皐者閥樺ま ゆ

9)前掲社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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み氏が調査し撮影した寓員と調査データを借用 して紹介しておく 。図

P68が家の座敷に設えられた祭壇である。檀家寺の住職が棺に向かつて

座し、家族や親族は参列者へ答市しをしている 。図P69は葬儀社職員の女

性が参列者に手洗いの水のサービスをしているところ。図P70は隣組の

男性たちによって棺が担ぎ出されているところ。図P71は出棺のあと、

棺が安置されていた座敷を隣組の手伝いの女性たちが講で吐き出してい

るところ。図P72は同じ く手伝いの男性が座敷でざるころが しをして魔

物除けや邪霊除けの呪い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るが、住職はただ黙認し

ているだけで関与しない。図p73は棺をリヤカーに乗せて野辺迭りの葬

列が家から 出るところ。図P75は隣組の係りの男性たちによって土葬が

行なわれているところ。図P76は埋葬が終わり家族や親族が線香をあげ

て拝んでいるところ。以上、最後の機曾となるかもしれない旧来の葬儀

の様子を記録した貴重な寓員資料である 。なお、図P77は岡山鯨勝田郡

の農村部の野蹄りの清めを米糠と塩で行なってい るとこ ろ(太郎制作子氏搬

影)である 。

2)都市の著名人の葬儀一豪華な祭檀微笑む遺影一

現代日本の葬儀の激動賦況を象徴しているのが、 1991年創刊ですでに

100号を迎えている雑誌 fiSOGIJである 。その表現文化祉の編集代表は

碑文谷創氏で編集担当者に宗田裕美子氏をはじめ気鋭のスタッフがそ

ろっている 。 この雑誌の貴重な点は1991年以来のその時々の葬儀をめぐ

る問題点をよくとらえ、まさに同時代的に紹介してきている点である 。

ここで、その fiSOGIJに掲載された都市の著名人の葬儀の寓員を見て

みよう。図P79は大型スーパーマーケッ トのダイエーの創設者中内功氏

の祭壇である 。図P80は浪花の名人ミヤコ蝶々きん、図P81は小説「越前

竹人形』などで知られる作家水上勉氏、図P82はかつて8時牢の男と呼ば

れた巨人軍の投手宮田征典氏、のそれぞれ祭壇である 。水上氏には竹を

あつらえ、宮田氏には野球の球と時計をあしらうなど、故人の記念とい

う側面が前面に押し出されている。また、図P83は海への散骨の様子を

示すものであるが、故人の意思、を隼重す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のも最

近の葬儀の特徴である。

このような現在一般的に行な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都市の葬儀

の流れの基本的なノfターンを整理してみると、次の(1)から (8)にみる通

りである。

(1)臨終 医師による死亡判定遺体の鹿置遺体の搬迭遺体の安置

(2) 準備 家族と親族の相談関係先への連絡葬儀業者の選樺死亡

届火葬d'-I可証

(3)納棺 遺体慮置(清拭、死装束その他) 納棺

(4)通夜弔問受付枕経通夜振る舞い通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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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葬 儀弔問受付葬儀式 告別 式 出 棺

(6)火葬 お 別 れ ・ 火 葬 拾 骨

(7)葬儀後儀礼還骨法要初七日 法要。精進落とし

(8)忌明け 四十九日法要

そして、その構成上の特徴 としてあけ・られるのは、以下の諸点であ

る。

1 .豪華な祭壇 2.微笑む遺影 3個人の記念物 4.葬儀式 5.告別式

6.参列者(血縁地縁以外に社縁も) 7.葬儀業者

8.通夜 (本葬参列への代替) 9.一 日だけで短時間

3)変化と差異

そこで、 X:伝統的な葬儀と、 Y:現在都市部で一般化している葬

儀、との相違を、先の1から9の諸点について、比較してみると 、次の通

りである。

1. X:仏壇前の素朴な棺の安|置 Y:豪華な祭壇

2. X:死顔最後のお別れ 出棺時 Y:微笑む遺影

3. X:口口口口なし Y:個人の記念物

4. X:葬儀式 (讃経焼香) Y:葬儀式 (讃経ー焼香)

5. X:口口口口なし Y:告別式

6. X:参列者(血縁地縁無縁) Y: (枇縁)

7. X:親族と近隣の相互扶助 Y:葬儀業者

8. X:通夜(埋葬や火葬までの一段階) Y::本葬参列の代替

9. X:葬式三 日 Y: 1日で短時間

4.を除いてその他は大きな変化がみられることがわかる 。現在の 1. 

2.3.5.は、死者を生前のイメ ー ジで記憶し記念し ようとするもので、

いわばメモリアル セレモニー(記憶と 記念のための儀式)ともいうべき

内容となっていることが指摘できる。 また、 5.6.8.9.は現代の都市型

企業員士曾における参列者のスケジュールに沿うかたちのもので、彼らと

のいわばフェアウェル セレモニー(告別の挨拶のための儀式)とな って

いることが指摘できる。

3.死と 葬儀の変化 -60年代から90年代へー

1)家での死から病院での死へ

1960年代から70年代へかけての高度経済成長は日本の伝統的な民俗行

事をその根底から大きく変えてい った。死と葬儀と墓の変化もその一環

であった。図P87は家での死から病院での死への変化を示すもので、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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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逆轄は1975年頃のことであった。

2)土葬から火葬へ、近隣扶助から葬儀社へ

図P89から図P92は土葬から火葬への変化と 、近隣の互助協力から葬儀

祉の閥与への変化が、それぞれの地域でいつ起こったのか、前述の園立

歴史民俗博物館の資料調査のデータから紹介 したも のであ る。また、図

P93は土葬から火葬への変化の60年代と 90年代との事例散の変化を示 し

たものである 。そして、図P94から 図P97は死装束作りや葬具作り 、湯濯

や入棺を担当 した者が死者とどのような関係にある者かの変化を示 した

ものである 。これらはその資料調査をリードした同僚の閥樺まゆみ氏に

よって整理されたもので、ここでは同氏の論文からその要点を紹介して

おく 10)。 第一に、葬儀に関与する人間を、前述のように、 A:血縁的

関係者(家族 ー親族など)、 B:地縁的関係者(近隣の組や部落や講中など

地域枇曾の人たち、ただし最近では曾祉など仕事の関係者、いわゆる枇

縁的な関係者もこのBに含まれる )、 C:無縁的関係者(借侶など宗教的職

能者、ただし最近では葬儀社職員や火葬場職員、また死亡に際しては病

院関係者などもこのCに含まれる)、の三者に分類すると、このA、B、C

の葬儀における役割が大きく変わってきていることが指摘できる 。葬具

作りはBからCへ、死装束作りはAからCへ、湯濯はAによる伝統的な方

式が消滅また簡略化し、Cに依存す るかたちへ、ただし入棺はまだAが

多数であるが中にはCという例も見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つま

り、 「葬儀の商品化」が確買に進行しているのである。

3)死霊から死者へ

次いで第二に、葬儀における多様な魔除けの伝承とその変化である(図

P99一図PlOl)。魔除けには、死者の肉体と霊魂を魔物から守る意味のも

のと 、生者が死の世界へと号|っ張られな いよ うに死霊や死識から生者を

守 りその生命力を強化する意味のものとの二種類があり、前者の例とし

ては、魔除けの刀物、逆さ 着物、逆さ扉風、猫除けの禁忌、通夜の寝ず

の番、絶やしてはならない火、枕飯、枕団子などが、そして後者の例と

しては、耳ふさぎ、湯濯酒、穴掘り酒、出立ちの飯、茶碗割り、引っ張

り餅などが、それぞれあげられる。そして、死者を魔物から守る前者の

習俗は1990年代もまだよく残って いる のに射して、生者を死霊や死械か

ら守る後者の習俗は急速に省略化が進んでいる 。それは、死霊や死械を

畏怖し思避する観念が急速に希薄化してきてい ること をあらわすもので

あり、その背景 として、死の領域におけるCともいうべき病院の閥勾の

10) 関沢まゆみ「葬送儀雨しの変容ーその意味するもの一J r葬儀と墓の現在 問符の変容」
古川弘文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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撰大が想定される。そして、閥津氏によれば¥死が伝統的に肉体からの

霊魂の遊離とみなされてきたのとは異なり、個人の生命の終鷲 と考えら

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つまり、死者は遺骸と死霊と死織という存在で

はなく、死体と死者という存在、すなわち「霊魂」ではなく「生命」と

しての認識へと変化してきているという。これまでのように注意深く死

後の世界への放立ちの儀礼を施さねば死者が死霊として崇りかねない不

気味で恐ろしい存在から、生前と同様の個性をもちつづける個人として

記憶される存在へと変わってきているというのである。

4. r個人化」時代の生と死 一2000年代初頭の動向一

1) r家」から家族へ、そして個人へ

1990年を「葬迭の山か動いた年」と位置づ、けたのは吐曾皐者井上治代氏である日)。

私も同じ見解に立ち、 1991年には小著を執筆してその前後の動向をまとめてみたこと

がある12)(図P104)。井上氏はその1990年に「二十一世紀の車織と葬迭を考える曾」を

結成し新潟懸の妙光寺で第l回の「フェステイパル安種」を開催して以来、精力

的に従来のような「家」や血縁による墓ではなく 、21世紀の新しい墓のあり方をさぐ

る運動を貰践してきている。 r二十一世紀の結縁と葬迭を考える曾」は2000年にはそ

の名をエンデイングセンターと改め、 2007年にはNPO法人として東京都の認証を受

け、 「フェステイパルー安穏」も第18回を迎えている。その井上氏によれば、 90年代

以降の墓の変化は、 3点にまとめられるという 13)。第ーは、脱「継承J (継承を前提

としない墓の登場、墓の有起源化)、第二は、自然志向(散骨、樹木葬)、第三は、

個人化(オリジナルデザイン墓地、個人墓、手元供養)である。確かに、この傾向は

認められ、岩手勝一関市の失峨院の「樹木葬」墓地や、東京都町田市のエンデイング

センターの「棲葬」墓地など、井上氏自身も参加しリードする市民団体の曾員墓地

で、特定の既成宗教によらない新しい墓地の展開がみられる。ちなみに「棲葬」墓地

にはシンボルとしての樫の木が3本植えてあり「あなたが生きたこと、棲は忘れな

い」というのがそのキャッチフレーズだという。この既成宗教によらない、という点

は重要である。なぜなら、死を語る者はすべて宗翻句にならざるを得ない宿命にある

11 )井上治代「墓と家族の変容』岩波書応2003、同「変貌する死者と生者の接点一葬儀
墓 仏壇一J rシリーズ思想の身体死の巻』春秋社 2006.

12)前掲世6)に同じ

13)前掲 注(11)に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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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らである。それを自覚しながら、超宗教の立場を貫く姿勢は、死と葬と墓の問題に

関わりながらも、特定の宗教からしっかりとした距離をとっている点で、井上氏の提

唱するスタンスは世倫怜意床においても貴重である。

こうした家や血縁によらずに希望曾員 を登録し、途中脱退も 自由な、

新 しい縁をも って、 墓地を共同利用する 墓地設営を、井上氏が提唱して

いるその背景 として考えられるのは、旧来の直系家族とか世代家族など

と呼ばれる先祖代々の家督 を継承する、縦につながる「家」のシステム

とは別に、新しい都市化社曾、企業社曾に針応して多数を 占めるように

なってきた核家族 とか夫婦家族などと呼ばれる新しい家族の、近未来像

に向けての社曾皐者としての展望であろう 。核家族や夫婦家族というの

は、やがては子どもの濁立 と雨親の高齢化、が必然である 。そして結局

のところ、濁居、要介護の老人を生み出きざるを得 ない家族形態であ

る。つまり、 「核家族、行き 着 く先は濁居老人、 要介護」、というブ

ラックユーモア、川柳もどきが生まれるのも、核家族とは、家族が個々

人へと分散、分化していくに決まっている家族の過渡的な形態であり、

老親介護能力のきわめて脆弱な家族形態だからである。だからこそ、そ

のような家族に替わる枇曾的な老人介護の補顛システムの構築が求めら

れ、 卒成9年(1997)の介護保険法の施行とその改正が試みられているので

ある。

しかし、 一方、先組代々の「家」を継承して、その「家」を 守 り、

「家」の先祖代々の墓を守っていこうとする家族も、農村枇曾にはまだ

まだ多 く残っている。現金牧入はたとえ少なくとも、先祖伝来の家屋敷

や耕作地や墓地を守る家族の生活力は、時代の風潮を越えてなかなか根

強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私の小さな民俗調査の経験の中での質感

でもある。そしてまた、 1990年代以降、さかんにとりあげ‘られるように

なった散骨や樹木葬などについても、民俗の長い伝統の中では、それら

はいつかどこかで見た光景であり、ことさらに新奇な方法というほどで

はないというのが質感である。

特定の家の匝蓄を設けずに墓域を完全な共同利用に供して、個々の埋

葬地点には樹木などを目印にしてきた例は、前掲の雨墓制の埋葬墓地の

利用形態に共通するものに他ならない(図P105、P106)。また、散骨の

風習 も古< r万葉集」の時代には次のような挽歌が多く歌われているよ

うにむしろ一般的なものであった14)。

「秋津野を 人の懸くれは‘ 朝蒔きし 君が思はえて 嘆きはやまず」

14)前掲 j瓦18)に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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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奇妙な葬儀

いま、伝統的な観点からいえば都市部の核家族の場合には奇妙な葬儀

が多い。そのいくつかをあげてみると 、第ーには、骨葬とか直葬などと

いって、葬儀の讃経と引導わたしの儀礼の前に、すでに遺体が火葬きれ

ているかたちである。伝統的な葬儀では、死者はこの世に未練や執着を

残しがちであるが、借侶のあげる経文の導きの通りに、来世への成仏と

往生が願われたのであった。 そして、そのための讃経や引導わたしで

あったのに、それもなされないまま、すでにお骨となってしまった死者

に、{曾侶はどのような経文をあげるのか、借侶の困惑の撃も聞かれるの

が現状である。第二には、通夜を通夜式などといって、本来は葬儀で着

用する荘巌服を僧侶が通夜でも着用して、讃経のあとで法話もし、翌日

の葬儀とほぽ同じ内容の儀市しを行ない、また参列者も翌日の葬儀よりも

多いというような例がふつうになってきている 。現在では、参列者の敷

は通夜が7割で葬儀が3割というような例もめずらしくない。第三には、

式中初七日などといって、葬儀の終わったその式場で出棺前に初七日の

法要を行なってしまう例が増えていることである。初七日は本来は文字

通り七 H目に行なうものであったが、近年は還骨法要などといって、火

葬が終わっていったん蹄ってから初七日法要を早めに前倒しして行なう

例が多くなっていたのに、それがさらに出棺前にまで早められてきてい

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変化は、伝統的な習俗の意味も仏教的な葬儀の考え方も理

解されずに、遺体庭理の上での火葬場の順番と便宜、企業社曾の参列者

たちの参列可能な時間とそれへの便宜、などが、仏教的な考え方に優先

して、起こってきている変化と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 。基本的に葬儀に

関与している力には三種類があり、第ーは、地域社曾ごとの伝統的な習

俗の規制、第二は、葬式仏教などといわれてきたように寺院や借侶の意

向、そして第三が、新たに登場してきた葬儀業者の意見、である。かつ

ては第一 と第二の力関係のバランスて¥ 「家(村) 寺 墓」の三者が一

体となって、 一定の地域枇曾の伝統的マニュアルができあがっており、

それにしたがって葬儀は執行されていた。そこに、新たな第三の葬儀業

者の作用力が加わってき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 。そして、その反面、

「家」は都市に流出した人びとの間では核家族という形態へと分散し、

「寺」は都市へ流出した人びとを檀家制度の枠内に確保できず、という

状況の中で、新しい第三の葬儀業者の意見が強く反映される紋況へと

なってきている 。 とくに寺檀関係のない都市住民の場合、一人の死者を

めぐって、病院、葬儀業者、寺院と僧侶、の三者聞の情報ネ ットが形成

きれ、きらには、そこに斡旋や企蓄を専門とする新しいプロ夕、クション

的な業種も参入してきて、その四者間で葬儀産業の牧盆分配が行なわれ

ているという指摘さえあるのが現状である 。 r死と 葬儀の商品化」も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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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やここに極まれりの感ありなのである。

冒頭で紹介した「千の風」ブームも、このような「家(村) 寺 墓」

の三者が一体となっていた伝統的な葬儀マニュアルと霊魂供養マニュア

ルが動揺し混鈍している現在、とくにその伝統の継承の現場から遠ざ

かっていた現在の高齢化都市住民たちが、単純素朴で、アニミズム的な霊

魂観に感鳴しているものと看取できる。そのような自然崇拝的なアニミ

ズム信仰であれば、精霊は、風にも雲に も鳥にも星にも、それこそどこ

にでも宿る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それは一見、純粋無垢な霊魂観のよ

うに思えるかもしれない。 しかし、決してそうではない。少 し考えてみ

ればわかるように、かつての伝統的な葬送観念が包括 していたよ うな、

生きている自分たちの側から不安な死者たちの苦 しみや迷いを想像し共

感してその冥帽を祈るという、他者愛の想像力によるものではなく、あ

くまでも自分の愛する彼や彼女を失った喪失感に戸惑い悩む自分自身の

精神安定回復を求める小きな自己愛の想像力によるものに他ならない。

悲嘆の中にいる自分が癒されたい、それだけなのである。恐ろしくも不

安な死者の行く方への心配や応援ではない。科皐技術と資本主義と民主

主義の全盛期であり、それを謡歌する人たちには理想的世界かもしれな

い現代社曾が、賓は死者への想像力のきわめて貧困な世曾、つまり文化

的には貧困な枇曾なのかもしれない、そんな疑問をいだかせる 、それが

「千の風」ブームである。

3)医師が動いた

ここで紹介するのは、富山麻の璃波サンシャイン病院副院長の佐藤伸

彦医師から、この秋に私宛にいただいたメールである。私信を公開する

ことは'陣られることであるが、佐藤先生の了解を得てあえてそれをここ

で紹介しておきたい。なぜなら、これは病院と医師が、死と葬迭の領域

へと踏み込んだ、まさに記念すべき歴史的で畜期的な第一歩だからであ

る。 I死は医皐の敗北」 として、これまで医師は死者へ関わることはな

かった。 I生きてて病院、死ねは‘寺」とか、 「生きてて医師、死ねば借

侶」、といわれて生と死とは近代社曾にあっては、これまで完全に分離

されてきた。 しかしいま、死と向き合い、死者と誠買に向き合い、その

葬儀に参列して、一人の人間と して、人間同士として、その別れの儀式

に参加する医師が、また看護師が、現れてきているのである。

「前回もお話したかと思います。葬儀で、主治医が、死亡までの経過

をお話しするという、ちょっと前代未聞のような話ですが、私自身はい

たってまじめで、それが主治医としての役目だと思っておりました。そ

の話をしていた患者さんが、本日未明に亡くなられました。

静かな最後でした。夕方家族の方がわざわざ病院まできてくれて、

「いつぞ、やのお話、していただけるならお願いしたい」とのことで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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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大変ありがたい話です。

明日通夜、明後日葬儀で、葬儀の喪主挨拶の前に3分ほどで話す機曾

を得ることが出来ました。何を話すか迷うことはなく、当院に来られて

からの~丈態を話すつもりです。寝たきりで、コミュニケーショ ン もとれ

ず、私も一度も曾話を したことがない人でしたが、家族が毎日のように

来られ、大事にしておられました。その関係性が今日まで生きてきた証

なんだということを付ーけ加えたいと J思って います。

どのような、反応があるのか怖いのも事買ですが、こうしたことを地

道に績けていくことが、地域における、 「死の文イ七」、といえば大げさ

ですが、死を見つめ、生を考える一助になればと思います。

というより、私自身が、 責任持って最後 まで診た、という納得を得た

いからなのだと思いますが。

またご報告 します。」

2∞7年9月26日

「今日、葬儀に出てきました。主治医として 2年牢関わってきた人で

す。さすがに、緊張しました。

お坊きんはデンと 座っているし ・。 (大谷振で した

今 までの経過と、 当院での最後のJ伏況を話し、よく通ってくれていた

娘さん 2人の話しをしました。

参列した人にどのようにとられたのかはまったくわかりませんが、僕

自身はこれで一人の人を最後ま

で責任を持って見届けた、という 達成感がありました。

この達成感という感魔が、買は高齢者医療にはなかった気がします。

救命救急を していた時は、

大変だったし、 辛いことも多か ったですが、 達成感、満足感は得られ

てました。

でも 、今 日葬儀で話を して、久しぶりに、 達成感がありました。医療

側と家族とが、 一つの命を看

取ったという感売がありました。

とんでもない医師だと 言われ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 ー・ 。 こう

した取り組みを、地道ですが可能

な限り、この地域で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葬儀で医師が報告する

ということが当たり前のようにな

れば、何か「死」というものの考えが変わって い く予感がし ますが、

どうでしょうか。」

2007年9月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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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は仁術」、という諺は一概に嘘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葬儀

業者の大幅な関与をはじめ、これまでの葬迭儀礼の伝統の枠組みやマ

ニュアルが解体して大きな混沌H犬況が現出している中にあって、逆に思

いもかけぬ素朴な人間性という原理原則が顕在化してきたのである 。こ

れは、感情を介在きせずに冷静に職務に専念するという医皐や看護阜の

原則には反するかもしれない行動である 。 しかし、その原則を越える

ヒューマニティ、人間性にもとづく根源的な衝動がいま北陸のー病院か

ら現われ、質践に移されていることの意義は大きい。やはり、死者を前

にした人間は、決して自己愛だけの存在ではない、と勇気づけられるの

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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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천(千)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가 일본 중고년충 사이에서 조용한 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06년 섣달 그음날 NHK 홍백가합전에서 테너 가수 아키가와 마 

사후미가 부른 것이 계기다~ 2001 년 미국 뉴욕의 9.11 테러 후 누군가 옮조린 시 

에 작가 아라이 만이 번역하여 곡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많은 불교 

관계자들은 강한 위화감을 표명하고 있다. 고야산 진언종 관장인 松永有 경새慶 

뼈는 불교는 윤회를 벗어나 해탈과 깨달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기본 정 

신으로 하는 가르침인데 “나는 무덤에 없어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라는 가사 

내용은 불교와 정면으로 상반되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한다. 나의 동료인 민속학자 

세키자외{關澤) 마유미 씨도 이렇게 서술한다. 지금까지 사자의 육체와 영흔은 부 

적과 진정을 필요로 하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성불과 왕생이라는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진송과 공양 의례가 전숭되어 왔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병원 

새病院쩨에서 장의사와 화장장 직원의 손에 의한 신속한 유체(시체) 처리라는 방 

식이 실현됨에 따라 ‘죽음과 장의의 상품화’ 현상이 진행되고 많은 사람이 ‘죽음 

의 현장’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현대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는 

붐이라고 ‘천의 바람’의 가사에 나타나는 영혼관은 불교의 가르침이나 전통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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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흔관과는 크게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고 싶다. 

1. 전통사회의 죽음과 장송 

1 ) 죽음 · 장송 • 묘제 자료조사{미에현 도바시의 사례) 

먼저 소개하는 것은 1960년대까지 일본 각지에 전승되었던 장송賽送) 민속이 

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1997, 1998년에 ‘죽음·장송·묘제의 변용에 관한 

자료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지역의 1960년대의 장의와 1990년대의 장의 사례 비 

교를 전국 각지 60지역(실제로 수집된 것은 58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그 중에서 미에현 도바시에서 1960년대까지 행해졌던 장의 사례를 소개한다. 

사망이 확인된 후 일련의 장송 의례가 완료되기까지의 흐름은 <그림 P9>에서 

보는 대로 총 4일간이 걸린다. 사자{死者)를 굽힌 상태가 그림 〈그렴 P7>이다. 머 

리맡에는 젓가락을 세운 사자밥에 초와 향을 사르고， 시체에는 부적인 칼(날이 있 

는 도구)이 놓여 있다. 관은 좌관이고 못은 돌로 박는대그림 P8). 제단은 관이 

중심에 있고 유영(遺影: 고인의 초상이나 사진)은 없다(그림 P10). 장의는 상가에 

서 다다미방을 열 장 정도 뚫고 승려의 독경과 친족의 분향을 중심으로 행해진 

다. 끝나면 다다미방에서 정원으로 출관한다 장례 행렬은 <그림 Pll >에 보는 대 

로 붉은 깃발이 선도하고 마지막 열에 일반 참가자들이 따른다. 위패를 들고 관을 

메는 것은 가까운 친척의 역할로 <그림 P12>에서 보듯 사자와 같은 의복을 입고 

이마에 삼각 베를 붙인다. 묘지에 도착하면 토장을 하는데 그 모습은 <그림 P13> 

에서 보는 대로다. 

2) 세 종류의 관여자 

전통적인 민속의 관점에서 장의에 관여하는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4 

A: 혈연적 관계재가족 · 친족)， B: 지연적 관계재이웃)， c 무연적 관계재숭려) 
이다.A는 삶에서의 밀착 관계가 죽음의 밀착 관계로 간주되어 생과 사의 경계에 

위치하는 사자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 곧 사자와의 신체적 접촉， 구체적으로는 

통야의 곁잠에서부터 탕관(업관하기 전에 시체를 더운물로 씻는 일)과 입관 동의 

작업을 분담하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의식주에서 복싱t服폈의 상태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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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실무적인 사자 장송， 예를 들면 ~구 만들기와 식사 제공， 

매장 둥의 실제적인 작업을 분담한다. 죽음에 의해 일어나는 이상 사태에서 통상 

적인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작업이며， 사자와 A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 일정 기간 꺼리고 복상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B이다.c 

는 전문적 직능자로 독경과 사자에 대한 설법 둥 특수 기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죽음과 죽음의 부정에 대처한다. 그 전문적 직능에 의해 개별 사례로서는 B로부 

터 촉예(觸據)나 복상을 요구받지 않지만 계속 특별한 위치， 전문직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전통적인 사댄촉團제도 하에서의 사원이나 숭려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1970년 전후로 급증한 장의업자도 C의 위치에 있다. 식장 운영부터 징L구 제공， 

의식 진행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로 음식점과 제휴하여 식사 제공도 담당하 

게 되었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 장례식장 경영으로 진출해 최근에는 장의업자의 

분담 범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났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장의의 주도권을 장악하 

고 있는 사원과의 관계가 미묘한 상황이 되어 있다. 

3) 세 종류의 쌀 

일본의 전통적인 죽음과 장의에서 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빼놓을 수 없는 음 

식물이었다. 쌀에는 영력(靈力)이 깃든다고 보았고， 사자의 안정과 생자의 안전을 

위해 쌀이 필요했으며， 특히 양재兩者)의 이별 의례에도 쌀이 필요했다. 곧 일본 

의 죽음과 장의에서는 세 종류의 쌀이 동장한다. 첫째로는 사자의 쌀이다 임종 

시에 혼드는 쌀， 혼 부르기에서 대나무통 바닥을 두드리는 주술적 방법， 사자밥 · 

사자단지{그림 P20 , P21 ), 목에 거는 두타 주머니의 오곡， 절에 보내는 쌀 등이다. 

둘째로는 생자의 쌀이다. 귀막기떡， 탕관주， 묘혈파기주 둥이다. 셋째는 사자와 생 

자의 이별에 쓰이는 쌀이다. 출상 시의 찬.， 49재떡(그림 P27 , P28) 둥이다. 

4) 세 종류의 처리 

죽음을 둘러싼 처리에는 육체의 처리， 영혼의 처리， 사회적인 처리라는 세 종류 

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은 프랑스 사회학자 로베르 에르츠이다. 첫째， 사체의 처리 

는 일련의 장의와 토장 또는 화장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흙으로 돌아갔다. 옛 

날 오키나와에서는 풍장과 세골(洗骨)을 하기도 했다. 둘째， 영혼의 처리는 일련의 

장의와 초칠일， 49일의 법샤 또 첫 오봉부터 매년 오봉의 공양， 일주기， 3주기， 

이후 계속된 제사 공양， 그리고 33주기의 애도 둥이다. 이런 공양 의례를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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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사자의 영혼은 불안정한 사령(死靈에서 안정된 조상의 영으로 받들어졌다. 

셋째， 사회적 처리는 가족과 친척 또는 촌락과 조직 안에서 결손된 사자의 공석， 

가령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족장으로서의 역할 둥 다양한 사회 조직의 업무가 

일정한 의례를 거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고 그 기능의 계숭과 재생이 이루어 

졌다. 

5) 계속된 사자 공양 -사령에서 조상령으로

@ 계속된 공양 

죽음을 둘러싼 세 종류의 처리 가운데 육체의 처리는 고대사회의 빈소의 습속 

과 빈궁의 의례는 일정 기간 계속되었는데 근세부터 근대사회에서는 비교적 빨리 

묘혈 안의 흙 속에 매장하고 그것으로 완료되었다. 그런 가운데 오키나와의 풍장 

과 7- 13 년 후에 이루어지는 세골은 비교적 오랜 기간을 두고 육체를 처리하는 장 

법이다 그에 비해 영혼의 처리는 신중하고 정중하게 계속되었다. 매장 다음 날의 

묘지 정돈， 7일간의 묘소 문안， 6일째와 7일째의 제사 및 초칠일의 의례， 49일의 

법샤 첫 오봉" 1 주기， 7주기， 13 주기， 21 주기 기일， 마지막으로 33주년 기일 또는 

50년 제사를 모시는 일까지 오래 지속되었다. 제사를 지낸 뒤에는 조상이 되기도 

하고 신이 된다고도 했대그림 P32- P35 참조). 

@ 매장 묘지의 설치 

1960년대까지 일반적이었던 토장의 경우 이웃집 남성이 당번을 정해 순번제로 

묘혈 파기의 역할을 담당했대그림 P37) 판 무텀에는 사자를 매장할 때까지 마물 

(魔物)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를 막는 날t꺼)이 있는 도구를 걸어두었다 

(그림 P38). 매장하고 나서는 일본 각지에서 지방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묘상 장 

치를 설치했다. 대나무를 삼각추 형태로 묶은 것이나 날차로운 대나무로 사각으로 

둘러친 것， 엄청난 지붕을 한 것 등 다양했다. 나는 전국 각지의 사례를 수집 정 

리해본 적이 있는데 그 결과 판명된 것은 어느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매장 후 곧 

바로 사체를 들개 둥이 파내 먹어버리지 않도록 한다는 방어 목적과 동시에 감각 

적으로는 사령과 사예(死據)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마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진 장치다. 그리고 그 기본 구성 요소는 

태양의 볕을 피하는 지붕과 들개나 마물을 피하는 울타리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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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란분재 행사와 사자 공양 

여기서 전형적인 신불의 첫 우란분재(오봉)의 공양을 위한 단을 소개한다. 신불 

을 위한 제단은 집 안이 아니라 횟마루 쪽에 설치하는 예가 많은데 그것은 아직 

불안정하고 진정되지 않은 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P46 , P47>은 고 

치현 도사시 甲原에서 만들어진 미즈다나이다 <그림 P48>은 오사키부 치하야아 

카사카촌과 나라현 大쩨性IIIT의 아라타나다 <그림 P49>는 도치키현 이치카이마치 

의 첫 우란분재의 신불을 맞기 위한 둥롱{燈觸이다 <그림 P50>은 나라시 水間

의 0배와 신불을 위한 장치이다. 옥외에서 가까운 콩줄기 속에 공물이 바쳐져 있 

는 것은 아귀를 위한 것이고 횟마루 쪽에 띠가 덮여 있고 사각 입이 벌어져 있 

는 것은 신불을 위한 것으로 안에는 위패와 공물이 올려져 있다. 안쪽 다다미방의 

불단 앞에는 선조들의 위패를 모시고 공물을 바친다. 아귀와 신불， 그리고 선조 

삼자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P51 >은 같은 나라시 수간의 신불이 

없는 보통 가정의 우란분재 공물로， 선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식하여 젓가락이 

꽂힌 모란맥을 바치고 있다 <그림 P52>와 <그림 P53>은 같은 집의 아귀를 위한 

공물로 횟마루 쪽보다 바깥에 놓여 었다. 아귀와 연고자가 없는 혼이 우란분재에 

떠돌다 공물을 원한다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가정의 선조와 신불의 

공물을 훔쳐가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바치는 것이다. 또 우란분재에 찾아오는 신불 

과 아귀는 물가에서 제사 지내는 곳도 있다 <그림 P54>는 고치현 기타가와 무라 

의 강가 모래밭에 만들어진 신불을 위한 단이다 우란분재에 바친 것을 일괄하여 

강가의 모래밭에 띄워보내 선조를 보내는 예는 널리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림 P55>와 <그럼 P56>은 시즈오카현 안배강 상류 마을의 우란분재인 16일의 정 

령 보내기 광경이다 <그림 P57>은 가나가와현 요코스차시 삼호의 우란분재 정령 

선(精靈船)인데 젊은이들이 헤엄치면서 끌어 바다로 보내고 있다. 

한편 아이를 낳다 여성이 죽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방황하다 왕생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관정(灌頂 정수리에 물을 붓는 의식) 또는 아라이자라시(여 

러 번 빨아 색이 바랜다는 뜻)라고 해서 경문 둥을 쓴 포목을 작은 네 기둥에 붙 

여 강 근처의 길가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끼얹게 해 그 

천이 찢어지면 무사히 성불한다고 믿었다 <그럼 P58> <P59>가 그것이다. 해산 

하다 죽은 사람이나 익사자 동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한 사람을 공양하기 위해 

강에 가와세가키(川施戰鬼)라고 하는 탑을 세우고 공협F는 예도 있는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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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은 고야산의 예이다. 33주기의 애도식에는 잎이 붙은 삼나무 탑에 경문을 써 

서 세우고 마지막 법사를 하는데 <그림 P61 >은 교토 회뼈의 예이다. 

@ 석탑의 조사사례 

일본의 불교가 일반 서민에게까지 널리 보급된 것은 에도시대 사댄촉團제도가 

철저해지면서부터다. 후에 장식불교라고 불리듯이 단가의 장의와 묘지 운영에 단 

나사가 관여한 부분은 크다. 특히 묘지의 석탑 조성 동향을 사이타마현 리자시의 

근세 초엽 이후 계속 이용된 진언종 보광명사의 경내 묘지에서 조사한 것이 있기 

에 요점을 소개한다'. 1982-83 년에 걸쳐 조사한 것인데 일부 새로운 구획을 제외 

하고 총 153371의 묘가 확인되었다 〈그림 P64>에서 보듯이 초기의 석탑은 

1621-1640년의 간에이(寬永)기 20년간에 6기， 다음 20년에 16기， 그 다음 간윈寬 

치 · 엔봐延簡기에 62기로 거의 정착되고 겐로퀴元錄)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 

한다. 석탑의 형식과 조성 취지의 변천을 정리한 것이 〈그림 P65>이다. 형식은 

초기에는 오륜탑과 보상인탑에 불종자가 새겨졌고 숭려와 유력 단가의 석탑이 주 

를 이루었다. 조성한 취지는 보리[홈提. 불타 정각의 지혜]를 위해서였다. 그러다 

차츰 변회를 보인 寶層뼈 1751-1764)를 기점으로 형식이 불교적인 당시까지의 

불상 비와 판비 형태에서 단순한 상자 형태로 비뀌었고 취지 역시 영위(靈位 죽 

은 이의 흔， 위패)로 바뀐다. 댄포기(天保期 1830-1844)에는 더욱 각주형에 불종자 

를 새기지 않고 가문{家뼈을 새기는 형태로 바뀌었다. 한편 누가 누구를 위해 석 

탑을 건립했는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남편이 처 

와 자신을 위해， 또는 부부와 요절한 자식들까지 포함해 모두를 위해 세운 예가 

많았다 결코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이 양친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가문이 주류가 되는 멘포기 이후는 집안의 선조를 중시하는 의식이 강해지 

고 특히 메이지 30년대 이후에는 대형 ‘ 007l(쩌 선조 대대의 묘’가 주류가 되 

었다. 결국 석탑은 사단제도와 불교의 영향으로 부부와 요절한 자식의 내세의 안 

온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지만 차츰 불교적 색채가 줄어들고 가문을 계 

숭하는 상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가문 의식과 가계 계숭의 상정으로서의 의미는 

석탑의 역사에서 그리 오랜 전통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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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사회의 죽음과 장송 

1 ) 농촌과 도시(도치키현 하가군의 사례) 

현대 일본 사회의 죽음과 장송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농촌지역과 도 

시지역의 차이도 크다. 그러나 소비적이고 기업형인 도시형 사회화로 가는 흐름이 

일본 전국을 휩쓸어가고 있어 꼭 농촌지역에 오랜 전통이 남아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농촌지역에는 도시에는 없는 개쩌 단위의 경작지와 촌락 단위의 

공유물 둥이 있고 그 촌락사회는 일정한 공동체적 성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농 

촌과 도시의 차이는 역시 뿌리 깊게 남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미 최후가 될지도 

모르는 도치키현 하가군의 농촌지역 가정에서의 장의와 토장 사례를 동료 민속학 

자 세키자와 마유미 씨가 조사하고 촬영한 사진과 조사 자료를 차용하여 삽H한 

다 <그림 P68>이 가정 다다미방에 설치된 제단이다. 단7}사의 주지가 관을 향해 

앉고 가족과 친척은 참례지들에게 답례를 하고 있다 <그림 P69>는 장의사 여직 

원이 참례자에게 손 씻는 물을 서비스하는 모습 <그림 P70>은 도나리구미(憐組: 

동회， 부락회 둥 지역조직) 남성들이 관을 메어 내고 있는 장면 <그림 P71 >은 

출관 후 관이 안치되어 있던 다다미방을 도와주러 온 이웃 여성들이 벗지루로 쓸 

어내고 있는 것 <그림 P72>는 마찬가지로 도와주는 남성이 다다미방에서 소쿠리 

를 굴리며 마물t魔物)과 사령($屬을 제거하는 주술을 거는 장연인데 주지는 묵인 

할 뿐 관여하지 않는다 <그림 P73>은 관을 손수레에 싣고 장례 행렬이 집에서 

나가는 장면. <그림 P75>는 도나리구미의 담당 남성들에 의해 토장이 행해지는 

모습 <그림 P76>은 매장이 끝나고 가족과 친척이 향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이 

다. 이상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예부터 전해오는 장의 모습을 기록한 귀 

중한 사진 자료이다 <그림 P77>은 오카야마현 勝田군 농촌지역에서 장의 행렬 

길을 쌀겨와 소금을 이용해 청결히 하는 모습이다. 

2) 도시 저명인사의 장의 -호화로운 제단 · 웃는 유영-

현대 일본의 장의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1991 년 창간 

된 잡지 <SOGI> 이다. 이 잡지를 내는 표현문화사의 편집대표는 陣文감創 씨로 

능력 있는 편집 담당자를 다수 거느리고 있다. 이 잡지가 귀중한 것은 1991 년 이 

래 당시의 장의를 둘러싼 문제점을 정확히 포착해 동시대적으로 소개해 왔다는 

점이다. <SOGI>에 실린 한 도시 저명인사의 장례 사진을 보자 <그림 P79>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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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슈퍼마켓 다이에의 창립자 나카우치 이사와中內功) 씨의 제단이다 <그림 

P80>은 낭훼浪찌의 명인 미야코 轉 씨， <그림 P81 >은 소설 〈越前竹A形 둥으 

로 알려진 작가 미즈카미 쓰토무{水上助) 씨， <그림 P82>는 ‘8시반의 남자’로 불 

린 요미우리 전 투수 미야타 마사노리(宮田狂典) 씨의 제단이다. 미즈카미 씨에게 

는 대나무를 맞췄고 미야타 씨에게는 야구공과 시계를 곁들이는 둥 고인을 기념 

한다는 면이 전면에 나와 있다. 또 <그림 P83>은 바다에 산골(散骨)하는 모습인 

데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게 된 것도 최근 장의의 특징이다. 

이처럼 현재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도시의 장의 절차의 기본적인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CD 임종*의사의 사망 판정 *유체(사체) 처치 

@ 준비*가족과 친족의 상담 *관계처 연락 

*회장허가증 

*유체 반송 *유체 안치 

*장의업자 선택 *사망신고 

@ 납관*유체 처치(마른걸레질， 사자 장속 기태 *납관 

@ 통야*조문 접수 *독경 *통야 접대 *통。k유해를 지키며 밤샘) 

@ 장의*조문 접수 *장의식 *고별식 *출관 

@ 화장*고별 *호0f*습골(治骨) 

@ 장의 후 의례 *환골법요 *초칠일 법요 *정진기간(육식을 금하고 채식 

하는 기샌이 끝나고 평상시의 식사로 돌아감 

@ 탈상*49일 법요 

구성상의 특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호화로운 제단 2. 웃는 유영 3. 개인의 기념물 4. 장의식 5. 고별 

6. 참례자(혈연 · 지연 외에 사떤社緣도) 7. 장의업자 8. 통야t본 징L례식 참례 대체) 

9. 하루 동안의 단시간 

3) 변화와 차이 

X:전통적인 장의와 Y:현재 도시지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장의의 차이를 앞에 

서 거론한 1-9에 따라 비교해본다. 

1. X :불단 앞에 소박한 관 안치 Y :호화로운 제단 

2. X :사안(死觸 · 최후의 이별 · 출관 시 Y:웃는 유영 

3. X :口口口口없음 Y :개인의 기념물 

4. X :장의식(독경 · 분행 Y:장의식(독경 · 분향) 



5. X:口口口口없음 

6. X:참례재혈연 · 지연 • 무연) 

7. X:친족과 이웃 주민의 상호부조 

8. X:통얘매장 및 회장까지의 한 단계) 

9. X :장식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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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고별식 

Y:(社緣)

Y:장의업자 

Y:본 장례 참례 대체 

Y :하루로 단기간 

4를 제외하고 다른 점은 큰 변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1.2 .3 .5.는 사자를 생전의 이미지로 기억하고 기념하i찌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메모리얼 세레머니(기억과 기념을 위한 의식)라고 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5.6 . 8 . 9 .는 현대 도시형 기업사회에서 참례자의 스케줄에 맞춘 형태로1 

그들과의 이른바 페어웰 세레머니(고별 인사를 위한 의식)로 볼 수 었다. 

3. 죽음과 장의의 변화 -60년대부터 90년대로-

1 ) 집에서의 죽음에서 병원사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친 고도 경제성장은 일본의 전통적인 민속 행시를 

그 뿌리에서부터 크게 바꿔놓았다. 죽음과 장의， 묘지의 변화도 그 일환이다 <그 

럼 P87>은 집에서의 죽음에서 병원에서의 죽음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역전이 일어난 것은 1975년경이다. 

2) 토장에서 화장으로、 이웃끼리의 부조에서 장의사로 

<그림 P89-P92>는 토장에서 회종년료1 또 가까운 이웃의 상호협력에서 장의사 

의 관여로 변화한 것이 각각의 지역에서 언제 일어났는지，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자료조사 데이터를 통해 소개한 것이다<그림 P93>은 1960년대와 1990년대 토 

장에서 회Jc!년로 변화한 사례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P94-97>은 死裝

束 만들기와 징k구 만들기， 탕관과 입관을 담당한 사람이 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자료는 조사를 이끌었던 동료 세키자와 마유미 

씨가 정리한 것으로 여기서는 그의 논문에서 요점을 소개한다. 

첫째， 장의에 관여하는 사람을 A:혈연적 관계재가족 · 친족 둥)， B:지연적 관계 

Àk이웃이나 부락， 계원 둥 지역사회의 사람들. 최근에는 회사 둥 일 관계자社緣도 

여기에 포함된다)， C :무연적 관계자(승려 퉁 종교적 직능인. 단 최근에는 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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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회장장 직원， 또 사망 시에는 병원 관계자 둥도 포함된다) 3자로 분류하 

면， 이들의 장의에서의 역할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장구 만들기 

는 B에서 C후 死裝束 만들기는 A에서 C로 넘어가고 탕관은 A에 의한 전통적인 

방식이 소멸 또는 간략화되고 C에 의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단， 입관은 아직 A 

가 다수인데 그런 가운데 C가 맡는 예도 나타난다. 곧 ‘장의의 상품화’가 진행되 

고 있는 것이다. 

3) 사령에서 사자로 

둘째， 장의에서 마귀를 쫓는 다OJ'한 방식(부적)의 전숭과 그 변회를 볼 수 있다 

(그림 P99-101). 여기에는 사자의 육체와 영혼을 마물로부터 지키는 의미를 지닌 

것과 산자가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지 않도록 사령이나 사예로부터 지키고 그 생 

명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칼， 거꾸로 된 

기모노， 죽은 사람 머리맡에 거꾸로 세우는 병풍， 고양이를 꺼리는 금기， 통야의 

불침번， 꺼트려서는 안 되는 불， 사자밥， 사자경 단 퉁이 있다. 후자의 예로는 귀 

막기， 탕관주， 묘파기술， 장지로 출발하기 전 먹는 밥， 밥공기 깨트리기， 질긴 떡 

둥을 들 수 있다 사지를 미물로부터 지키는 전자의 습속은 1990년대에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데 비해 산자를 사령과 사예로부터 지키는 후자의 습속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사령이나 사예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관념이 급속히 희박 

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 배경으로는 죽음의 영역에서 C라고 할 수 있는 

병원의 관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세키자와 씨에 따르면 죽음이 전 

통적으로 육체로부터 영혼이 유리되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과는 달리 개인 생명의 

종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사자는 유해와 사령， 사예가 아니라 사체와 사자 

라는 존재， 즉 ‘영혼’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지금 

까지와 같이 주의 깊게 사후 세계로의 여행을 위한 의례를 거행하지 않으면 사자 

가 사령으로서 받들어지지 못하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에서 생전과 똑같은 개성을 

지니고 있는 개인으로 기억되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4. ‘개인화’ 시대의 삶과 죽음 -2000년대 초반의 동향-

1 ) ‘家’(직계가족)에서 가족(핵가족)으로 그리고 개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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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을 ‘장송의 산이 움직인 해’라고 위치를 부여한 사람은 사회학자 이노우 

에 治代 씨이다. 나도 같은 견해에 서서 1991 년 책을 집필하여 그 전후의 동향을 

정리한 적이 있다(그림 PI04) 이노우에 씨는 1990년 ‘21 세기의 결연과 장송을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니가타현 妙光촉에서 제l 회 ‘페스티벌 안왼安穩)’을 

개최했다. 그 이후 정력적으로 종래와 같은 ‘집’과 혈연에 의한 묘가 아니라 21 세 

기의 새로운 묘의 존재 방식을 찾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 21 세기의 결연과 장 

송을 생각하는 모임’은 2000년 이름을 엔딩센터로 바꾸고 2007년에는 NPO 법인 

으로 도쿄도의 인증을 받았고 ‘페스티벌 안왼安穩)’도 18회를 맞고 었다. 이노우 

에 씨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묘지의 변화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탈 ‘계승’(계승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묘의 둥장， 묘의 유기원화有起源1t) ， 둘째는 

자연 지행산골， 수목장)， 셋째는 개인화{오리지널 디자인 묘지， 개인 묘 주위에서 

의 공엠이다. 

확실히 이런 경향은 인정된다. 이와테현 이치노세끼시 f觸院의 ‘수목장3 묘지， 

도쿄도 마쓰다시의 엔딩센터 ‘사쿠라장 묘지 둥 이노우에 씨가 참가하여 이끄는 

시민단체의 회원 묘지에서 특정한 기성 종교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묘지를 볼 수 

있다. 분명 ‘사쿠라장 묘지에는 상정물로서 벚나무 세 그루가 심어져 있고 ‘당신 

이 살았다는 것， 사쿠라는 잊지 않는다’가 캐치프레이즈라고 한다. 기성 종교에 기 

대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죽음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 종교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자각하면서 종교를 초월하는 입장 

을 관철하는 자세는 죽음과 장례， 묘의 문제에 관계하면서도 특정 종교로부터 분 

명한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이노우에 씨의 제안은 세속적인 의미에서도 귀중하다. 

이노우에 씨가 집안과 혈연에 의거하지 않고 희망 회원을 둥록하고 도중에 탈 

퇴도 자유로운， 새로운 연을 가지고 묘지를 공동 이용하는 운영 방식을 제안한 배 

경으로 무엇일까. 종래의 직계 가족， 세대 가족으로 부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독{상속재을 계숭하는， 종적으로 연결되는 ‘가家’의 시스댐과는 달리 새로운 도 

시화 사회， 기업 사회에 대응하여 다수를 점하게 된 핵가족이라든가 부부가족으로 

불리는 새로운 가족의 근미래상을 보는 사회학자로서의 전망이리라. 핵가족 또는 

부부가족은 자녀의 독립과 양친의 고령화가 필연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독거， 개 

호가 필요한 노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가족 형태다. 즉， ‘ 핵기족의 귀착지는 독거 

노인， 요개호’라는 블랙 유머가 나오는 것도 핵가족은 가족이 개인으로 분산， 분화 

해 가는 것이 정해진 가족의 과도적인 형태이며， 노인 개호 능력이 극히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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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러한 가족 대신 사회적으로 노인 개호 

를 보충하는 시스댐 구축이 요구되교 1997년 개호보험법의 시행과 개정이 시도되 

고있다 

그러나 한편 농촌사회에는 아직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을 계숭하고 묘를 

지키려고 하는 가족도 많이 남아 있다. 현금 수입은 적어도 조상 전래의 집과 경 

작지， 묘지를 지키는 가족의 생활력은 시대의 풍조를 뛰어넘어 뿌리 깊은 것이라 

는 것이 내가 민속 조사 경험에서 얻은 실감이기도 하다. 또 1990년대 이후 활발 

히 거론되고 있는 산골과 수목장에 대해서도 오랜 민속의 전통 속에서는 언제 어 

디서나 본 광경이고 특별히 신기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느꼈다. 특정 집안의 구 

획을 설정하지 않고 묘역을 완전히 공동 이용하거나 각각의 매장 지점에 수목 동 

을 표시해둔 예는 앞서 든 양묘제의 매장 묘지 이용 형태에 공통되는 것이디{그림 

PI05 , PI06). 산골 풍습 역시 옛날 〈만요슈方葉集>의 시대에는 오히려 일반적인 

것이었다 

2) 기묘한 장의 

현재 전통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도시 지역과 핵가족의 경우에는 기묘한 장의가 

많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첫째는 골쟁骨짧이나 직생直짧이라고 해서 장 

의의 독경과 설법 의례 전에 이미 유체가 화장되어 있는 형태다. 전통적인 장의에 

서는 사지는 이 세상에 미련과 집착을 남기는데 숭려가 올리는 경문의 가르침에 

따라 내세의 성불과 왕생을 기원했다. 이를 위해서 독경과 설법이 필요한데 그것 

이 행해지지 않은 채 이미 뺏가루가 되어 버린 사자에게 숭려는 어떤 경문을 바 

쳐야 할까， 숭려들의 곤혹스러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로는 통야를 통야식이라고 하고 본래는 장의 때 입는 장엄복을 숭려가 통 

야에도 착용하고 독경을 한 뒤 설법을 한다. 그리고 다음 날 하는 장의와 거의 

같은 내용의 의례를 행하고 또 참례자 역시 다음 날 장의 참석자보다 많은 경우 

가 보통이 되었다. 현재로서는 참례자의 수는 통야가 7할， 장의가 3할인 예도 드 

물지 않다. 셋째로는 장의가 끝난 그 식장에서 출관 전에 초칠일 법요를 해버리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초칠일은 본래는 문자 그대로 7일째에 행하는 것이었지만 최 

근에는 환골 법요라고 해서 화장이 끝나면 일단 돌아와서 7일법요를 빨리 행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출관 전으로까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습속의 의미나 불교적인 장의의 사고방식 모두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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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유체처리 과정에서 화장장의 순서와 편의， 기업 사회의 참례자들이 참례 

가능한 시간과 그에 따르는 편의 둥이 불교적인 사고방식에 우선함으로써 일어나 

고 있는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장의에 관여하고 있는 힘에는 세 종 

류가 있다. 첫째는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습속의 규제， 둘째는 장식불교로 말해지 

듯 사원과 숭려의 의향， 셋째는 새로 둥장한 장의업자의 의견이다. 예전에는 첫째 

와 둘째의 역관계의 균형으로 ‘개촌) . 사원 • 묘’ 3자가 일체가 되어 일정한 지역 

사회의 전통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장의가 집행되었다. 거기에 새로 

운 제3의 장의업자의 작용력이 더해진 것이 현재 상태다. 그 반면 ‘家’는 도시로 

흘러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핵가족이라는 형태로 분산되고 ‘사원’은 도시로 유출된 

사람들을 단가제도의 틀 안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 둥장한 장의업자 

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사원과 단가의 관계가 없는 

도시 주민의 경우 한 명의 사자를 둘러싸고 병원， 장의업자 사원과 숭려 이 3자 

사이에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거기에 알선과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덕션 업종까지 참여해 4자 사이에서 장의산업의 수익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지적도 있다. ‘죽음과 장의의 상품화’는 이미 극에 이르렀다는 느낌이다. 

모두에서 소개한 ‘천의 바람’ 붐도 이러한 ‘家(촌) . 사원 · 묘’ 3자가 일체가 되 

어 있던 전통적인 장의 매뉴얼과 영흔 공양 매뉴얼이 동요하고 있는 현재， 특히 

그 전통의 계숭 현장에서 멀어진 고령화 도시 주민들이 단순 소박하게 애니미즘 

적인 영혼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자연숭배적인 애니미즘 

신앙에서는 정령은 바람에도 눈에도 새와 별 그야말로 어디에라도 머문다고 본다. 

그것은 얼핏 순수 무구한 영혼관처럼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 

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전의 전통적인 장송 관념이 포괄하고 

있던 것처럼 살아 있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안한 사자들의 괴로움과 방황을 상 

상하고 공감하며 명복을 빈다는 타자애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 

디까지나 자신이 사랑하는 그 또는 그녀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당황하고 괴로워 

하는 자기 자신의 정신 안정 회복을 추구하는 작은 자기애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 

다 비탄 속에 있는 자신이 치유되고 싶다는 것뿐이다. 불안한 사자의 가는 길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전성기이며 그 

것을 구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적 세계일지도 모르는 현대사회가 실은 λ씨에 

대한 상상력은 극히 빈곤한 사회， 즉 문화적으로 빈곤한 사회일지도 모른디는 의 

문을 품게 하는 그것이 ‘천의 바람’ 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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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가 변했다 

여기에 도야마현 토나미 선샤인 병원 부원장인 사토 뼈彦 의사가 내게 보낸 메 

일을 소개하j찍 한다. 싹1을 공개하는 것은 송구하지만 사토 선생의 양해를 얻 

어 감히 그것을 소개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은 병원과 의λ까 죽음과 장송의 영 

역으로 발을 내디딘， 기념해야 할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죽 

음은 의학의 패배’로서， 지금까지 의사는 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 “살아서는 병 

원， 죽으면 절”이라든가 “살아서는 의새 죽으면 숭려”라고 말하듯 생과 사는 근 

대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완전히 분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죽음과 미주보고 사 

자와 성실하게 바라보며 장의에 참례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간 동료로서， 

그 이별의 의식에 참가하는 의사와 간호λ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장례식에서 주치의가 사망까지의 경과를 말한다는 

조금은 전대미문의 이야기지만 저 자신은 아주 진지하게 그것이 주치의로서의 역 

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환자가 오늘 새벽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한 최후였습니다. 저녁에 가족분들이 굳이 병원까지 와서 ‘전날 했던 이 

야기， 가능하다면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입니다. 

내일 통야 그 다음 날의 장례식에서 상주 인사 전에 3분가량 이야기할 기회 

를 얻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망설임 없이 우리 병원에 오고 나서부터의 

상태를 아야기할 생각입니다 죽 누워 있기만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저도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매일같이 와서 소 

중하게 돌보았습니다. 그 관계성이 오늘까지 살아온 증거라는 점을 덧불이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일을 착실하게 계속해 가 

는 것이 지역에서 ‘죽음의 문화’，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죽음을 응시하고 삶을 

고찰하는 데 일조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저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후까지 진료했다는 납득을 얻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보고하겠습니다. J 

2007년 9월 26일 

「오늘 장의에 갔습니다. 주치의로서 2년 반 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역시 긴장했습니다. 스님은 가만히 앉아 있고 ... 

지금까지의 경과와 우리 병원에서의 최후의 상횡을 이。찌하고 자주 다녀갔 

던 따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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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은 이것으로 한 사람을 최후까지 책임지고 보냈 

다는 달성감이 들었습니다. 

이 달성감이라는 감각이 실은 고령자 의료에는 없었다는 생각이 둡니다. 구 

명 구급 일을 할 때는 힘들기도 하고 괴로운 적도 많았지만 달성감， 만족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례식에서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달성감을 느꼈습니다. 의료진과 

가족 모두 한 생명을 간호했디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의사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착실하게 가능한 

한 이 지역에서 하고 싶습니다. 장의에서 의사가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다면 뭔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데， 어떨 

까요」 

2007년 9월 29일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이 모두 거짓말은 아니다. 장의업자의 폭넓은 관여를 비 

롯해 지금까지의 장송 의례 전통의 틀과 매뉴얼이 해체되어 커다란 혼돈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역으로 소박한 인간성이라는 원리 원칙이 현재화된 것이다. 

이것은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냉정하게 직무에 전념한다는 의학과 간호학의 원 

칙에는 반하는 일인지도 모르는 행동이다. 하지만 그 원칙을 뛰어넘는 휴머니티， 

인간성에 바탕을 둔 근원적인 충동이 지금 호쿠리쿠의 한 병원에서 나타나 실천 

에 옮겨지고 있는 의미는 크다. 역시 사지를 앞에 둔 인간은 결코 -^t71애에만 빠 

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 도표 자료는 지면상 생램 

(번역: 종교학과 박범석) 

주제어 : 죽음， 장송， 묘제， 우란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