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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쉬워하는일들♣
오츠 슈이츠 저서에서

1000 명이 넘는 죽음을 앞 둔 그들이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아쉬워하는 일들을 책으로
정리한 것을 옮겨본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것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평소 자신의 몸을 좀 더 소중히 여겼으면
지금 내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츠씨는 병에 걸리기 전에 검사 등에
돈을 쓰는 편이 현명 하다고 설명했다.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았던 것
오츠씨는 상당수의 말기 암 환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유산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했다.

또 환자가 죽고 나서 재산 문제로 가족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접했다.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

많은 환자들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연주자를 꿈꾼 한 말기 암 환자는 병동에서 불철주야 연습해 처음이자
마지막인 연주회를 열었다.
오츠씨는 “그녀의 최후는 아주 편안해 보였다”고 회고했다..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식욕이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미각이 없어진다고 한다.
어느 말기 암 환자는 유명한 스시 집에 가서 마지막 만찬을 먹었지만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오츠씨는 건강을 잃기 전에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두라고 조언했다.

◆마음에 남는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
마음에 남는
연애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큰 버팀목으로 작용한다.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던 환자들의 얼굴은 상당히 온화했다고
오츠씨는 덧붙였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독신인 채 일생을 끝내는 환자들은
반려자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던 것
꿋꿋이 투병 생활을 하던 한 80 대 노파는
손자가 휠체어를 밀어주는 다른 환자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 저도 아이를 하나 낳을 걸 그랬어요”라고 불쑥 중얼거렸다고
오츠씨는 전했다

◆악행에 손 댄 일나쁜 일을 저질러 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밤새 악몽에 시달리며 남은 생을 힘들게 보낸다.

◆감정에 좌지우지 돼 일생을 보내 버린 것

죽음이라는 큰 산 앞에 놓이게 되면
지금껏 해왔던 고민 등은 아주사소한 일이 돼버린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감정적인 문제로
수 없이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을 후회한다.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 온 것

회사 경영자 등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갖는 후회 중 하나다

주위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유아독존적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 놓여

과거 오만했던 일들을 후회한다.

◆생애 마지막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럼 죽기 직전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식을 잃거나 말할 틈도 없이 눈을 감는다.
건강했을때 가족이나 친구등에게 하고싶은 말을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그밖에 후회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하지 않았던

것

고향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것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

아이를 결혼시키지 않았던 것
죽음을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

자신이 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