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심즉생활
종교의 목적은 인간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며 불법 또한 그러한 이유로 존재한다. 보통 불교를 명상을 통해 세
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종교로 보는 경향이 많으나 이것은 결코 불교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며 현실도피는 진정한 불
법의 정신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성불은 불법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초월적이고 수동적인 경애가 아니라 생명에 환희와 충실감이 넘치
는 가장 가치있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SGI 에서는 ‘신심즉생활’이라고 한다.
니치렌 대성인은 어서에서 신심즉생활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기도 하는데 특히 천태대사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일체세간(一切世
間)의 치생산업(治生産業)은 모두 실상(實相)과 서로 위배(違背)하지 않음.”(단월모답서(檀越某答書), 1295쪽)이라고 하셨다. 신심
을 통해 불계의 경애를 용현시켜 자신의 생명내면을 단련시킬 수 있으며 그 생명력과 지혜로써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 안녕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심즉생활에서 생활이란 우리들 생명활동 그 자체이며 신심은 우리들 생명오저에 있는 생명력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과제에 신심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불계의 생명을 용현시키는 기연이 되어 자신의 생명변혁의 무대로 되
는 것이다.
어성훈에 “하늘이 맑아지면 땅은 밝아지고, 법화(法華)를 아는 자(者)는 세법(世法)을 깨닫느니라.” (여래멸후오오백세에 시작하는
관심의 본존초, 254쪽) 고 있다 ‘법화경을 안다.’는 것은 용감하게 창제하고 자타의 행복을 위해 SGI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렇게 함으로써 불계의 생명을 용현시켜 풍부한 생명력과 지혜를 가지게 된다.
한 학자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학회에 끌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SGI는 불도수행을 통해 각자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강조
하는 점을 들었다. 이것은 대성인이 불법교리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써 현증을 드는 것과도 일치하는데 어성훈에 “일체는 현
증을 따를 것이 없으니. “(교행증어서, 1279쪽)라고도 하셨다.
매달 학회의 좌담회는 회원들이 신심을 통해서 얻은 체험담을 발표하고 전진과 성장을 위해 즐겁고 새롭게 결의하는 곳이다. 마키구
치 쓰네사부로 창가학회 초대회장은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에 이미 좌담회 형식을 만드셨고 좌담회를 ‘대선(大善) 생활 실험증명 좌
담회’(법화경의 지혜 2권, 136쪽)의 현장이라고 하셨다. 신심의 체험담을 듣고 발표함으로써 불도수행이 얼마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지 알 수 있으며 또한 강한 신심의 결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좌담회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불법의 목적을 확인해주는 토론회인 것이다.
또한, 가장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목 외에도 노력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노력없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면 종교는 마법과 같다고 하겠다. 마법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단련도 행복감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불도수행은 노력의 결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제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제목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모든 일상생활도 이와 똑같
이 적용된다.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르는 제목의 힘은 무한하다.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생명력과 지혜가 솟아오른다. 이러한 생명력과 지혜
로 수행하면 우리의 기원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케다 회장은 “인간의 지혜, 부처의 지혜의 최고 결정(結晶)
이 본존님이다. 그러므로 이쪽이 하나의 신력, 하나의 행력이라면 하나의 불력, 하나의 법력이 되어 나타난다. 백의 신력, 행력은 백의
불력, 법력이 되어 나타난다. 만의 신력, 행력은 만의 불력, 법력이 되어 나타난다.” (청춘대화 2권, 58 쪽) 고 하였다.
니치렌 대성인은 가마쿠라(막부의 수도)에 살며 무사였던 시조깅고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나카쓰카사부로자에몬노조(시조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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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주군을 위해서도 불법을 위해서도 세간에 있어서의 마음씨도 정말 좋았었다하고 가마쿠라 사람들의 입으로 칭송받게 하시
라.”(스슌천황어서 1173쪽). 그 당시 깅고는 같은 무사들로부터 시샘을 받고 있어 그중 몇 명이 깅고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주군에게도 보고했다. 하지만 깅고는 대성인의 격려를 마음에 새겨 자신의 능력을 힘껏 발휘하며 진심과 성실함으로 주군을 도왔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일을 열심히 잘 수행한 것이다.
대성인은 불법의 목적 또는 그 중요성은 부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에 있었소이다.”(스슌천황어서 1174쪽) 라고 강조하시면서 불법
자로서 타인에 대한 우리들의 진심어리고 배려심 많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셨다.
결국 깅고는 주군의 신임을 얻어 영토를 더 받을 수 있었으며 현실에서 대성인 불법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것이다. 이케다 회장이
1990년 미국방문 시에, 미국SGI 회원에게 “생활을 소중히,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의 인생을
장식해 주십시오. 신심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친애하는 미국의 벗에게, 22쪽) 라고 지도해 주셨다.
우리와 가장 밀접환 환경에 있는 가족,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는 신심과 인생에 있어서의 단련의 장(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다면 모든 난을 절호의 기회라 보고 제목을 통해 우리들 내면에 있는 불성을 용현시켜 사회에서 승리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신심즉생활의 원리를 환희롭게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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