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유대(紐帶)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鑛)

참외를 먹으면
사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
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권리와 자유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칫 규칙이나 법칙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또 종교에는 계율이 있는데 일반
사회의 규칙보다 엄격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간의 규정이나 규칙도,
종교에서의 계율도 모두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
롭고 편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호가 빨간색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 —이
교통규칙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
로를 건널 때 녹색 신호라면 대부분 안심하고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빨강 신호
를 무시하고 다급하게 건너려고 할 때의 심정은 어떻
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겠지?」「갑자기 자전거
나 자동차가 오지는 않을까」 하며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은지요? 아무래도 역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

공경과 사랑의 끈을 잇는다

러우며 마음도 편합니다.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생각되

「효」라는 글자는 또 부모와 자식, 선배와 후배 등의

는 일이나 속박처럼 느껴지는 일도 사실은 모두 스스

연속성을 나타내며 동양 사상에서는 그 관점에서 「나

로를 성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의 행복은 선조가 물려준 은혜, 자손의 화복은 내가 평

저절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편해질 것입니다.

생 살아온 발자취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

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식과 손자와의 관계를 관할 때

가까이 지내리」라는 노래처럼, 남에게는 말할 수 없

우리는 감은보사(感恩報謝)의 마음을 새로이 하는 것

는 씁쓸한 심정을 받아주는 것도 가족이 아닐까요?

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끼리 서로 연마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그것은 물론 핵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대, 4

이어가는 공경과 사랑의 끈이 「가족의 유대」라는 것

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으로 얻

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배려와 감사로 가득 찬, 예를

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은

들어 남편은 매일 성실하게 독경공양을 하고 아내는

세상의 축소판으로서 좋은 면이 있는 한편으로 대가족

부드러운 말로 가족을 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

이라면 그만큼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

유대가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는 가족이 아니면 맺을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그 번거로움이 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가

이 아닙니다.

정고 라고도 말합니다만, 가정 내의 번거로움이 인간

본 회의 각 교회에서도 제각기 지역공통체의 핵으로서

을 적절하게 단련시켜 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승가는 물론 이웃 사람들과의 사이에 배려의 유대를

이렇게 생각하면 때로는 잔소리꾼이라고 생각되는 조

맺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분을 찾아가는 「우애

부모와 부모, 혹은 외계인처럼 생각되는 자식이나 손

(友愛)방문」과 같은 활동은 사람의 고립화를 방지하

자와의 일상은 자신과 전혀 다른 감각과 세대를 이해

여 몸과 마음을 구제하는 보살행이며 그곳에 맺어지는

하는 훈련으로, 거기에서 맛보는 번거로움은 사람의

것은 안심이라는 유대입니다.

마음을 단련시키는 가장 좋은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시카와 타쿠보쿠(石川啄木）의 「모든 친구가 나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이러한 행위는
곧 자비의 실천임에 틀림없습니다.

보다 훌륭하게 보이는 날이여, 꽃다발을 사서 아내와

『佼成』2012年7月号

입정교성회는 1938년에 개조 니와노닉꾜, 협조 나가누마묘꼬에 의해 창립된 법화삼부경을 소의의 경

본회에 대하여

전으로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속에서 석가모니 부쳐님의 가르침을 활용하여,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려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제는 니와노니찌꼬회장과 함께 저희들 회원
은 불교도로써의 포교전도에 힘쓰며, 종교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손잡고 국내외의 다양한
평화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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