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를 세어보자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鑛)

고(苦)가 기쁨으로 바뀐다
물은 산소와 수소의 화합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화학적인 대답은 전문가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우
리는 다른 동식물의 생명을 영양분으로 받는 등
우리의 몸은 수많은 생명의 덕분에 의해 존재한다
는 것이 옳은 답이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은혜와 그 하나하나의 연(緣)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타(他)
를 살리는 하나의 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 그런 점을 잊고 걸핏하면 불
평불만과 원망의 말을 입에 담습니다. 또 무상(無
常)의 법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변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은 그것을 고로 받아들입니다.
불교에서 「색즉시공(色卽是空)」을 설하는 것처
럼 현상 그 자체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이며 「공(空)」입니다. 힘들다, 슬프
다, 괴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한 번 제로로 하고
새로이 눈앞에 일어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각을 가지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고(苦)는 기쁨과 삶의 보람으로
이어지고, 슬픔은 마음의 성장으로 촉진되어 원망
의 마음조차「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
환도 생겨납니다. 그 근본은 연기(緣起)와 무상,
공(空) 등의 진리 인식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에서는 진리를 배움에 따라서 행복을 받아들이는
감도(感度)가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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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행동으로

그것은 진리를 접함으로써「나와 남은 본래 하나
다」라는 자각이 생겨 다른 사람을 자애롭게 대하
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
음에 뿌리내린 이타(利他)의 행위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생각하면 생각해준
다」는 말 그대로 던진 것은 반드시 되돌아옵니
다.
「고맙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
냄으로써 남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이 감사로 받
는 일로 이어진다 —자타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채
우는, 이와 같은 교감은 우리에게 기쁨과 삶의 보
람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에
게 전하는 이타의 실천은 밝은 인생을 창조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
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어둡고
우울해 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밝은「감사」라는
한줄기 빛을 비춰 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선은 가까운 곳에서「덕분에」를 떠올
리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손자의 성장도 덕분
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또한 덕분입니
다. 이러한 일상의 사사로운 기쁨과 행복 속에 인
생의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_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는 기회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고정적이
되기 쉬운 시각,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른바 중립
적인 입장에 놓고 「덕분에」 라는 감사의 씨앗을
많이 찾아내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으면 합니
다.
에도(江戸)시대의 가인(歌人)이었던 타치바나 아
케미(橘曙覧)는 「즐거움은…」으로 시작되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아침에 일어나 어제까지 피지 않았던
꽃봉오리를 볼 때」 「즐거움은 추수 후 뒤주에
쌀이 가득 차 마음이 넉넉할 때 」— 이 노래처럼
당연한 일상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습관을 몸에 익히면 저절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
니다. 저 자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속에
서 어리석음이 많았던 자신을 반성하고「시각을
바꾸면 고마운 일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깨달은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다」 「덕분이다」라는 마음
이 솟아오르면 그것이 배려가 되고 상냥하고 따뜻
한 말이 되어 남에게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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