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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불법이 삶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올바른 기원이란 무엇인까? 남묘호렌게쿄의 

뜻은? 숙업은 무엇이며  숙업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과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기 ‘기초교학’ 교재에서 찾게  될 것이다.  

교학(학,學)을 연찬하고  그 심오한 뜻을 알아나갈 때 믿음(신,信)이 강해지고 매일 

착실한 실천(행,行)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는 것이 항상 쉽지 않기 

때문에  교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고무의 글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케다 다이사쿠 SGI 회장의 지도로 이 교재를 시작했다. 이케다 회장은 교학을 불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더욱더 환희에 차고 매일의 삶에 감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의 다섯 장(章)을 순서대로 읽거나 아니면 원하는 부분부터 읽을 수도 

있다. 각 장(章)은 나누어져 있으며 불도수행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다.   

신입회원이나 신심이 오래된 회원 모두에게 흥미있는 주제를 선정했으며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불법의 관점과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심도깊은 토론의 기폭제

• 미국 SGI 의 교학과 좌담회를 위한 참고자료

• 미국 SGI 에서 시행하는 교학 임용시험의 공식 자료

신심을 오래 했어도  이 교재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며, 대성인의 

광대한 불법관을 배우고 자신과 지인에게 어떻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미국 SGI 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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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렌 불법에서의 교학 

다음은 이케다   SGI 회장의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한 회원이 창가학회 제 2 대 도다 조세이 회장께 “교학 강의에서는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가 정말로 감동적이지만, 집에 도착할 즈음엔 잊어버립니다.” 라고 말했다. 도다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머금고 “괜찮습니다. 몇 번을 잊어버리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그런 강의에 계속 참석하고 듣는다면, 지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반드시 여러분 생명에 

남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강해지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중요한 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를 매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기초교학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에 걸친 교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 때문에 긴장하거나 압력을 느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괜찮다. 나중에 그것을 이해할 때가 올 때, 

여러분의 기쁨은 더욱 클 것이다. (월드 트리뷴, 2011 년 2 월 25 일 자, 5 쪽)    

불법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한 교학은 성불을 향한 신심 수행의 일부분이다.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다는 그 이상의 것이다. 청년부들이 이 점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용기, 지혜, 끈기, 인내로 공부에 도전해 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창가학회의 젊은 

후계자,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위대한 불법을 실천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존귀한 노력은 반드시 

후세에까지 이어질 무량무변의 공덕을 가져다줄 것이다. (월드 트리뷴, 2011 년 12 월 

16 일 자, 8 쪽) 

신이란 강한 확신과 믿음이다. 즉 어본존에 대한 절대적인 신심이다. 행이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창제하고, 타인에게 대성인의 가르침을 알려가는 것이다. 학이란 

모든 사람을 성불시키고, 묘법을 홍통하기 위해 어떠한 역경도 견뎌낸 대성인의 강력한 

정신이 맥동치는 어서를 생명에 새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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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학의 연속적인 노력이 광선유포를 이룩해 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신심은 일생에 걸친 것이며, 학은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신심을 깊게 할 수 있다. 

교학을 통해  중요한 것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환희와 확신을 

얻는 것이다. 즉, 조석 근행과 남묘호렌게쿄의 창제를 함에 더욱 진지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할 때 무너지지 않는 강한 용기를 이끌어 내고, 대성인의 

가르침을 기억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심의 동지와 단결하여 광선유포를 

위해 노력하는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긍지와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월드 트리뷴, 2011 년 12 월 2 일 자, 5 쪽) 

대성인 시대부터 변치 않고 내려온 불도수행의 정수는 대성인 문하들이 같이 모여 

어서를 연찬하며 신심을 깊게 하고 광포와 인간혁명을 하겠다는 발심에 있다고 하겠다. 

대성인은 문하들에게 함께 어서를 읽으라고 자주 강조하셨다. 예를 들면 “이 서신을 

뜻있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보시고 사색하시어 마음을 위로하시라.”(어서 961 쪽) 

그리고 다른 어서에서는 가깝게 알고 지냈던 고우니와 센니치니에게 “이 글월을 

둘이서 남에게 읽게 해서 들으시라”(어서 1324 쪽)라고 하셨다. 

신심에서 친구는 함께 모여 어서를 크게  읽고 그 의미를 공부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결단코  인생을 승리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좌담회와 같다고 하겠다. 

좌담회는 정확히 어서에 비추어 우애, 선의, 영감(靈感)이 가득한 창가학회의 활동이라 

하겠다. (리빙 부디즘,  2010 년 9-10 월호, 13-14 쪽) 

창가학회 제 2 대 도다 조세이 회장께서는 교학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다. 하나는 

학문적으로 교학을 공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심을 통해 교학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제불이의 깊은 연대로 화합한, 도다 선생님과 나는 신심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탐구하는 교학을 바탕으로 광선유포의 모든 투쟁을 일으켰다. 그것이 바로 창가학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다. 적극적으로 광선유포의 전진에 노력하면서 니치렌 대성인의 

교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회원들은 눈부신 승리를 이룩해 올 수 있었다. (월드 트리뷴, 

2011 년 12 월 16 일 자, 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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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는 희망의 원천, 기쁨의 멜로디, 용기의 보검(寶劍), 정의의 깃발, 

평화의 봉화이다. 어서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신심의 사제를 위한 가르침이다. 

대성인께서는 천태대사의 ‘법화문구’를 인용하여, “신력(信力) 때문에 받고 

염력(念力) 때문에 가짐”(시조깅고전답서, 어서 1136 쪽)이라고 하셨다. 불법의 

올바른 가르침을 수지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가장 숭고한 약속이다. 

확고한 인생철학을 배운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 청년이 입정안국을 위해 

결의하고 일어설 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대성인의 어서를 가슴에 

새기고 신심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투쟁하는 보통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전진하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시즈더 데이(Seize the Day), 2010 년 12 월 17 일 자, D 쪽) 

순수한 마음으로 

어서 연찬을,   

어서의 가르침대로  

오늘의 노력이, 

영원한 행복의 인으로 

(리빙부디즘,  2010 년 9-10 월도,  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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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佛法) 기초 
신행학(信行學) 

어떤 종교는 주로 신(信)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종교는 수행이나 타인에 대한 친절함을 강조한다. 

철학적인 질문을 하도록 권장하는 종교도 있지만, 그러한 구도는 종교 전문가나 성직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종교도 있다. 니치렌 불법(佛法)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信), 행(行), 

학(學)’의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니치렌 대성인은, “행학(行學)의 이도(二道)를 힘쓸지어다. 행학(行學)이 끊어지면 불법(佛法)은 

없느니라. 나도 행(行)하고 남도 교화(敎化)하시라. 행학(行學)은 신심(信心)에서 일어나는 

것이로다.” (제법실상초, 어서 1361쪽) 라고 말씀하셨다. 

신(信) 

불법에서 말하는 신(信)이란, 자신은 물론 일체중생에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건설하기 

위한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우주와 우리의 삶에 편만해 있는 근본법인 

묘법, 즉 남묘호렌게쿄를 부르는 수행으로 표현된다.  

니치렌 대성인은 자신의 가르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대승리로 이겨내셨다. 대성인은 자신의 승리한 생명상태의 표현으로 어본존을 도현하여 

후세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 상태를 용현해 낼 수 있도록 하셨다. “니치렌의 혼을 

먹물에 물들여 넣어서 썼으니 믿으실지어다.” (어서 1124쪽)라는 어서 말씀대로이다. 

니치렌 불법의 수행의 기본은 어본존을 향해 남묘호렌게쿄를 부르면 누구나 자신 안에 내재한 

불성을 용현해 낼 수 있다고 깊이 믿는 것이다. 강성한 신심으로 어본존에게 제목을 올리면 묘법에 

감응한 생명에서 지혜와 용기와 자비가 용현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대성인은 절대로 자신의 

생명이 아닌 외부에서 어본존이나 성불을 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제법실상초, 일생성불초 

참조). 그러므로 어본존을 믿는 신심이란 우리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의 생명에 내재하고 있는 

엄청난 힘과 존엄성을 믿는 것이다. 불도수행과 교학은 신심을 강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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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이 강해지면, 행(行)과 학(學)이 강성해지고 그 결과로 더 많은 공덕과 성장이 뒤따르는 

것이다. 

행(行) = 자행화타(自行化他) 

신(信)은 종종 불법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기대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대는 지속적인 불도수행에 의해 확신으로 발전한다. 니치렌 불법의 

불도수행은 자행(自行)과 화타(化他)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수레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레의 양쪽 바퀴로 비유할 수 있다.  

자행(自行)은 우리가 매일 제목을 부르고 근행을 하는 신심 수행을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높은 생명 경애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 화타(化他)는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남묘호렌게쿄를 알리고 그들이 자신의 불도수행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과 인간주의 철학을 널리 유포하는 SGI의 활동 역시 화타(化他)행의 

일부분이다. 

대성인은, “모름지기 마음을 하나로 하여 남묘호렌게쿄라고 나도 부르고 타인에게도 권하는 

일만이 금생 인계의 추억이 되느니라.” (지묘법화문답초, 어서  467쪽)라고 말씀하셨다. 제목을 

불러서 만드는 행복은 생사(生死)를 초월해 영원하다.  

우리는 제목을 부르고 타인에게 신심을 알려감으로써 절대적 행복 경애를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숙업을 타파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불도수행을 해간다면 계속해서 강성하게 자신을 단련하여 

더욱 환희에 차고 보람있는 삶을 구축해 갈 수 있다.  

학(學) 

니치렌 불법에서 말하는 학(學)이란 불법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대성인의 가르침인 어서를 공부하는 것이다. 대성인 불법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깊게 함으로써 자신감과 확신을 깊게 하여 올바른 신심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니치렌 

대성인은, “행학(行學)은 신심(信心)에서 일어나는 것이로다. 힘이 있는 한 

일문일구(一文一句)라도 설(說)할지니라.” (제법실상초, 어서 1361쪽)라고 말씀하셨다. 

끊임없이 교학을 공부하고 올바른 불법의 가르침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의 의견이나 타인의 

잘못된 해석에서 오는 얕은 교학적 견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얕은 교학적 견해에 현혹되면 

자신의 불성을 전부 용현할 수도 불도수행의 진정한 공덕을 맛볼 수도 없게 된다. 우리가 창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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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회장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도다 조세이,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의 지도와 본보기를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대 회장은 대성인의 가르침을 현대에 완벽히 적용하여 증명하신 분들이다.  

2대 도다 회장은, “학(學)을 통해 얻은 이해는 신(信)을 갖게 하고 신(信)은 이해를 구하며, 구한 

이해는 신(信)을 더욱 깊게 한다. 이렇게 깊어진 신(信)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行)의 이해를 깊게 

한다.”고 말했다. 즉, 니치렌 불법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강성한 신심을 확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신심이 깊어지면 대성인 불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구도심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불법을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라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다. 교학을 통해 신심이 강성해지면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기회로 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이케다 SGI회장은 교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교학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험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자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위대한 

철학을 가르쳐준다. 교학의 기초가 단단해질수록 신심은 더욱더 성장한다.” (2005년 12월 9일 자, 

월드 트리뷴, 2면) 

대성인 불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의구심을 없애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 경애를 

구축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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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묘호렌게쿄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궁금해하는 친구들과 주변사람들은 종종 ‘남묘호렌게쿄’가 무슨 뜻이냐고 묻곤 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혹
은 대충 대답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마 니치렌 대성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 최고의 해답일 수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르는 이외의 유락(遊樂)은 없는니라.” (어서 1143쪽) 라고 하셨으며, 또한 인생에는 자연
히 기쁨과 고통, 희망과 절망들로 가득 차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이 존재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성
인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시적인 행복과 불행의 고리를 초월하는 “자수법락(自受法樂)”(어서 1143쪽)이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생명에 깊이 내재된 지속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확립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법화경의 제목 

대성인은 어서를 통해서, 남묘호렌게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석가모니 부처의 최상의 가
르침인 법화경의 제목이 바로 남묘호렌게쿄입니다. 법화경의 범어(고대 인도어) 제목은 사다마-분다리카경입니다. 저명한 4세기의 
고승이며 번역가인 구마라습은 법화경의 제목 문저에 담긴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범어에서 중국어로 옮겨 ‘Miao-fa-
lien-hua-ching’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일본어로 바로 이 중국어 문자를 발음한 것이 남묘호렌게쿄입니다. 

그런데 대성인에게 있어, 이 문구는 무언가 불경의 제목 이상의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대성인께서 묘호렌게쿄에 나무(‘남’으로 발
음)를 추가하신 것은 이런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나무 혹은 남이란 범어의 나마스(namas)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귀명(목
숨을 바치다)이라는 뜻입니다. 대성인은 ‘귀명(歸命)’에서 “귀(歸)라 함은 적문불변진여(迹門不變眞如)의 이(理)에 귀의(歸依)
함이며”(어서 708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命)이란, 이러한 원칙에 귀의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
도 대응할 수 있는 진리와 기능을 이해하는 지혜에 기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남묘호렌게쿄라는 절대진리 혹은 생명의 원칙이라는 묘법에 기반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최고의 가치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
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나무(南無)란 범어(梵語)이고, 묘호렌게쿄(妙法蓮華經)는 한어(漢語)이니며”(어서 708쪽)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성인께서는 남묘호렌게쿄의 가르침이 어떤 특정 언어나 문화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쳤습니다.  

13세기 일본의 대성인에게 있어, 한자는 동양의 언어와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었으며, 범어(고대 인도어)는 서양의 언어와 문화를 대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동양과 서양의 언어가 합쳐진 남묘호렌게쿄의 문구는 전 인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가
르침인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러한 묘법의 법리를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인류의 행복을 위해 홍교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법화경의 예언대로 법화경의 보신(올바르게 정진하는 
수행자)으로서 가혹한 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법화경을 생명을 걸고 몸으로 신독하였던 것입니다. 즉 대성인께서는 생명의 원리인 묘호렌게쿄와 불이의 경애를 
완전히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성인께서 말씀하신 “부처의 어의(御意)는 법화경이며, 니치렌의 혼(魂)은 바로 남묘호
렌게쿄이니라.”(어서 1124쪽)를 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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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 생명을 통해 법을 용현 해내셨기 때문에, 대성인이 말세의 진정한 어본볼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묘호(妙法)의 묘(妙)는 “놀라운/경이로운” 혹은 “묘한”이란 뜻입니다. 호(法)는 “법”, “원리”, “가르침”, 
혹은 “현상”을 가르칩니다. 합쳐서 묘호(妙法)는 “경이로운 법” 또는 “묘법”이란 뜻입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선 “묘(妙)란 법
성(法性)이고 호(法)란 무명(無明)이며 무명(無明) 법성(法性)이 일체(一體)임을 묘호(妙法)라 하느니라.”(어서 708쪽)이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묘호(妙法)는 부처의 깨달음과 범부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며, 둘이 원래는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불교가 부처
와 범부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 반면, 니치렌 대성인은 둘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가령 “생사일대사 혈맥초”에서 대성인은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釋尊)과 개성불도(皆成佛道)의 법화경(法華經)과 우리들 
중생(衆生)의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여,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하느니라.”(어서 
1337쪽)라고 설하셨습니다.  

대성인은 또한 “묘(妙)는 사(死)요 법(法)은 생(生)을”(어서 1336쪽)이라고 쓰셨으며, “일생성불초”에서는 “불가사의(不可
思議)함을 묘(妙)라고 이름하고, 이 묘(妙)한 마음을 이름하여 법(法)이라고도 하느니라.” (어서 384쪽)이라고 설하셨습니다. 한
편, 묘호(妙法)는 또한 생(生)에 표출되며 사후에 지속해서 명복되는 생명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렌게(蓮華)는 말 그대로 “연화(연꽃)”를 뜻하며, 니치렌 불법(佛法)에 있어 매우 심오한 뜻을 지닙니다. 연화(蓮華)는 꽃과 열매
(씨앗)를 동시에 맺기 때문에 인과구시(因果俱時)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꽃과 열매(씨앗), 즉 인(因:원인)과 과(果:결과)로써 대
성인은 이를 “일체(一體)”(어서 708쪽)라고 설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因)이란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수행하는 것을, 과
(果)란 실제로 불성(佛性)을 득한 모습을 가르칩니다.  

인과구시(因果俱時)란 우리가 삶을 변혁하고자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는 바로 그 순간, 용기, 자비, 그리고 지혜라는 부처의 생명
경애가 우리들 생명속에 새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쿄(經)란 대성인께서 “쿄(經)란 일체중생의 언어(言語), 음성(音聲)을 쿄(經)라고 하느니라.”(어서 708쪽)라고 기술
하셨습니다. 쿄(經)는 문자 그대로 “가르침”이며, 여기서 가르침이란 부처의 목소리를 가르킵니다. “성불사(聲佛事)를 함을 이름
하여 쿄(經)”(어서 708쪽)라고 대성인은 설하였습니다.  

이는 즉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고 타인에게 이를 전하는 우리의 소리가 나와 타인과 환경속에 불계를 용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대성인께서는 다양한 방법과 관점으로 남묘호렌게쿄의 각 법문과 문구 전체의 중요한 의미를 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묘법에 우리의 생명을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러한 법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행복과 성장은 물론, 타인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천태와 같은 이전의 승(僧)등이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르셨는데 자행(自行)을 위함이었지, 널리 타(他)를 위하
여 설(設)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행(理行)의 제목(題目)이니라. 말법(末法)에 들어와서 이제 니치렌이 부르는 바의 제목(題目)을 
전대(前代)와는 달리 자행화타(自行化他)에 걸쳐 남묘호렌게쿄이며”(어서 1022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목을 부를 때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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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렌 불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오직 우리가 부닥치는 일상의 어려움에 불법을 적용하고 행동할 때만이 비로소 남
묘호렌게쿄의 진정한 힘을 표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성격, 공덕,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제목과 신심에 있어 “마음(우리의 목적과 결
의)만이 중요하니라”(어서 1192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타인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와 타인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결의로,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제목
을 부른다면, 반드시 제목의 힘의 분명한 실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케다 SGI회장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의 경계를 긋는 것의 어려움을 말한 뒤, “남묘호렌게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완전한 승리의 길로 인계합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숭고한 상락아정(常樂我淨)의 사덕(四德)으로 충만한 고
요한 생명경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남묘호렌게쿄의 신심을 지닌 여러분들은 최고의 부와 최고로 화려한 집을 소유한 사람
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묘호렌게쿄는 생명이며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는 이상 
걱정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성인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심과 수행의 목적은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쟁취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말세 영원의 본불이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진실입니다. (월드트리뷴 2010년 3월 5일자) 
 
이케다 회장의 리더쉽과 함께, SGI 회원들만이 니치렌 대성인의 어유명대로 남묘호렌게쿄의 전세계적인 유포를 위한 광선유포에 매
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지구적 규모의 인류를 위한 묘법의 공덕의 실증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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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十界)와 십계호구 
 

 십계 

‘ 십계(十界)’ 란 생명의 경애를 10종류로 분류한 것으로, 불법 생명관의 기본입니다.  
십계의 법리를 배움으로써 생명 경애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각자가 제각기 경애를 변혁해 가는 지침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란 지옥계(地獄界), 아귀계(餓鬼界), 축생계(畜生界), 수라계(修羅界), 인계(人界), 천계(天界), 성문계(聲聞界), 연각계(緣覺
界), 보살계(菩薩界), 불계(佛界)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 천을 합하여 ‘육도(六道)’, 성문, 연각, 보살, 불
을 합하여 ‘사성(四聖)’ 이라고 합니다. ‘육도’는 인도에서 발생한 바라문교 이래의 세계관을 불교가 채택한 것으로, 원래는 생
명이 유전(流轉: 윤회)하는 세계를 크게 여섯으로 나눈 것입니다. 또 ‘사성’은 불도 수행으로 깨달은 경애입니다. 
법화경 이전의 경전에서는, 땅밑의 지옥이나 멀리 떨어진 정토(淨土)처럼 십계를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10종류의 세계로서 받아들였
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그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하나의 생명에 십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밝힘으로써 십계가 고정적
인 세계가 아닌, 생명의 경애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대저(大抵) 지옥과 부처는 어느 곳에 있는가 하고 찾아보면 * 혹은 서방(西方) 등이라 하는 경도 있소이다. 그러나 
자세히 찾아보면 우리들의 오 척(五 尺)의 몸 안에 있다고 쓰여 있나이다](어서 149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계나 불계라고 해도, 땅밑이나 서방 극락 세계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도 자신의 생명 속에 있다고 나타내셨습니다. 생명
에 십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의 자신이 지옥의 괴로운 생명이라 해도 불계라는 대환희의 생명으로 변혁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에 입각한 십계론은 자신의 생명을 변혁해 가는 원리로 됩니다. 
먼저 우리들의 생명에 갖추어진 육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성인은 <관심의 본존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타면(他
面)을 보건대, 어느 때는 기뻐하고 어느 때는 노하며, 어느 때는 평온하고 어느 때는 탐(貪)을 나타내며, 어느 때는 어리석음을 나타
내고 어느 때는 첨곡(諂曲)이니라. 노함은 지옥, 탐함은 아귀, 어리석음은 축생, 첨곡함은 수라, 기뻐함은 천(天), 평온함은 인(人)이
니라](어서 241쪽). 이 글월에 기초하여 육도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1. 지옥계 

지옥은 원래 ‘지하 감옥’ 이라는 뜻으로 경전에는 팔열지옥(八熱地獄), 팔한지옥(八寒地獄) 등 수많은 지옥이 설해져 있습니다. 지
옥계는 괴로움에 속박되어 있는 최저의 경애입니다. ‘지(地)’는 최저를 뜻하며 ‘옥(獄)’은 구속되어 얽매여 있는 부자유를 표현
합니다. [지옥은 무서우니 불길을 가지고 집으로 삼는다] (<니이케어서> 어서 1439쪽)는 말씀처럼 지옥계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전체가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세계라고 느끼는 경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니치렌 대성인은 <관심의 본존초>에서 [노함은 
지옥](어서 241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怒)함’ 이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나 괴로운 세계에 대한 풀 수 없는 
원망의 마음입니다. 괴로움의 세계에 사로잡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의 신음 소리가 노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살고 있는 것 자체
가 괴롭다’, ‘무엇을 봐도 불행으로 느낀다’는 경애가 지옥계입니다. 
또 파괴 충동에 사로잡혀 자신과 타인을 파괴해 가는 것도 지옥계의 생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괴로움가운데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은 실로 지옥계의 생명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2. 아귀계 

아귀계(餓鬼界)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괴로운 경애입니다. 아귀의 원래 뜻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항상 굶주려 먹을 
것을 원했던 것에 그칠 줄 모르는 격심한 욕망의 불에 몸도 마음도 불타버리는 생명 상태를 아귀계라고 표현합니다. 
대성인은 [아귀는 슬프니라 기갈(飢渴)로 굶주려 아이를 잡아먹고](아사 1439쪽), [탐함은 아귀](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것, 즉 끝없는 욕망에 휘둘려 그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괴로움을 만드는 경애를 뜻합니다. 
물론 욕망 그 자체에는 선악(善惡)의 양면이 있습니다. 식욕 등 인간은 욕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욕망이 인
간을 진보시키고 향상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창조의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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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워하는 것이 아귀계입니다. 
 
3. 축생계 

축생(畜生)은 원래 새나 짐승 등의 동물을 말합니다. 대성인은 ‘어리석음은 축생’ 이라고 설하셨듯이 눈앞의 이해(利害)에 사로잡
혀 이성이 움직이지 않는 ‘어리석음’이 인간의 생명에서 볼 수 있는 축생계의 특질입니다. 정사(正邪), 선악(善惡)의 판단이 서지 
않고 본능 그대로 행동해 버리는 경애입니다. 또 대성인이 [축생의 마음은 약함을 위협하고 강함을 두려워하느니라] (<사도어서> 어
서 957쪽), [ 축생은 잔해(殘害)라 해서 서로 살륙한다] (<니이케어서>) 어서 1439쪽)고 말씀하셨듯이 이성이나 양심을 잊어버리
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타인까지도 해롭게 하는,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으로 일관해 가는 경애입니다. 이른바 단지 자신밖에 생각
하지 않고 타인을 보살피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이든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고 미래를 지향할 수 없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파멸시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축생계라고 말한다고 해서 불법이 동물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이라고 맹도견처럼 사람을 구하는 일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에도 있습니다. 또 인간이라도 동물보다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생계’라는 표현은 당시의 시대관념에 근거해서 
인간으로 삶을 받았지만 인간다운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경애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의 
셋은 어느 쪽도 고뇌의 경애이기 때문에 ‘삼악도(三惡道)’ 라고 합니다. 
 
4. 수라계 

수라(修羅)란 원래 ‘아수라’라고 하며 싸움을 좋아하는 인도의 신 이름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여 항상 타인에게 이기려고 
하는 ‘승타(勝 他)의 념(念)’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수라계의 특징입니다. 대성인은 수라계의 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천태 
대사의 말을 인용하여 밝히셨습니다. [수라도(修羅道)란 항상 남에게 이기려 원하고 자신이 도저히 맞설 수 없다고 알아도 남이 뛰어
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남을 낮추고 업신여긴다. 자기를 존중하는 모습은 마치 소리개가 높이 날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더
욱이 겉으로는 인(仁), 의(義), 예(禮), 지(智), 신(信)의 덕(德)을 갖춘 선인(善人)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서430쪽, 취의)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이 뛰어나고 남이 열등하다고 여겨지면 만심을 일으켜 남을 업신여기고, 남이 뛰어난 경우에도 그것을 인
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보다 강한 상대와 만날 때는 비굴하게 되어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대성인을 [교
만한 자는 반드시 강적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타나니 예컨대 수라의 교만이 제석(帝釋)에게 공격 당하여 무열지(無熱池)의 
연꽃 속에 소신(小身)이 되어 숨은 것과 같다](어서 957쪽)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허상을 만들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인격자나 선인을 가장하고 겸허한 행동을 보이는 경
우도 있습니다만 내면으로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한 시기와 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내면과 외면이 다르고 마
음에 겉과 속이 있는 것도 수라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대성인은 [첨곡(諂曲)함은 수라](어서 241쪽)라고 설하셨습니다. ‘첨곡’이란 ‘아첨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말하며 

‘첨’도 ‘곡’도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본심을 보이지 않고 거짓으로 순종한
다’는 뜻입니다. 이 수라계는 탐진치의 번뇌나 본능에 휘둘리는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와 달리 자아의식(自我意識)이 강한 만큼 
삼악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괴로움을 동반하는 불행한 경애이기 때문에 삼악도에 수라계를 덧붙여 ‘사악취
(四惡趣)’라고 합니다. 
 
5. 인계 

인계(人界)는 온화하고 평정한 생명 상태이며 인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경애를 말합니다. 대성인은 [평온함은 인(人)이니라](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계의 특질은 사물의 선악을 판별하는 이성의 힘이 분명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대성인은 [현명함을 사람이라고 하며, 어리석
음을 축(畜)이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善惡)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며 그 기준에 비추어 자기를 조종할 수 있는 
경애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다운 경애도 결코 노력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계는 십계에서 가장 가운데 있으며 위로도 아래로도 이
동하기 쉬운 면이 있는 한편 계속 인계로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연(惡緣)이 많은 세간이기에 인간이 ‘인간답게 산

14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향상하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인계는 ‘ 자기에게 이
긴다’는 경애의 제일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인계의 생명은 ‘성도정기(聖道正器)’라고 하듯이 불도(佛道)를 이루는 성(成) 올바
른 그릇(正器) 입니다. 인계는 악연에 접하여 악도(惡道)에 떨어질 위험성도 있는 반면, 수행에 힘쓰면 사성(四聖)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성인은 [지금 이미 얻기 어려운 인계에 생(生)을 받고, 만나기 어려운 불교를 견문했으니 금생을 그냥 넘긴다면 또 어느 세상에서 
생사를 떠나 보리(菩瑅)를 증득(證得)하리오](어서 494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얻기 어려운 인계의 생을 받아 만나기 어
려운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의 행복을 얻기 위해 진지하게 신심 수행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6. 천계 

천계(天界)의 천(天)이란, 원래 천인(天人 : 지상의 인간을 초월한 힘을 지닌 존재, 신을 말함)이 사는 세계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금세에서 선행을 한 자는 내세에 천에 태어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불법에서는 천계를 생명 경애의 하나로 하여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에 느끼는 기쁨의 경애로 평가하였습니다. 대성인은 [기뻐함은 천(天)](어서 241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라
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욕(睡眠慾)이나 식욕(食慾) 등의 본능적인 욕망, 새로운 차나 집을 갖고 싶다는 물질적인 욕망, 
미래의 세계를 알고 싶다거나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싶다는 정신적인 욕망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지각색의 욕망이 충족되어 기
쁨에 빠져 있는 경지가 천계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희박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계는 지향해야 할 진실한 
행복 경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지옥계에서 천계까지의 육도는 결국 자기의 외적 조건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는 천계의 기쁨을 맛
보기도 하고 환경이 평온해질 때는 인계의 편안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조건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옥계나 아
귀계의 괴로운 경애로 전락하고 맙니다. 환경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육도의 경애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주체적인 경애가 아니
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이러한 육도의 경애를 넘어 환경에 지배 당하지 않는 행복 경애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불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불도 수
행으로 깨달은 경애가 성문, 연각, 보살, 부처의 사성(四聖)이라는 경애입니다. 
 
7. 성문계  연각계 

성문계(聲聞界)와 연각계(緣覺界)의 둘은, 불교 중에서도 소승교의 수행으로 깨달은 경애로서 합하여 ‘이승(二乘)’이라고 부릅니
다. 성문계란 본래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약간의 깨달음을 획득한 경애를 뜻합니다. 이에 비해 연각계는 여러 가지 사실과 현상을 연
(緣)으로 하여 자신의 힘으로 약간의 깨달음을 얻은 경애입니다. 대성인은 [세간(世間)의 무상(無常)은 눈앞에 있으니 어찌 인계에 
이승계(二乘界)가 없으리오](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만물이 시간의 추이(推移)와 더불어 변화 – 생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과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세간 즉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모두 시간과 함께 변화 – 생멸해 간다는 진리를 자각하여 그 무상(無常)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불변의 진
리를 구해 가는 것이 이승의 경애입니다.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 만물이 무상의 존재라고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성인은 인계에 갖추어진 이승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승의 경애는 불교 중에서도 소승교가 이상(理想)으로 삼은 것으로 이승의 경애를 얻은 소승교의 성자(聖者)는 무상의 것에 집
착하려는 번뇌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므로 번뇌를 없애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승이 터득한 깨달음은 부처의 깨달음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한쪽 부분이며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실한 깨달음을 계속 해
서 구하는 것이 원래의 이승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승은 그 낮은 깨달음에 안주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스승인 부처의 경애의 위대함은 인
정하면서도 자신들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낮은 깨달음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승은 오로지 자신들
의 깨달음에 사로 잡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 하지 않는 에고이즘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회신멸지(灰身滅智)라
고 해서 심신(心身)을 단멸(斷滅)하여 불성(佛性)을 고사(枯死)시키므로 이승의 중생은 권대승교에서 불성불(不成佛)의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부처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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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살계 

보살(菩薩)이란 부처의 깨달음을 터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이승의 경우 부처를 스승으로 삼아도 자
신들과 부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보살은 ‘사제불이(師弟不二: 스승과 제자는 둘이 아니다)’ 의 정신으로 스승인 부처
의 경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부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넓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살이라는 경애의 특징은 불계라고 최고 경애를 구해 가는 ‘구도(求道)’ 와 함께 스스로 불도 수행의 도상에서 터득한 이익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려는 ‘이타(利他)’ 의 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성인은 보살계에 대해서 [육도의 범부 중에서 자신을 경(經)히 여기고 타인을 중(重)히 여기며 악은 자기에게 돌리고 선(善)은 타
(他)에게 주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어서433쪽)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괴로움과 슬픔에 동고(同苦)하여 사람들에게 발
고여락(拔苦與樂: 고를 제거하고 낙을 주는 것)의 실천을 해 가는 것이 보살의 실천입니다. 자타 함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승이 ‘자기 중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비해 보살계는 ‘사람을 위해’ ‘법을 위해’ 라는 사명감을 갖고 
행동하는 경애입니다. 이 보살계의 경애의 근본은 ‘자비(慈悲)’ 입니다. 
 
대성인은 [무고(無顧)의 악인(惡人)도 역시 처자를 자애하니 보살계의 일분(一分)이니라](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
을 돌보는 일이 없는 악인조차도 처자를 자애하듯이 생명에는 본래 자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자비를 삶의 근저에 두는 것이 보
살계입니다. 
 
9. 불계 

불계(佛界)는 부처가 체현한 존극의 경애입니다. 
부처<불타>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주와 생명을 꿰뚫는 근원의 법을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에서 태어난 
석존과 법화경에 출현한 다보여래 그리고 삼세시방의 제불을 비롯,법화경 이외의 경전에 설해진 수많은 부처를 들 수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말법의 일체중생을 구하기 위해 범부의 몸에 부처의 경애를 나타내신 말법의 본불님입니다. 
불계란 우주 전체가 무시무종에 걸쳐 자비의 활동을 계속하는 대생명체이며 자타의 생명이 그것과 일체라고 하는 생명의 진실을 깨
달은 경지입니다. 
또 그 깨달음을 근본으로 무상(無上)의 자비와 지혜를 체현하여 그 힘으로 일체중생을 구하고 자신과 똑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
해 계속 투쟁하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우주 전체가 원래 불계의 생명이며 구계에 있는 중생의 생명도 원래 그 대생명체와 일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부처이며 
그것에 대해 방황하는 것이 구계의 중생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주 전체가 원래 불계의 생명이며 구계에 있는 중생의 생명도 원래 그 대생명체와 일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부처이며 
그것에 대해 방황하는 것이 구계의 중생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불계의 생명은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단지 현실상에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대성인은 말법의 중생이 불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대경(對境)으로써 본존님을 도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존님을 신수하며 자행화타에 걸쳐 창제에 힘쓸 때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니치칸 상인이 [법화경을 믿는 마음이 강한 것을 이름하여 불계라고 한다](<육권초>)고 말씀하셨듯이 불계는 본존님을 믿고 굳세게 
살아가는 강한 신심을 가졌을 때 우리들의 생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불계의 생명 경애를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에도 침범 당하는 일 없는 절대적인 행복경애라고 할 것입니다. 도다 제2대 회장은 
불계의 경애에 대하여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경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처의 경애는 자주 사자왕(師子王)에 비유되는데 <교오전답서>에 [어떠한 곳에서 놀고 장난쳐도 탈이 없을 것이며 유행(遊行)
하여 두려움이 없음은 마치 사자왕과 같으리라](어서 1124쪽) 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적인 안심입명(安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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立命: 어떠한 경우에도 태연자약하게 있는 것)의 경애라고 할 것입니다. 
 
 십계호구 

이상의 설명은 인계에 갖추어진 십계를 살펴본 것입니다. 인계와 마찬가지로 다른 경애에도 십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십계호구란 십계의 각 경애가 서로 십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옥계의 경애에 있는 중생에게도 십계의 생명이 있습
니다. 십계호구라는 법리의 요지는 구계에 있는 중생의 생명에 불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 즉 구계의 중생이 모두 평등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나타낸 점입니다. 불계를 지니지 않은 구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계를 떠난 불계만의 부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순간순간 십계의 어떤 경애를 나타내지만 각각의 생명에는 기조(基調: 기본적 경향, 방향)가 되는 생명 경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고민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아 절망감에 사로 잡히기 쉬운 사람의 기조는 지옥계에 깊이 물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
다. 또 자비와 용기를 갖고 철저히 이타의 실천을 하고, 부처의 경애를 향해 항상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의 생명 기조는 보살계라
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인계의 중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기본적으로는 원래 인계가 생명의 기조
로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만 인계 이외의 경애가 그 사람의 기조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조는 불도수행으로 변혁
할 수 있습니다. 성불이란 각자가 제각기 생명의 기조를 불계로 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십계호구란 만인이 각자의 생명 기조를 불계
의 방향으로 전화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경애변혁’의 법리인 것입니다. 이 법리를 기본으로 니치렌 대성인은 만인이 성불
할 수있도록 본존님을 도현하시어 南無妙法蓮華經의 제목을 불러 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처: LB, July. 2004) 

17



 

일생성불(一生成佛) 
 

신심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부처의 경애를 얻는 것이다. 어본존을 신수 (信受)하고 자행화타의 실천에 면려한다면 어떠
한 사람도 일생중에 불계 또는 성불이라고 부르는 경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일생성불’이라고 하는데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서는 
아주 주요한 근본원리이며 법화경이 아닌 다른 경에서는 셀 수 없는 억겁의 고행을 통해서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대조
적이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법화경의 행자는 여설수행을 하면 반드시 일생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불하느니라, 비유하면 봄여름에 농
사를 짓는데 조만은 있을지라도 일년 중에는 반드시 이를 거둬 들이듯”(일념삼천법문, 416쪽)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은 “성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궁금해할지 모른다. 서양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처가 되거나 성불을 한다고 하는 
것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라고 하는 뜻은 ‘자각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지혜와 생명력, 용기 그리고 자비를 지
닌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행복하고 충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불이란 현재의 자신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된다거나 현실세계를 떠나 정토(淨土)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다.  
 
대성인은 성불 (成佛)의 “성(成)은 연다는 의의(意義)이고 법계 무작의 삼신의 부처라고 연 것이니라, 부처란 이것을 각지함을 말하
고”(어서753쪽) 라고 말씀하셨다. 즉 성불이란 우리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여는 것이다. 성불이란 다른 세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현실세계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환경에도 동요되거나 지지 않는 절대적 행복의 경애를 구축하는 것이다.  
 
어성훈에 “앵매도리의 각기의 당체를 고치지 아니하고 무작삼신이라고 개견 (開見)하면”(어서 784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불
이란 자기 자신이 가진 본질을 최대한 살려서 더욱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무작(無作)’이란 ‘아직 만들어지
지 않은’이란 의미로 쓰인다. 이 뜻은 진정한 부처란 부처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고 가식적이지 않으며 어떤 것도 장식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성불이란 고난과 역경에 동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생명을 정화하
고 단련시키는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성불은 가다보면 언젠가 도착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묘법을 수지해서 악을 
멸하고 선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며 타인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인 것이다. 이렇게 도전해갈 때 비로소 부처의 경애를 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해가는 SGI 학회원들이야말로 부처인 것이다. 
 
상대적 행복과 절대적 행복 

도다 조세이 제 2대 창가학회 회장은 행복에는 ‘상대적 행복’ 과 ‘절대적 행복’, 두가지의 행복이 있다고 가르치셨다. 상대적 행복이란 
물질적 욕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 반면에 무엇을 가질 수 
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가질 수 있을지에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을 얻게 되어 
느끼는 만족감은 지속되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과 계획을 잘하면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이 좋아하고 생각했던 행복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성립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복도 바뀐다. 전적으로 외부
의 요인에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 행복이라고 한다. 
 
반대로 절대적 행복이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며 즐거운 것이다. 행복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다고 하는 경애를 말한다. 외부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부른다. 성불이란 절대적 행복의 경애인 것이다. 
 
인생에서 흔히 겪는 고민 외에 가끔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 행복이란 문제의 유무 (有無)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
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른다. 등산을 예로 든다면 그다지 체력도 경험도 없는 사람은 경사가 있는 산등성이를 보고는 겁을 내고 올라
가기 힘든 장해로 볼 것이다. 그러나 체력과 경험이 있는 산악인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을지라도 경사진 산길을 유유하게 오를 것
이다. 이처럼 절대적 행복경애를 확립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강한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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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유히 이겨낼 수 있다. 강인하고 경험많은 산악인은 산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그것을 극복하는 환희를 느낄 것이다. 이처럼 어떠
한 곤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생명력과 지혜를 몸에 지닌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가득한 현실사회야말로 충실하게 가치를 창조할 수 있
는 장(場)이 될 것이다. 
 
이케다 SGI 회장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행복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확립하는가에 있다… 행복이란 외관이나 허영 안에서 찾을 수 
없다. 자기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 생명의 실감이 문제인 것이다(친애하는 미국의 벗에게, 제2판, 478-79쪽). 게다
가 상대적 행복에 속하는 소유물, 인간관계 또는 처한 상황 같은 것은 죽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반면에 절대적 행복인 부처의 
경애는 생사를 넘어 영원히 생명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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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본존(御本尊) 
 

니치렌 대성인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어서 구절을 말씀하셨다. “니치렌의 혼을 먹물에 물들여 넣어서 썼으니 믿으실지어다.”(어서전
집 1124쪽) 
 
본존(本尊)이란 ‘근본으로서 존경한다’라는 뜻으로 신앙의 근본대상을 말한다. ‘어(御)’는 상대를 높이는 뜻이다. 남묘호렌게쿄가 우
주 근원의 법이며, 어본존은 그것의 형상적인 표현이다. 어본존에 촛점을 맞추고 남묘호렌게쿄를 봉창함으로써, 우주의 힘을 우리속
에서 활성화 시킨다. 
 
모든 종교는 근원의 존경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주로 절대적 존재나 신이다. 여러 불교의 종파들도 전통적으로 부처와 부
처의 설법을 존경해 왔다. 하지만 부처와 설법의 개념은 각 종파마다 달리한다. 
 
예를 들어 석가부처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중생이 불행에서 벗어나고 성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법멸 후
에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여러 종파에서는 부처의 공덕을 받기 위해서는 석가불상이나 이미지에 기원하도록 
권장했다. 
 
니치렌은 부처와 법을 자신과 떨어진 다른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기심(己心)의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묘법이 아니라 추법이니라”(어서전집 383쪽) 
 
인생의 명경(明鏡) 

법화경에 근본을 두었던 중국의 천태대사는 성불을 위한 수행법을 설하였다. 그것은 ‘관념관법(觀念觀法)’이라는 명상과 같은 수행이
며, 이는 모든 사람들의 불성을 인지하는 철학이었다. 하지만 이 수행은 뛰어난 능력과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힘든 것으
로 속세에서 떨어진 곳에 사는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만이 성불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니치렌 대성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 생명 속에 내재한 성불을 직접적으로 일깨울 수 있도록 남묘호렌게쿄의 어본존을 수지하고 제
목을 부르는 수행을 설립하였다. 성불이란 우리의 정신적, 영혼적, 물리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며 또한 우리의 행동도 포함되는 
마음의 상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천태대사의 자신의 마음을 보는 관심으로는 부분적인 성불이 가능할 뿐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우리 생명 속에 내재한 불성을 비춰주는 거울로써 사용하고 그 불성이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본존을 도현하셨다. SGI 이케다 회장은 “거울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비쳐줍니다. 하지만 불법의 거울은 우리 인생의 
보이지 않는 또한 잡을 수도 없는 면을 비춥니다. 빛과 음영이라는 법에서 비롯된 거울은 인간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즉 우주와 생명
의 법 그 자체에 기반을 둔 어본존은 부처의 지혜의 결정체이며 우리 자신의 생명의 진가를 비출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의 성불이 가능하도록 합니다.”(나의 미국의 벗 94쪽) 
 
거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화장을 하고 수염을 정돈하고 머리를 손질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 어본존께 창제
할 때에도 불단속의 어본존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준다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어본존이 가진 묘법의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
고, 우리의 성불의 지혜을 열고 서원을 세워 만인구제를 실현하고자 창제를 한다. 
 
니치렌은 “이 어본존을 결코 타처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다만 우리들 중생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는 흉중의 
육단에 계시느니라”(어서전집1244쪽)라고어본존의 힘을 강조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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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렌의 승리하는 생명 상태의 표현 

 어린 시절부터, 니치렌은 이 세상에서 비참을 없애고 민중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강한 결의를 세웠다. 이 서원을 가슴에 품고 철
저히 불경을 공부하였고 석가부처의 가르침의 진수로써 남묘호렌게쿄를 봉창하는 수행을 설립해 주셨다. 니치렌 대성인은 불법 유포
의 과정에서 참수의 위협을 비롯하여 수많은 험난한 박해를 극복하였다.  
 
니치렌 대성인은 1271년 다쓰노구치 해변에서의 참수의 박해를 극복한 후, 어본존을 도현하기 시작하셨고 신심 강한 제자들에게 수
여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대성인은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참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여 사도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은
밀히 말한 법문이 있노라.”(어서전집 1489쪽)라고 하셨다. 
 
니치렌은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세속적인 박해에 대항하여 승리하여 일어났고, 미래의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생명 경애를 불러일
으킬 수 있도록 그의 승리의 생명 경애를 물리적 형태로 표현하여 남기고자 결의한다. 
 
그는 무사인 제자 시죠 깅고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하였다. “니치렌이 수호의 어본존을 쓰는데 있어서도 사자왕(師子王)에 못지 않도
다. 경에 가로되 사자분신지력이란 이것이니라. 또 이 만다라를 정성껏 믿도록 하시라. 남묘호렌게쿄는 사자후(師子吼)와 같도다. 어
떠한 병인들 장해를 할 손가.” (어서전집1124쪽) 
 
보탑 

법화경의 11품인 “용출품”에서는 거대한 보탑이 대지에서 솟아나와 공중에 떠오른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보탑은 중생의 잠재력의 
거대함의 은유로써 모든 중생의 불성의 위대함을 표현하셨다. 그 다음 허공의 의식을 설명한다. 이것은 거대한 민중, 부처, 보살 모든 
시방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부처는 특별한 힘을 발휘하여 이 모든 대중을 공중으로 보탑 앞까지 끌어올리고 설법을 시작한다. 
 
니치렌 대성인은 문자의 형태로 허공의 의식의 근본 요소로써 어본존을 도현한다. 보탑품을 나타내는 남묘호렌게쿄는 어본존의 중앙
에 적혀있다. 즉 부처의 총체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형식인 그림이나 조각된 이미지가 아니라 문자의 형태로 어본존을 도현하셨
고 니치렌 대성인 자신의 생명으로 체득한 묘법과 일치되는 상태를 어본존에 도현하셨다. 이케다 회장께서는 “그런 석상이나 이미지
는 우주의 근본법 즉 모든 원인과(수행) 결과(덕)를 포함하는 남묘호렌게쿄를 충분히 결코 나타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
음은 하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어서의 세계 2권 181쪽)라고 하셨다. 
 
이케다 회장은 또한 “근행하고 창제하는 매일의 신심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재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허공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
습니다. 보탑을 우리 속에서 빛나게 할 수 있고 그 보탑은 우리 일상의 활동과 생활속에서 빛납니다. 그것은 어본존의 경이로움입니
다. 우리 생명의 위대한 우주가 우리에게로 열리고 현실은 그 자체로 가치 창조가 됩니다.”(어서의 세계 2권 176쪽)”라고 하셨다. 
 
신심(信心)속에 어본존(御本尊)은 존재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불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찬성하지만,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것은 쉽지 
않다. 니치렌 대성인은 어본존을 도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자신의 불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단지 어본
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니다. 신심과 수행이 바로 강력한 불성을 이끌어 내는 근본 요소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어본존도 다만 신심(信心)의 이자에 들어 있으니 이신득입(以信得入)이란 이것이니라. …결코 남묘호렌게쿄라고만 봉
창하여 부처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신심의 후박(厚薄)에 달려 있으며, 불법의 근본은 신(信)으로써 근원으로 하느니
라.”(어서전집 1244쪽) 
 
포교의 깃발 

니치렌 대성인은 “비로소 법화홍통(法華弘通)의 기치(旗幟)로서 나타내 드리느니라”(어서전집1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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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구치 쓰네사부로, 도다 조세이, 이케다 다이사쿠 SGI 초대 삼대 회장의 지휘아래 우리는 전 인류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 수 있
는 불법의 가르침의 “포교의 깃발”로서 니치렌 대성인께서 원하신 그대로 어본존을 수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본존을 향해
서 남묘호렌게쿄를 창제하고 삼대 회장의 정신으로 묘법을 유포하는 SGI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눈부신 성장, 공덕 승리를 인생
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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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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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을 사명으로 전환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법에서는 인생에 닥친 역경에 도전해 가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성장·단련시킬 수 있고 
행복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한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인생의 모든 면을 더 좋은 방향으로 영구히 바꿀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숙명
전환’이라고 하며 생명을 근원에서 변혁해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확립하는 것이다. 불법의 생사(生死)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은 수많
은 생을 거쳐 미래까지 영원히 존속한다. 여기에서는 숙명전환의 원리와 숙명을 사명으로 바꾸어 가는 진정한 불법의 실천을 알아본
다. 
 
숙명이란 무엇인가? 

우리자신의 문제나 괴로움은 현세에 우리가 만든 행동이나 판단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는 현세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을지 모른다. 그럴 땐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불법에서는 현세에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나 상황들은 과거세에 행했던 행동의 결과라는 숙업의 원리를 가르친다. ‘숙업’은 산스크리
트어로 ‘행위’라는 뜻이다. 우리들의 사고, 언어 또는 처신하는 행위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우리 생명에 심어지며 이러한 인은 
현세와 미래세에 ‘여시과’로 잠재되어 있다가 어떠한 상황과 때에 따라 감지할 수 있는 결과 또는 업의 응보인 ‘여시보’로 드러나게 
된다. 숙업이란 전세 (前世)에 쌓아둔 행위로 인해 현세에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업은 선업 또는 악업
일 수 있으나 ‘숙업’이라고 하면 과거세의 나쁜 행동으로 인한 나쁜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불법에서는 생명이 현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세, 현세, 미래세에 걸친 삼세의 생명관을 설하며 우리 자신의 매순간의 행동들이 
삼세에 걸쳐 인과로 나타난다고 한다. 과거세나 현세에 남을 험담하고 상처를 주고 도난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나쁜 인은 현
세 또는 미래세에 고통과 문제를 낳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불법과 대부분의 동양 철학에서 가르치는 인과의 법칙이며 대성
인은 ‘통상의 인과의 법’이라고 하며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나 단지 알고 있다는 자체로는 생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나쁜 인을 좋은 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생사를 반복하면서 악업을 하나하나씩 청산하는 것 이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더이상 나쁜 인을 쌓는 것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세에 숙업에서 나오는 고난을 직접적
이고 빠른 방법으로 바꾸는 길은 없다는 것이며 대다수의 불경 (이전경)에서는 숙업을 바꾸기 위해 억겁에 걸친 끊임없는 금욕적인 
수행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숙업의 관점은 궁극적으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숙명론이다.  
 
다행히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통상적인 숙업이나 인과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대성인은 ‘사도어서’에서 “니치렌은 이 인과는 아니
며” (어서960쪽)라고 쓰시면서 자신이 대난을 받은 것은 불법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상의 인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세와 과거
에 있어서 법화경을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경이 아닌 심오한 법과 원리를 가
진 경으로써 즉 만인성불, 인간존중, 자타의 행복을 설한 정법인 것이다. 방법이란 생명 안에 갖추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인
식하지 못하는 것이며 자타 모두가 묘법의 당체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묘법에 대한 역의 관계는 나쁜 인을 깊이 쌓
게 되어 여러 형태의 악업으로 나타난다. 
 
방법으로부터 숙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만인의 행복을 위해 정법을 지키고 홍통해 가는 가장 근본적인 좋은 인을 쌓는 것이다. 이것
은 묘법인 정법을 바르게 믿고 지키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법을 알려주는 올바른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경향성을 즉시 바꾸게 되며 괴로움에 허덕이는 자신으로부터 생명력과 환희가 넘치는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니치
렌 대성인의 불법에 있어서의 숙명전환의 과정이며 이 실천의 핵심이 남묘호렌게쿄의 제목인 것이다. 
 
대성인은 “중죄는 상로(霜露)와 같으며 혜일(慧日)은 능히 소멸하니라.” (법화경 724쪽) 고 하는 보현경의 문(文)을 인용해서 과거
의 악업을 자신의 생명에 쌓인 서리와 이슬에 비유하면서 어본존을 수지하고 자행화타를 위한 제목에 매진해간다면 자신의 흉중에 
태양과 같은 불계의 생명이 나타나 어떤한 죄업도 서리나 이슬처럼 사라진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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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경수 

신심과 광선유포에 매진할 때 그것을 방해하려는 장마(障摩)와 고난에 직면한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그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오히려 공덕이라고 가르치셨다.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면서 자연스럽게 전중경수
의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어로 텐주쿄주(轉重輕受)라는 말은 ‘전중경수’라고 해석하는데 말그 대로 풀면 ‘무거운 것을 바
꾸어서 가볍게 받는다’라고 한다. 과거세의 무거운 죄업에 의해 현세만이 아닌 미래세에 걸쳐 큰 괴로움에 빠져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현세에 정법을 믿고 광선유포의 홍통을 위해 도전해 가면 중죄의 과보를 일시에 가볍게 받아 죄업을 모두 소멸시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니치렌 대성인은 전중경수의 공덕을 통해 ‘지옥의 괴로움은 금방 사라지고’(전중경수법문, 1000쪽)라고 말씀하셨다. 
고난은 숙업을 없애는 생명을 단련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대성인께서는 또한 “쇠는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검으로 되고 현성은 
매리함으로써 시험되느니라. 나의 이번의 감죄는 세간의 허물은 조금도 없으나 오로지 선업의 중죄를 금생에 없애고 후생의 삼악을 
면하기 위함이니라.” (사도어서, 958쪽)고 설하셨다. 
 
원겸어업 (願兼於業) 

고난에 직면하여도 신심을 관철해서 숙명을 전환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의미가 크게 변한다. 법화경의 ‘법사품’에는 ‘원겸어업 (원
해서 업을 겸한다)’의 법리가 설해져 있다.이것은 위대한 복운을 쌓은 보살이 악세에서 중생에게 법화경의 원리를 설하고 중생을 고
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일부러 악세에 태어날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과거세의 숙업으로 난을 겪는 사람처럼 보살도 괴로움을 겪게 된다. 우리 자신이 타인을 위한 자비에서 난을 만나 극복하겠
다는 선택을 했다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관점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바로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보살의 서
원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신심으로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인
생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가치있는 경험인 것이다. 
 
이케다 회장은 원겸어업의 원리를 ‘숙명을 사명으로 전환’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나 숙명은 있다. 그러나 숙명을 
정면에서 직시하고 그 본질적 의미을 찾는다면 어떠한 숙명도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고 깊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숙명에 도전
하는 우리의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즉 숙명을 사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악의 숙명을 선의 숙명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숙명을 사명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원겸어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여 전진해가는 사람이야말로 숙명전환의 목
표를 향해 가는 것이다.” (2003년 8월 리빙부디즘,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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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難)을 극복하는 신심(信心) 
 

웨이트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며 저항력이 강화된다. 이와 유사하게, 인생의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은 우
리 자신의 생명을 단련시켜준다. 불도수행을 통해 난(難)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승리함으로써 부처의 생명경애인 지혜, 생명력, 용기, 
자비의 ‘근육’을 단련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난(難)은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절
호의 기회이다.  
 
불법에서는 주로 난(難)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불도수행에 면려할 때 일어나는 장해를 ‘삼장사마’라고 하며 두 
번째는 법화경에서 법을 홍통하는 법화경의 행자를 공격하는 것을 ‘삼류의 강적’이라고 설하고 있다. 불도수행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난은 다투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장사마 
 
‘삼장사마’는 진정한 행복 즉 성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나오는 방해의 작용을 말한다. 니치렌 대성인은 천태대사의 
마하지관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행해(行解)를 기위(旣爲) 힘쓰면 삼장사마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 내지 따르지 말
지며 두려워 말지어다.” (형제초, 1087쪽) 여기서 대성인은 장해가 일어날 때는 그것이 알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장해를 인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마의 작용을 ‘두려워’하거나 
‘휘둘리게’ 되어 불성이 혼탁하게 되어 불도수행을 방해받게 된다. 삼장에는 (1)번뇌장, (2)업장-현세에 쌓고 있는 잘못된 행위, (3)
보장-과거세의 악업에 의한 장해가 있으며, 사마(四魔)란 (1)음마-신심수행자의 육체적, 정신적 작용(오음,五陰)의 장해, (2)번뇌
마-탐욕, 진에, 우치 등의 장해, (3)사마(死魔)-불도 수행자의 목숨을 잃게 하여 수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수행자 등의 죽음으로 신
심의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장해, (4) 천자마(제육천의 마왕)-여러 형태와 힘으로 불도 수행자에게 신심을 못하도록 하는 장해를 말
한다. 
 
삼장사마는 불도수행에서 얻는 밝고 긍정적인 생명 경애를 무너트리고 행복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마음을 약화시킨다. 그 결과 불
도수행을 하면서도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게 된다. 특히 제육천의 마왕이 가장 강력한 마인데 우리주변의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생명
에 나타나 불도수행의 전진을 방해하고 수행자를 피해의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것은 근본적
인 생명존엄을 무시하고 만인이 불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숭고함을 거부하는 인간의 경향성에서 비롯한다. 그러한 경향성과 
무지를 원품의 무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장해가 삼장사마의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해 하기보다는 이것을 
불도수행의 장해라고 인식하고 신심, 기원 그리고 행동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원한 행복은 생명내부의 무명이나 무지를 이기는 법을 배움으로써 구축할 수 있다. 이케다 SGI회장은 “불법은 부처와 마와의 싸움
입니다. 삼장사마와 맞서 그것을 타파할 때 우리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리빙부디즘 2004년 1월, 48쪽)라고 말씀하셨다. 
 
성불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장해와 장마의 작용이 나타났을 때야말로 숙업
을 바꾸고 행복을 구축할 수 있는 바로 그때이다. 대성인께서는 “반드시 삼장사마라고 하는 장해가 나타나는데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
는 물러남이 이것이니라.” (효에사칸 전답서 1091쪽)고 말씀하시며 어떠한 장마에도 절대 물러서지 말고 즐겁게 도전하여 문제를 
극복하라고 격려하셨다. 삼장사마를 만났을 때 현자는 기뻐한다. 그 이유는 역경과 장해가 저항력을 키워 성불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삼류의 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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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 권지품제 13에서 석존은 말법에 법화경을 홍통하는 정법의 행자를 박해하는 세 종류의 강적이 출현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
다. 그 강적은 (1)속중증상만, (2)도문증상만, (3)참성증상만인데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타인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거만함이다. 
 
첫째, 속중증상만은 법화경의 행자를 박해하는 불법에 무지한 중생을 말한다. 법화경의 행자에 대해 악구매리해서 사회적 지위나 안
전까지 해치려고 한다. 
 
둘째, 도문증상만은 거만하고 교활한 승려를 가리킨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권력자에게는 아첨하고 민중을 깔본다. 이 두 
번째의 증상만은 자신들은 불법을 득도했다고 주장하나 정법의 수행을 가르치기는커녕 정법을 수지· 수행하는 행자를 비방하고 박해
한다. 
 
셋째, 참성증상만은 사람들로부터 성자(聖者)로 숭앙받는 고승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지위와 이익만을 탐낸다. 명성을 잃기 두려워서 
권력자와 공모해 법화경의 행자를 박해하는 거짓된 참언을 한다. 
 
 
법화경에서는 삼류의 강적이 정법을 수지, 수행, 홍통하는 행자를 탄압해서 광선유포의 흐름을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중
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견딜 수 있으나 세 번째의 참성증상만은 가짜 성자의 정체를 좀처럼 알아보기 어렵기 떄문에 가장 간파하
기 힘들다. 
 
어성훈에 “검(劍)이라도 부진한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법화경의 검은 신심이 강성한 사람만이 소용되는 것이며.”(교오전답서, 
1124쪽)라고 하셨다.  
난을 겪는 것도 인생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난을 두려워하기보다 대성인님의 불법을 수행하는 우리는 제목의 검(劍)을 
가진 신심 강성한 용자가 되어야 한다.  
 
이케다 회장은 “일생성불하는 과정에는 숙명전환의 격투가 있으며, 삼장사마와 삼류의 강적이 다투어 일어납니다. 신심으로 봄을 향
해 크게 비상하려면 반드시 시련이라는 겨울을 극복해야 합니다.”(이케다 SGI 회장 강의 희망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 월드 트리
뷴 12월 19일자, 6쪽)라고 말씀하셨다. 
 
난에 단호히 직면하고 극복함으로써 우리자신의 숙명을 바꿀 수 있으며 각자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만의 사명
을 완수해 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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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렌 대성인의 생애 

니치렌 대성인은 (1222~82)은 일체중생이 자신에게 내재한 불성을 열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흔들림없는 자비의 행동을 계속하며 묘법인 남묘호렌게쿄를 유포하는데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일생 동안 고난과 박해가 뒤따랐지만  민중의 행복을 저해하는 악을 소멸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초창기 

니치렌 대성인은 1222년 2월 16일 아와 지방 나가사 군 도조 마을의 어촌<현재 지바 현 아와 군 

아마쓰의 고미나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성인은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서민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12살 때 아와 지방의 세이초 사(淸澄寺)에 들어가 당시의 초등 교육을 받으며, 『일본 제일의 

지자(知者)가 되게 하소서』(어서 888쪽)라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생사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극복하여 부모는 물론 전 민중을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끌고자 불법을 공부하며 지혜를 탐구하였습니다. 

16세 때 불법을 구명하기 위해서 세이초 사의 도젠보(道善房)를 스승으로 하여 득도하고, 모든 

불법의 근저라고 해야 할 부처가 깨달은 법인 ‘묘법(妙法)’의 지혜를 얻으신 후 

<세이초사대중중(淸澄寺大衆中)> 어서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마쿠라, 쿄토, 나라, 천태종의 본산인 히에이 산에 있는 엔랴쿠지와 같은 여러 큰 

사원을 돌면서 유학을 시작하여 일체경을 정독(精讀)함과 동시에 소승, 대승 각 종파의 교의의 본질을 

검증한 결과, 법화경이야말로 석존이 설한 일체경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경전이며, 내가 깨달은 묘법은 

법화경 간요(肝要)의 법인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蓮華經)이고, 석존 멸후에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으로 남묘호렌게쿄를 넓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입종 선언 

이러한 유학으로 묘법 홍통에 대한 사명과 방도를 확인하신 대성인은 대난을 각오하시고 묘법 

홍통의 실천에 착수할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그리고 1253년 4월 28일 정오, 세이초 사의 지불당(持佛堂)에서 염불 등을 파정함과 동시에 

남묘호렌게쿄를 드높이 부르며, 말법의 민중을 구제하는 유일한 정법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입종 선언’입니다. 당시 대성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렌초라는 이름을 바꾸어 

스스로 ‘니치렌(日蓮)’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입종 선언 때에 염불을 엄하게 비판한 대성인에 대해 세이초 사를 옹호하는 아와 지방 도조 마을의 

지두(地頭)이자 염불종의 강신자인 도조가게노부(東條景信)는 몹시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가게노부가 

대성인의 신변을 위협했기 때문에 대성인은 세이초 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가게노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대성인은 막부의 본거지인 가마쿠라로 가서 나고에에 있는 

마쓰바가야쓰에 초암을 마련하여 홍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가마쿠라에 퍼져 있는 염불종과 선종의 

파절에 주력하면서 법화경의 정의를 설하고 남묘호렌게쿄의 제목을 부르며 넓히셨습니다.  

이 때 잘 알려진 도키조닌, 시조깅고 (시조 요리모토) 그리고 이케가미 무네나카 등이 대성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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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정안국론> 제출과 법난 

대성인이 가마쿠라에서 홍교를 시작하셨을 당시 매년처럼 기상 이변과 대지진 등 천재지변이 

잇따랐고 대기근, 대화재, 역병 등도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1257년 8월에 가마쿠라 지방을 덮친 

대지진은 가마쿠라에 있는 중요한 건물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대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사람들을 고뇌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이러한 대 재난이 계기가 되어 대성인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밝히시고 그것을 

근절하는 방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입정안국론>을 쓰시고 1260년 7월 16일, 당시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던 호조도키요리(北條時賴)에게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이 제1회 국주 간효(國主諫曉)입니다.  

<입정안국론>에서는 먼저 천재지변이 계속되는 원인은 온 나라 사람들이 정법에 등을 돌리고 

사법(邪法)을 믿기 때문이며 그 원흉은 호넨(法然)이 설하기 시작한 염불에 있다고 지적하시고 그 

일흉을 단절하고 정법을 신수(信受)한다면 평화 낙토가 현실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경문에 

나타나 있는 재난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계반역난(自界叛逆難: 내란)과 타국침핍난(他國侵逼難: 

타국의 침략)의 두 가지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속히 정법에 귀의하라고 간효하셨습니다.  

그러나 막부의 요인은 대성인의 지성이 담긴 간효를 무시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염불자들은 

은밀하게 막부 요인의 승인을 받아 대성인에게 박해를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60년 8월 27일 밤, 집권 호조나가토키의 아버지 호조시게토키를 등에 업은 염불자들이 대성인을 

없애려고 마쓰바가야쓰의 초암을 덮쳤습니다. 이것이 <마쓰바가야쓰 법난>입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탈출한 대성인은 잠시 가마쿠라를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이듬해 1261년 5월 12일, 막부는 가마쿠라로 돌아오신 대성인을 체포하여 이즈의 이토로 

유죄(流罪)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즈 유죄>입니다. 1263년 2월 이즈 유죄에서 사면되어 가마쿠라로 

돌아오신 대성인은 이듬해에는 병든 노모를 방문하기 위해 고향인 아와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1264년 

11월 11일, 대성인 일행은 아와 지방 아마쓰에 있는 구도요시타카의 저택으로 향하는 도중 

고마쓰바라에서 지두인 도조가게노부의 군사에게 습격을 당하셨습니다. 이때의 전투에서 제자 

교닌보와 신도인 구도요시타카가 사망했을 뿐 아니라 대성인도 이마에 상처를 입고 왼팔이 

부러지셨습니다. 이것이 <고마쓰바라 법난>입니다. 

 

 

다쓰노구치 법난과 발적현본 

1268년 윤1월, 몽고에서 보낸 국서가 가마쿠라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몽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성인은 <입정안국론>에서 예언하신 

타국침핍난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막부는 대성인의 주장을 묵살하였으므로 대성인은 10월에 당시의 집권자 

호조도키무네를 비롯한 막부 요인 그리고 고쿠라쿠 사(極樂寺) 료칸(良觀), 겐초 사(建長寺) 

도류(道降) 등 가마쿠라의 여러 큰 사원의 승려 등 모두 11곳에 서장을 

보내어(<십일통어서(十一通御書)>) 타국침핍의 위험은 <입정안국론>에 예언한 대로이니 자신과 공장 

대결(公場對決: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법론)을 하자고 외치셨습니다.  

대성인의 이런 제의에도 불구하고 막부도 타종도 성의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막부는 대성인의 교단을 위험시하며 어떻게 탄압할 것인지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1271년 여름, 전국적으로 대한발이 몰아쳤을 때 대성인은, 막부와 결탁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진언율종의 승려 고쿠라쿠 사 료칸이 기우제를 지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누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로 승부를 가리자고 료칸에게 제의하였습니다.  

즉 만약 료칸이 7일 안에 비를 내리게 하면 대성인이 료칸의 제자가 되고 만약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하면 료칸이 대성인에게 귀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료칸이 기우제를 실시했던 6월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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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동안 비는 한번도 내리지 않았고 이에 료칸은 7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제의한 후 다시 

기우제를 지냈으나 연장한 7일 동안에도 비는커녕 폭풍만 불어닥쳐 료칸은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료칸은 패배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성인에게 더 한층 깊은 원한을 품게 

되어 부하인 염불승 교빈(行敏)의 이름으로 대성인을 고소하고 막부요인과 그 부인들에게 손을 써서 

권력으로 대성인을 탄압하고 획책하였습니다.  

료칸은 당시 사람들에게 불법을 터득한 고승으로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과 

결탁하여 이익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9월10일, 막부로부터 호출된 대성인은 사무라이도 로코(侍所: 무사를 단속하는 관청)의 

소사(所司: 차관)인 헤이노사에몬노조요리쓰나(平左衛門尉賴綱)에게 심문받았습니다. 그때 대성인은 

헤이노사에몬노조에게 불법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나라를 안온하게하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자세를 설득하여 간효하셨습니다.  

이틀 후인 9월 12일 저녁, 헤이노사에몬노조가 무장한 병사들을 인솔하고 마쓰바가야쓰 초암을 

유린, 대성인을 역적처럼 취급하며 체포하였습니다. 이때 대성인은 헤이노사에몬노조를 향해 ‘일본의 

기둥’인 대성을 박해한다면 반드시 자계반역ㆍ타국침핍의 두 가지 난이 일어난다고 말하며 강하게 

간효하였습니다. 막부에 연행된 대성인은 사도(使渡)로 유죄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헤이노사에몬노조는 은밀하게 대성인을 참수형에 처하려고 획책하였습니다.  

대성인은 한밤중에 가마쿠라의 변두리에 있는 다쓰노구치의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막 집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에노시마 방향에서 ‘동그란 공모양’의 광채가 북서쪽으로 

밤하늘을 가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사들은 그 물체를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여 참수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쓰노구치 법난> 입니다. 

이 일은 대성인 자신의 일대(一代) 홍교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대성인은 

다쓰노구치 법난 때에 명자범부(名字凡夫)라는 적(迹:임시 모습)을 열고 범부의 몸이라는 당체에 

구원원초(久遠元初) 자수용보신여래(自受用報身如來)라는 본지(本地: 본래의 경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발적현본(發迹顯本: 적<迹>을 열어 본<本>을 나타냄. 본문 50쪽 참조)’이라고 

합니다.  

이 발적현본 이후 대성인은 말법의 본불(本佛)로 서게 되셨으며 만인이 근본으로서 존경하고 자신의 

근원으로 신수해야 할 만다라(曼茶羅) 본존님을 도현하였습니다.  

 

 

사도 유죄 

대성인을 다쓰노구치에서 처형하는 데 실패한 막부는 그 후로도 대성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약 1개월 동안 대성인은 사가미 지방의 에치<현재 가나가와 현 아쓰키 시 북부>에 있는 

혼마로쿠자에몬(本間六郞左衛門: 사도 지방의 차안 경비 담당자)의 저택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가마쿠라에 있던 대성인의 제자들은 방화, 살인 등 부당한 혐의를 받으며 여러가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도로 유죄를 보내기로 최종 결정되어 대성인은 1271년 10월 10일에 에치를 출발하여 11월 

1일에 사도의 쓰카하라라는 묘지에 있는, 다 쓰러져 가는 삼매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혹한의 기후에 옷과 음식도 부족하였으며 대성인의 목숨을 노리는 사도의 염불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1272년 1월 16일, 사도뿐 아니라 호쿠리쿠ㆍ신에쓰 등에서 여러 종파의 승려들 수백 명이 

모여서 대성인에게 법론 도전을 해 왔지만 대성인은 오히려 각 종파의 사의(邪義)를 모조리 

논파(論破)하셨습니다. 이것이 <쓰카라하 문답>입니다. 

또 2월에는 호조 일문(一門)에서 내분이 일어나 가마쿠라와 교토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2월 

소동>. 대성인이 다쓰노구치 법난 때 예언한 자계반역의 난이 불과 150일 후에 현실로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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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초여름에 대성인의 귀양지는 쓰카하라에서 이치노사와로 옮겨졌지만 염불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닛코 상인은 대성인에게 상수급사(常隨給仕)하며 고난(苦難)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 

사도의 땅에서도 대성인에게 귀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부쓰보(阿佛房) 와 부인인 센니치 

등입니다. 

 또 대성인은 사도에서 중요한 어서를 많이 저술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어서로는 

<개목초(開目抄)와 <관심의 본존초(觀心本尊抄)>를 들 수 있습니다.  

1272년 2월에 저술하신 <개목초>는 니치렌 대성인이야말로 주사친(主師親)의 삼덕(三德)을 갖추신 

말법의 본불님임을 밝히셨기 때문에 ‘인본존개현(人本尊開顯)의 서(書)’라고 합니다.  

또 1273년 4월에 저술하신 <관심의 본존초>는 말법의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 수지해야 할 

南無妙法蓮華經의 본존에 대해 설하여 밝히시고 있어 ‘법본존개현(法本尊開顯)의 서(書)’라고 

합니다.  

1274년 2월 대성인은 사면되어 3월 13일에 사도를 출발, 가마쿠라로 돌아오셨습니다.  

4월에 헤이노사에몬노조와 대면한 대성인은 사법(邪法)으로 몽고를 막겠다는 기도는 실행하지 

말라고 막부에 강하게 간효함과 동시에 헤이노사에몬노조의 질문에 답하여 금년 내에 반드시 몽고가 

침략해 올 것이라고 예언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같은 해 10월에 몽고의 대군이 규슈를 습격했습니다. 이것이 1차 몽고침략이며, 1281년 

5월에 2차 몽고침략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자계반역난ㆍ타국침핍난의 두 가지 예언이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대성인은 

㉠<입정안국론(入正安國論)>의 제출에 의한 간효와 예언 ㉡헤이노사에몬노조가 체포하러 왔을 때의 

간효와 예언 ㉢사도 유죄의 사면 후 막부에 대한 간효와 예언, 이 3가지를 ‘세 번의 

고명(高名)’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미노부 입산 

사도 유죄 후의 간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니치렌 대성인은 ‘세 번 나라를 위해 간효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림(山林)에 들어가라’는 고사에 따라 가이 지방<현재 야마나시 현> 하키리의 

미노부 산 (身廷山)에 들어가실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미노부는 닛코 상인의 교화로 대성인의 문하가 

된 하키리로쿠로사네나가(淀木井六郞實長)라는 지두가 다스리던 곳입니다.  

대성인은 1274년 5월 17일에 미노부의 하카리사네나가의 저택에 도착, 6월 17일에는 미노부 산 속에 

검소한 암자를 지어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대성인의 미노부 입산(入山)은 단순한 은거가 

아니었습니다. 미노부에서 대성인은 영법구주(令法久住)를 위해 <선시초(撰時抄)> <보은초(報恩抄)>등 

다수의 어서를 집필하여 대성인 불법의 인류사적 의의를 설하여 밝혔을 뿐 아니라 법화경 강의 등을 

통하여 미래의 광포를 짊어질 인재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또 어소식(御消息: 문하에게 보내는 편지)을 많이 쓰시어 재가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을 

격려하고 각자가 인생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셨습니다.  

 

 

아쓰하라 법난과 대어본존 건립 

니치렌 대성인께서 미노부에 입산하신 후에 스루가 지방<현재 시츠오카 현>의 후지방면에서는 

닛코상인을 중심으로 절복ㆍ홍교가 진척되어 천태종등의 승려와 신도가 지금까지 믿던 신앙을 버리고 

대성인에게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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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종래의 천태종 사원인 시주쿠원(四十九院)과 짓소 사(實相寺) 등에서 박해를 자행하기 

시작하였고 아쓰하라의 류센 사(瀧泉寺)에서는 원주대(院主代) 교치(行智)가 책모를 꾸며 농민 신도를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79년 9월21일, 아쓰하라의 농민 신도 20명이 원주(院主)의 논에 침입하여 벼를 훔쳤다는 억울한 

죄로 체포되어 가마쿠라로 연행되었습니다. 농민신도는 사무라이도코로의 소사(所事)인 

헤이노사에몬노조의 사택에서 혹독한 취조를 받으며 법화경에 대한 신심을 버리라고 협박당했지만 

모두가 굴하지 않고 신앙을 관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시로(神四郞), 야고로(彌五郞), 야로쿠로(彌六郞)의 삼 형제가 처형당하고 나머지 17명은 

추방되었습니다<10월 15일, 일설에는 이듬해 4월 8일>. 이것이 <아쓰하라 법난>입니다.  

대성인은 농민 신도들이 보인 불석신명(不惜身命)의 모습에서 대난을 견뎌 내는 강성한 신심이 민중 

차원으로 정착되었음을 느끼시고 10월 1일에 저술하신 <성인어난사>에서 ‘출세(出世)의 

본회(本懷)’를 이룰 때가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 대로 1279년 10월 12일에 

일염부제총여(一閻浮提總與: 전 세계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뜻)의 대어본존을 건립하셨습니다.  

‘출세의 본회’란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목적이라는 뜻으로, 대성인이 말법이라는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말법 만년(末法万年)의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자신의 대원(大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쓰하라 법난에서 민중의 강성한 신심에 호응하여 1279년 도현하신 대어본존은 모든 민중을 

구제한다는 니치렌 대성인의 대원을 담아 광선유포를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닛코상인에 대한 부촉 그리고 입멸 

1282년 9월, 대성인께서는 대성인 일대에 설하고 넓히신 모든 법문과 일염부제총여의 대어본존을 

닛코상인에게 부촉하시고 광선유포의 사명과 책임을 의탁하셨습니다. 9월 8일 대성인은 제자들의 

권유로 히타치 지방<현재 이바라키 현 북부와 후쿠시마 현 남동부>으로 온천 요양을 위해 9년 동안 

거주하셨던 미노부 산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시 지방<현재 도쿄>의 

이케가미무네나카(池上宗仲)의 저택에 머무르시며 후사(後事)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9월 25일에는 병든 몸을 무릅쓰고 문하들에게 <입정안국론>을 강의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성인의 

마지막 설법이 되었습니다. 

10월 13일 대성인은 입멸에 앞서 다시 한 번 닛코 상인에게 부촉을 하시고 

이케가미무네나카의 저택에서 61세로 법화경 행자의 존귀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대성인 입멸 후 오로지 닛코 상인만이 대성인의 엄한 유지를 받들어 광선유포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대성인의 후계자라는 자각아래 닛코 상인은 방법을 책하고 막부의 잘못을 

지탄하였습니다. 또한 대성인이 쓰신 모든 편지를 ‘어서’라고 이름하여 한 편 한 편 소중히 

간직하고 말법의 소중한 자료로서 제자들이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닛코 

상인 역시 불도수행과 교학에 진력하는 수많은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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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렌(日蓮) 대성인의 생애 연표 

 
1222 2월 16일: 아와 지방 나가사 군 도조 마을 어촌에서 탄생 

(1세 – 당시 일본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고 했음)  
1253 (32세) 

4월 28일: 세이초 사에서 입종 선언  
1260 (39세) 

7월 16일: <입정안국론>을 호조도키요리에게 제출하여 막부에 간효함. 최초의 

국주간효. 곧이어 염불종 승들의 공격을 받음 (마쓰바가야쓰 법난) 
1261 (40세) 

5월 12일: 이즈 지방 이토에 유죄됨 (이즈 유죄)  

1264 (43세) 

11월 11일:고마쓰바라 법난 
1268 (47세) 

10월11일: <십일통어서>를 저술하시어 가마쿠라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보냄 
1271 (50세) 

9월 12일:다쓰노구치 법난. 직후 제자들을 위해 어본존을 서사하기 시작함 

10월 10일: 사도 유죄 시작  

1272 (51세) 

1월 16일: 쓰카하라 문답  

2월: <개목초>를 저술 
1273 (52세) 

4월 25일: <관심의 본존초> 저술 
1274 (53세) 

3월 26일: 사도 유죄에서 사면되어 가마쿠라로 돌아옴  

4월 8일: 헤이노사에몬노조와 만나 연내에 몽고의 침략이 있을것이라 예언  

5월 17일: 미노부 입산 

10월: 몽고가 큐슈 남부지방의 섬을 공격 (제1차 몽고침략) 
1279 (58세) 

9월 21일: 아쓰하라의 농민 신도 20명이 체포됨(아쓰하라 법난) 
1281 (60세) 

5월: 몽고의 큐슈 침략 (제2차 몽고침략) 
1282 (61세) 

10월 13일: 무사시 지방 이케가미의 이케가미 무네나카의 저택에서 대성인 

입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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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학회의 역사와 발전 
 
(1) 창가학회의 설립 
 

창가학회는 초대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회장과 2대 도다 조세이 회장의 사제관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871년 6월 6일, 현재 니가타 현의 카시와기 시에 해당하는 일본 북서해안의 작은 항구마을에서 태어난 마키구치는 일본의 최북
단 섬인 홋카이도에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청춘 시절을 보낸 후, 18세에 교사 교육기관에 들어가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학생 시절부터 마키구치는 지리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교사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지리학에 대한 사상을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최
고의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1901년 홋카이도를 떠나 도쿄로 옮겨온 후 2년이 지나 첫 번째 저서인 ‘인생지리학’을 발간
하였다. ‘인생지리학’에서 그는 단순암기위주의 전통적인 지리학습방법을 부정하는 대신, 자연과 사회와 공유하는 인간의 인생과의 상
관관계에 기반을 둔 교육을 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1913년 토세이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기 전 마키구치는 교육간행물의 편집과 외국학생의 교육, 그리고 정식교육을 받지 못하
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통신교육과정의 설립과 교재개발 등의 다양한 일을 하였다.  
 
도다 조세이는 1900년 2월11일, 지금의 이시카와현 카가시에 위치한 일본 중서부 해안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2년 후 그의 가족
은 홋카이도의 서부해안인 아쓰다 마을로 이주했다. 아쓰다에서 고등교육(중학교 과정)을 마친 도다는 일하면서 독학으로 공부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1918년 6월 보조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도다 조세이와 은사 마키구치의 만남 

 
1913년에서 1932년 사이, 마키구치는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교육이론과 실용적인 응용방법을 재정립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해 배우고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교육을 대변하였으며, 혜택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동등
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고, 교실 밖에서도 학생들에게 마음을 쓰는 교사였다. 예를 들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
는 학생들에게는 점심을 사주고, 추운 날에는 학생들이 손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기도 했다. 
 
1920년 도다는 마키구치를 만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하게 된다. 두 사람은 장시간 동안 일본의 미래와 교육적 실천 및 연구에 관해 
토론했다. 그리고 얼마후 도다는 도쿄로 이주하여 마키구치가 교장으로 있던 니시마치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고, 그로부터 
23년간 마키구치와 함께 일하며 그를 돕게 된다. 
 
창가교육학회 

 
도다는 스승을 따라 미카사 초등학교로 옮겼고, 마키구치가 다음 학교로 옮긴 1923년에는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립 준비학교인 지슈 학원을 설립했다. 여기에서 마키구치는 자유롭게 연구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교육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니치렌 불법을 접한 후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이 자신의 이상과 깊이 공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키구치는 1928년 57세의 
나이로 입신하였고, 도다도 곧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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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교육이론을 출판하겠다는 마키구치의 목표를 위해 도다는, 스승이 수년에 걸쳐 축적해 온 교육연구자료와 실천서, 그리고 경
험을 담은 노트를 편집 정리하였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 마키구치의 책을 출판하게 된다. 
 
1930년 11월 18일, 도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마키구치는 4권에 걸친 ‘창가교육학 체계’를 처음으로 출판하게 되는데, 마키구치
가 저자, 도다가 발행인, 그리고 창가학회의 전신인 창가교육학회가 발행기관으로 되어있으며, 이 날이 바로 창가학회의 설립일이 되
었다. 
 
마키구치는 이 책에서 가치를 창조한다는 뜻으로 ‘창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도다와 마키구치의 토론을 통해 나온 것이다. 
‘창가’란 마키구치가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해온 이론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인간은 문제를 만들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인간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사
실 가치 창조는 인간의 속성이다. 어떤 사람의 강한 개성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의 우수한 가치 창조 능력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실천 

 
1937년 창가교육학회는 창가교육학 이론을 지지하는 교육자들의 조직으로 정기적인 회합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원은 순식간
에 교육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니치
렌 대성인 불법을 접목하여 자신들의 삶과 일본사회를 변혁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창가교육학회는 일련정종의 일반 신도의 모임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다른 불교 신도 단체와는 달리, 승려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마키구치와 도다가 모든 회합의 책임을 지고 신심의 지도를 맡았다. 창가학회는 그 시작부터 승려들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일
반 신도들의 모임이었던 것이다.  
 
창립부터 창가학회 회원들은 회원들이 신심 수행을 통해 참된 행복을 깨닫고,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 자체에 기반을 두고 신심을 하였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에 비약적인 발전을 한 창가교육학회는 포교활동과 회
원들 집에서 열리는 좌담회 및 큰 회합을 통해 회원 수가 3천 세대에 이르렀다. 
 
군국주의 정부와 투쟁 

 
1930년대 중반, 일본 정부는 종교와 사상을 통제하여 정부의 전쟁을 지원하고 국수주의와 공공의 단결을 강화할 목적으로 천황과 
국가를 믿는 국가신도를 강요하게 된다. 마키구치와 도다는 군국주의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니치렌 대성인의 인간주의 원리를 고수하
며, 국가를 전쟁으로 이끄는 신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었고, 창가교육학회의 좌담회에는 항상 
특별고등경찰의 감시가 뒤따랐다. 
 
1940년대 초반, 일본의 종교단체에 신도를 받아들여 신찰을 받으라는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다.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한 일련정종 
종문의 승려들은 1943년 6월 신찰을 받아들이고 창가교육학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신찰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종문의 행동은 니치렌 대성인과 닛코상인의 의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용감하게 불법을 수호하는 대신 전쟁을 지지하는 
신도와 타협한 것이다. 사실 종문은 일본이 미국과 영국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을 공식적으로 찬미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밀려오는 압박에도 마키구치와 도다는 신찰을 거부하고 올바른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을 지켜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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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마키구치는 1943년 7월 6일 이즈의 좌담회에서 체포되었고, 같은 날 도다 역시 도쿄에서 21명의 다른 창가교육학회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치안유지법 위반과 불경죄라는 죄목으로 체포된 그들은 모진 고문 끝에 마키구치와 도다를 제외하고 
모두 신심을 버렸다.  
 
도다의 옥중 오달 

 
마키구치는 감옥에서도 일본의 종교와 전쟁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며 간수에게까지 대성인의 불법을 알려나갔다. 숱한 회유와 협박에
도 아랑곳하지 않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확신을 온몸으로 체현한 것이다. 
도다는 고령인 스승을 걱정하여, “저는 아직 젊습니다. 선생님은 일흔넷이십니다. 바라건대 죄는 제 한몸에 받도록 해 주시고 선생님
을 하루라도 빨리 귀가토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원해 나갔다.  
 
1944년 초부터 도다는 감옥에서 진지하게 제목을 부르며 법화경을 반복해서 읽어나갔다. 그는 법화경 무량의경에 나오는 부처의 실
체인 34비(非)가 가진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 깊은 기원과 성찰 끝에 도다는 부처란 생명 그 자체이며, 부처의 생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의 생명 안에 있으며 광대한 우주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후 11월 진지한 
창제 끝에 그는 자신이야말로 지용의 보살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현재에 해당하는 석존 멸후 혼돈의 시대인 말
법에 법화경을 홍통하는 사명을 부촉받은 것이 바로 지용의 보살이라고 나와 있다. 
 
그 후 1944년 11월 18일 마키구치는 노령과 극도의 영양실조로 73세의 나이에 도쿄 형무소에서 옥사하게 된다. 그날은 바로 창
가교육학회의 설립 기념일이기도 했다. 마키구치는 최후까지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대로의 삶을 살았고, 남묘호렌게쿄를 유포하며 
고통받는 민중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성인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헌신했다.  
 
제자인 도다는 옥중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광선유포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 이 옥중 오달이 전후 창가학회 발
전의 시발점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46년 마키구치의 장례식에서 도다는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당신의 광대무변하신 자비는 저를 감옥에까지 데리고 가 주셨습니다. 덕분에 ‘재재제불토 상여사구생(재재 모든 불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나리라)’이라는 묘법연화경의 일구를 몸으로 읽었으며 공덕으로 지용의 보살의 본사를 알고 법화경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신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 구절에서’상여사구생’이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함께 노력하는 스승과 제자의 깊은 유대를 상징한다. 도다 조세이의 말은 스
승인 마키구치 쓰네사부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전후 일본 창가학회의 발전 
 

1945년 7월 3일 출소한 도다 조세이는 병약한 몸을 이끌고 2차대전 동안 와해된 창가교육학회의 재건을 위해 전 혼을 기울였다.  
 
1946년 초부터는 법화경 강의를 시작하고 좌담회와 포교활동도 재개했다. 학회 이름도 ‘교육’이라는 단어를 빼고 사회의 평화와 행
복과 번영이라는 좀 더 큰 목표를 반영하는 창가학회로 변경하였다. 
 
이케다 다이사쿠의 초창기 

 
이케다 다이사쿠는 1928년 1월 2일 도쿄 오타구의 오오모리키타에서 태어났다. 1937년 초 네 명의 형들은 모두 일본 군대에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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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되어 중국 전쟁에 투입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 당시 13세의 소년이었던 그는 폐병과 싸우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케다는 전쟁의 비극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공습으로 집을 잃고 큰 형인 키이치가 전장에서 전사한 잔혹함은 이케다에게 깊은 
슬픔과 분노를 남겼다. 특히 장남인 키이치의 죽음은 그의 부모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슬픔과 고통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10대 후반의 청년 이케다는 폐허가 된 일본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전시의 일본에서 가르쳤
던 가치가 거짓으로 판명된 상황에서 이케다 역시 다른 젊은이들처럼 정신적인 공허함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1947년 8월 14일 창가학회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청년 이케다는 그 자리에서 도다에게 인생과 애국자, 천황과 남묘호렌게
쿄에 대해 질문했다. 기교 따위는 전혀 없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논리적이고 명료한 도다의 대답에 매료된 그는, ‘얼마나 이야
기가 빠른 사람인가. 그러면서도 조금의 미혹도 없다. 이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도다가 일본 군국주의 정부의 압력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아 투옥되었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은 이케다는, 대화가 끝
나자 도다의 슬하에서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로부터 10일 후인 8월 24일 이케다는 스승인 도다를 따르기로 결의하고 창가학회에 입회하였다. 그리고 신심을 시작한 지 2년 
후인 1949년 1월 도다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편집장으로 취직하게 된다. 
 
은사를 위해 헌신 

 
1949년 7월 창가학회는 교학 잡지인 ‘대백연화’를 발간하게 되는데, 그 해 말에는 전쟁 후 일본의 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출판사들
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케다가 편집장을 맡고 있던 잡지도 발행이 중단되자, 그는 도다의 새로운 신용조합 건설을 돕기 시작
하지만, 곧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케다는 사업과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창가학회를 이끄는 책임까지 맡아 혼신을 다해 스
승을 도왔다.  
 
1950년 경제불황이 심해지고 도다의 사업 또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비록 도다의 사업이 창가학회 초창기 성장의 재정적 
기반이 되긴 했지만, 점차 그의 사업은 쇠퇴하고 빚도 늘어만 갔다. 특히 실패한 신용조합과 연관이 있던 일부 회원들이 도다와 창가
학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던 무렵인 8월 23일 신용조합은 문을 닫았다. 자신의 재무 문제로 학회에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
던 도다는 8월 24일 창가학회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게 된다.  
 
도다의 직원들은 하나둘씩 도다의 곁을 떠났지만, 도다는 굳건하게 일어서 회사의 거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이케
다는 도다가 다시 경제적으로 재건하여 창가학회의 회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도다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도
왔다. 도다는 자신을 돕기 위해 1년 전 야간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던 제자를 위해 정치, 경제, 문학 등 다방면에 걸친 학문과 불법을 
가르치는 개인교습을 시작했다.  
 
도다는 광선유포를 위한 신문 발간과 대학 설립이라는 자신의 비전을 제자와 함께 나눴다. 세이쿄 신문 (1951년) 발간과 소카대학 
(1971년)의 설립은 당시 두 사제의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도다의 창가학회 2대 회장 취임 

 
1950년과 1951년 도다 조세이와 이케다 다이사쿠는 도다의 재정 상태를 복구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도다는 
결의했다. “어떠한 고난이 더욱더 겹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 가야만 한다. 이제 나의 몸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나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말씀을 결단코 허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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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케다는 오직 스승이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재건하여 창가학회 회장으로서 지휘를 잡을 수 있게 돕겠다는 깊
은 결의를 하고 있었다.  
 
1년여간의 격투 속에서 도다의 재정적 어려움은 차츰 나아지고 있었지만 도다와 이케다의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다. 이케다
는 당시의 격투를 ‘오늘날의 창가학회의 발전과 존재의 참다운 요인’ 이라고 묘사했다.  
 
1951년 5월 3일 도다 조세이는 창가학회 2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취임인사에서 그는 75만 세대의 절복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당시 활동하고 있던 창가학회 세대수는 3천에 불과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도다의 목표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
지만, 이미 광선유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도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회원들에게 말했다. “만약 나의 이 원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달성되지 않는다면 나의 장례식은 하지 마십시오. 유해는 시나가와 앞바다에 던져 버리시오!”  
 
창가학회 회장 취임 직전인 4월 20일 도다는 창가학회 신문인 세이쿄 신문을 발간했다. 또한 6월 10일에는 부인부를, 7월 11일
에는 남자부, 7월 19일에는 여자부를 결성했다. 
 
1952년 1월 도다는 이케다를 가마타 지부 간사로 임명했다. 직접 회원들을 가정방문하고 격려하면서 활동에 혼신을 다한 이케다는 
한 달 만에 한 개 지부에서 201세대 절복이라는 경이적인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도다는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를 진지하고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광선유포 전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고문
서 연구의 대가였던 호리 니치코 상인을 만나 니치렌 대성인의 유문 전부를 편찬하여 발간할 것을 부탁했다. 그리하여 니치렌 대성인
의 입종선언 700주년이 되는 1952년 4월 어서전집을 발간하였다. 어서전집의 발간으로 창가학회 회원들도 니치렌대성인의 가르
침을 신심 수행의 굳건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9월에는 창가학회가 일본 정부로부터 종교조직으로 공식 인정받
게 된다. 
 
당시 이케다는 조직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었다. 1953년 1월에는 남자부 제1부대장이 되었고, 4월에는 분쿄지부 담당 간
부로 임명되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창가학회 남자부장이 되었다. 
 
학회의 전진을 방해하는 권력과의 투쟁 

 
민중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 실현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니치렌 대성인의 결의는 ‘입정안국론’에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정신을 기반
으로 창가학회는 민중을 고통에 빠트리고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부패한 정치에 맞서 1955년 4월 처음으로 국회에 후보자를 내보내
게 된다. 
 
이케다 다이사쿠는 당시 간사이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지휘하면서 오사카 지부에서 1956년 5월 한 달 동안 11,111세대라는 경이
적인 성장을 기록하였고, 7월에는 오사카에서 창가학회 선거운동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오사카에서는 학회에서 지원하는 3명의 후보자가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 승리로 창가학회는 영향력 있는 민중운동으로 인
식되기 시작했고, 당시 학회의 성공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많은 단체로부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었다. 그 예로 1957년 6월, 지역
의 사회당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던 일본 탄광노조가 있던 홋카이도의 유바리에서 노조에 소속된 창가학회원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가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케다는 즉시 유바리로 달려가 불합리한 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토론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유바리 사건 직후인 1957년 7월 3일 오사카 경찰은 사실무근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이케다를 체포하였다. 이케다는 15
일간 취조를 받았다. 검사는 이케다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다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갈수록 쇠약해지는 스승을 다시 감옥
으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이케다는 스승을 지키기 위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7월17일 기소되었고 오사카 구치소

39



에서 풀려난 후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1962년 1월 15일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광선유포의 미래를 청년에게 의탁 

 
1957년 9월 8일 도다 조세이는 모든 핵무기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청을 담은 원수폭 금지선언을 발표한다. 원자폭탄이 가
져오는 대량살상과 파괴 때문에 도다는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을 악마라고 규정하고,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인간 생명의 마
성을 타파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이 원수폭 금지선언이 훗날 창가학회 평화운동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그 해 12월에는 도다의 생애 원업이었던 학회 75만 세대 홍교가 달성되었으며, 1958년 3월에는 창가학회가 대석사에 건립하여 
기증한 법화본문 대강당이 완성되었다.  
 
3월 16일에는 전국에서 남녀청년부 6천 명이 대석사에 결집, 이 자리에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2대 도다 회장은 “창가학회는 
종교계의 왕자다!”라고 선언하며 광선유포 후사의 일체를 청년에게 위탁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3월 16일 광선유포 날의 유래
이다.  
 
그리고 4월 2일 도다는 58세의 나이로 서거한다. 그는 옥중에서 깨달은 ‘부처는 생명이다’ 라는 자각으로 창가학회를 성공적으로 
재건하고 광선유포의 확고한 토대를 다졌다. 그가 키워낸 수많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가장 가까웠던 이케다 다이사쿠가 훗날 창가학
회의 3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3) 불법 인간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네트워크의 설립 
 

1960년 5월 3일, 이케다 다이사쿠는 “아직은 젊지만 도다 문하생을 대표하여 화의의 광선유포를 목표로 일보 전진의 지휘를 잡겠
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창가학회 3대 회장에 취임한다.  
 
그는 창가학회 2대 회장이었던 도다 조세이의 위업을 이어받아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세계로 광선유포하겠다는 결의를 가슴에 품고 
회장 취임 5개월 후인 1960년 10월 2일 북남미 9개 도시 순방길에 올랐다. 방문하는 도시마다 이케다 회장은 현지의 창가학회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대부분이 일본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뉴욕에서 유엔본부를 방문한 이케다 회장일행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국제단체로서의 역할과 잠재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케다 
회장은 그로부터 기념제언과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엔을 지원하고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전을 제시해 왔다. 1983년 핵폐절과 환경보호 그리고 유엔의 기능강화와 같은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제안내용과 구상
을 담은 첫 번째 유엔 평화제언을 발표한 이래 매년 평화제언을 계속해 오고 있다.  
 
1961년 1월에 인도를 처음 방문한 이케다는 석가모니가 성불했다고 알려지는 부다가야에서 평화와 대화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아
시아의 철학과 문화를 연구하는 기관 창설을 구상하고 이듬해 동양철학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또한, 1963년에는 문화와 예술 교류를 통한 평화증진에 헌신하는 민주음악협회(민음)를 창설하였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평화를 
존중하고 민중을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밝은 내일로 이끈다. 반면 포악한 권력은 예술과 정반대인 어둠으로 민중을 이끈다. 그래서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널리 유포하는 것이 평화 창출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이케다 회장은 일본 전역을 돌며 창가학회 회원들을 격려해오고 있다. 특히 차세대 지도자 육성에 초점을 두고 학생부 대표를 대상으
로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강의를 하면서, 1964년 6월에는 고등부를, 1965년에는 중등부와 미래부를 창설했다. 
 
그는 1965년, 은사인 도다가 2차대전이 끝난 후 출옥하여 창가학회의 재건을 위해 격투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소설 인간혁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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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을 시작했으며, 이는 신인간혁명의 집필로 이어져 창가학회 8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평화의 추구 

 
평화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이케다 회장은 이제까지 1600여 명에 이르는 전 세계 정치, 문화, 교육, 예술계 지도자들과 교류를 계속
해 왔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1970년대 초 2년 반에 걸쳐 계속된 이케다 회장과 영국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와의 
대담이다. 이 대담을 계기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 베티 윌리엄스, 미래학
자인 헤젤 헨더슨 박사를 포함한 수많은 유명 사상가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계속되었다. 
 
1974년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소련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곧바로 소련을 방문하여 지도자들에게 중국을 공격하지 않
겠다는 확인을 받아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이 확신을 전했다. 1년 후 이케다 회장은 이 두 나라의 정치가들과 심오한 대
화를 나누며 평화의 씨앗을 심고 신뢰의 연대를 쌓아갔다.  
 
1974년 이케다 회장과 소련 코쉬킨 수상과의 대담 당시 통역을 맡았던 레온 스트리쟈크 모스크바 대학 교수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
게 회고했다. “이케다 회장과 코쉬킨 수상의 대담 주제는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보통의 일본대표단들과 논의했던 내용과는 전혀 달랐
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과 평화, 전쟁과 그 피해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
다.” 
 
그다음 해 1월 이케다 회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를 평화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들과 대화했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 
괌에서 국제창가학회(SGI)를 설립하게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다시 말해 SGI는 냉전의 암운으로 뒤덮인 국제사회에서 
대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과 소련을 더 가깝게 모으자는 내 노력의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위압적인 힘의 균형과 무력
을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쓰디쓴 교훈을 가르칩니다. 대화의 선택이야말로 평화를 건설하고 인간주의의 승리를 쟁취하는 열쇠인 것입
니다. SGI의 설립 이래로 이 진실은 세계시민의 울부짖음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 핑화 전 중일우호협회 회장은 이케다 회장의 외교적 노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케다 회장이 건설한 신뢰의 황금가교는 
많은 사람이 왕래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종문과의 분리 

 
창가학회는 1930년 초창기부터 일련정종 종문의 주요한 후원자였다. 세계 제2차대전 후 창가학회의 성장은 알려지지 않은 작고 
가난한 불교 종파였던 일련정종 종문을 일본 최대의 종교단체로 탈바꿈시켰다.  
 
1970년대 창가학회 회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케다 회장은 니치렌 대성인 어서에 입각하여 학회의 신도들도 종문의 승
려들과 전혀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스피치나 강연을 통해 지적했다. 당시 종문의 승려들이 권위적이고 오만하며 심지어 자
신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태도로 신도들을 대한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었고, 신도들은 더 많은 금전적 공양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
을 경시하는 종문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케다 회장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종문과 대화를 시도했다. 
 
당시 종문의 승려들은 이케다 회장의 대중적 언설과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맞물려 창가학회 변호사가 
이케다 회장을 모함하기 위해 종문에게 창가학회의 가상 의도에 관한 거짓 보고를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비난과 맞고소가 이어지
면서 긴장은 극에 달했다. 
 
당시의 긴박감을 이케다 회장은 수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고뇌했다. 더 이상 학회원이 괴로워하고 중에게 박해당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도다 선생님이 ‘목숨보다도 소중한 조직’이라고 하신 학회이다. 민중의 행복을 위한, 광선유포
를 위한, 세계평화를 위한 불의불칙의 조직이다. 나의 심중은, 오직 이 한 몸으로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회장에서 물러나자는 쪽으로 

41



굳어가고 있었다.” 
 
1979년 4월 24일 이케다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종문에서는 회합에서 창가학회 회원들에게 지도하는 것은 물론 학회 
기관지에 글을 기고하는 것조차 금지한다는 엄격한 제재를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케다 회장은 회원들을 격려할 방법을 찾았다. 회원들에게 짧은 시나 휘호를 써주는 것이었다. 그는 전국을 돌며 회
원들을 가정방문했다. 자칫 나약해 보일 수 있는 후퇴를 SGI와 세계평화 구축을 위한 견고한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사명을 굳건히 하
기 위해 더 장대한 비전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창가학회와 종문과의 갈등은 결국 이케다 회장이 창가학회와 SGI의 명예 회장으로서 좀 더 공적인 불교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한 때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 동안 법주인 닛켄은 창가학회를 종문의 직접 지휘하에 두거나 아예 해산시
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결국 종문은 창가학회를 상대로 근거 없는 불평들을 공표한 후 그것을 구실로 1991년 11월 창가학회 조직 전체를 파문했다. 계속
되는 창가학회의 요청에도 종문은 학회와의 정면대화를 거부했다.  
 
닛켄은 학회를 파문하면 더 많은 학회원이 SGI를 떠나 종문으로 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종문으로 간 회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며, 
SGI에 남은 대다수의 학회원은 종문의 파문을 낡고 강압적인 관습에서의 해방이라고 보고 있었다. SGI는 국제사회의 상황에 맞춰 
더 근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유포하고 전 세계에서 신뢰와 우정의 연대를 넓힐 수 있는 자유를 얻
은 것이다. 
 
영구 평화의 기반을 구축 

 
이케다 회장은 현재 83세로 전세계의 다양한 철학자, 과학자 및 지도자들과 대화를 거듭하면서 매년 유엔에 평화제언을 계속해 오고 
있다. 수많은 학술기관과 정부, 조직들이 이케다 회장을 진정한 평화의 건설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케다 회장은 회원들이 신심을 통해 더욱 강성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평화와 행복을 구축해 갈 수 있도
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다. 또한, 매일 신인간혁명을 연재하고 있으며 수많은 메시지와 수필은 물론 ‘승리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
와 같은 어서강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 청년들이 자신과 같은 도전을 통해 가장 인도주의적인 불교원리에 기초한 
영구 세계평화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나가고 있다.  
 
60여 년 동안 이케다 회장은 스승인 도다 회장의 비전을 가슴에 품어왔다. 그는 말했다. “도다 선생님은 세계에 초점을 맞추셨다. 인
류 전체를 생각하셨다. 한번은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태양의 빛과 같다. 묘법의 빛이 비치면 수많은 
창가학회 회원들은 절망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삶을 용감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묘법은 인류의 숙업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
이 평화건설에 헌신하는 조직인 우리 창가학회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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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SGI회장 강의 희망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  

 

“나의 제자 등은 대원을 세우라” 
스승의 대원인 ‘전 인류의 행복’을 제자가 계승! 

 

당토(唐土)에 용문(龍門)이라고 하는 폭포가 있는데 높이가 십장(十丈), 떨어지는 물이 강병(强兵)이 화살을 
내리 쏘는 것 보다도 빠르니라. 이 폭포에 많은 붕어가 오르려고 하는데, 붕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올라가면 용
이 되느니라.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십 년, 이십 년에 하나도 오르는 일이 없더라.  
혹은 급류에 되밀려 오고 혹은 독수리매소리개올빼미에게 먹히고, 혹은 십정(十丁)의 폭포의 좌우에 어부들
이 늘어서 있어서 혹은 망(網)을 치고 혹은 퍼내어 잡고 혹은 쏘아 잡는 자도 있으니, 물고기가 용이 되기란 이
와 같으니라. (중략) 부처가 되는 길도 이것에 못지 않으니, 물고기가 용문을 오르고 지하의 자가 전상(殿上)에 
오르는 것과 같으니라. 
 

용문의 고사(故事) 

 

본문에서는 성불하려면 얼마나 많은 난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중국 ‘용문 폭포’의 고
사와 일본 ‘다이라 씨의 역사’를 비유로 들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성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
는 사례로 불전에서 사리불의 과거세에 퇴전한 일 등을 드셨습니다.  
먼저 ‘용문’은 중국의 전설적인 폭포입니다. 황하의 상류나 중류에 있으며 이곳을 타고 끝까지 거슬러 올라간 
물고기는 용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본문에서 높이 10장(약30미터), 길이 10정(약1킬로미터)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폭포의 이미지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서 (1077쪽, 1377쪽)에는 
높이 100장(약 300미터)이라고, 천태산에 있다고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격류의 압력이 강해 많은 물고기가 아무리 오르려 해도 떠밀려 내려오고, 게다가 큰 새나 어부들이 물고
기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넘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뇌운(雷雲)이나 비를 지배하는 

‘용’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신양명이나 본무대에 진출하기 위한 어려운 관문을 ‘등용문’
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 고사에서 유래합니다. 이 고사는 중국 사기 <<후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성인은 도키미쓰에게 “불도수행을 완수한다는 것도 물고기가 용문 폭포를 올라 용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습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떠미는 ‘급류’는 오탁악세의 시대상
에 비유했고, 목숨을 노리는 새나 어부는 성불을 방해하는 ‘삼장사마’나 ‘삼류의 강적’에 비유했습니다.  
악세 말법에 신심을 관철하는 일은 격류에 맞서 상류에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의 무명(無
明)과 번뇌는 저항하기 힘든 힘을 지녔습니다. 석존은 그것을 격류로 비유했습니다.  
더구나 대성인은 언뜻 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지혜를 번뇌가 삼켜 번뇌의 힘이 더욱 비대해지고, 악의 힘
으로 맹위를 떨치는 시대가 말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어서1465쪽) 이런 시대에 신심을 관철하는 것은 이만
저만한 난사(難事)가 아니기 때문에 사제의 유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이체동심의 화합승이 반드시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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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창가학회에는 난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사제의 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불이의 신심으로 생명을 철저히 연
마한 서민의 왕자들이 견고한 이체동심으로 스크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심을 훌륭히 관철하고, 생명
을 철저히 연마해, 그야말로 폭포를 끝까지 올라 승천하는 용처럼 당당한 인생을 걷는 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
습니다. 
 

악지식을 두려워하라 

 

용은 용 나름대로 비를 내려야 하는 노고가 있습니다. 이 노고를 고뇌로 받아들일지, 사명으로 받아들일지…. 이 
차이가 악지식에 패하는가, 성불하는가의 차이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본문에 나타난 ‘대원’입니다.  

이를테면 법화경의 수행을 완수한다는 것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고뇌를 짊어지고, 더욱 큰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명을 기뻐하며 용감하게 짊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성인은 “굳이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세요!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용감하게 후계의 용문을 끝까지 올라가세요!”하고 분기를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묘법을 수지한 우리의 ‘대원에 사는 인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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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SGI회장 강의 희망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  

 

법화초심성불초 (法華初心成佛抄) 
 

낭랑한 창제가 전진의 활력 

희망의 첫걸음은 내 생명의 변혁에서 

  

현대어역 

내 마음의 묘호렌게쿄를 본존으로 높여 우러러 받들고, 내 마음속의 불성이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르고 불리어서 나타나심을 부처라고 한다.  비유하면 새

장 속의 새가 울면 하늘을 나는 새가 불리어서 모이는 이치와 같다.  하늘을 

나는 새가 모이면 새장 속의 새도 나가려고 함과 같다.  입으로 묘법을 봉창

하면 내 몸의 불성도 불리어서 반드시 나타난다.  범왕과 제석의 불성은 불

리어서 우리를 지킨다.  부처와 보살의 불성은 불리어서 기뻐하신다.  그러

므로 ‘만약 잠시라도 (법화경을) 지닌다면 나는 곧 기뻐하며 제불도 또한 

그러하리라.’(법화경 견보탑품 제11)고 하심은 이 뜻이다. 

 

 

무너지지 않는 행복경애를 확립 

모든 불성을 오직 한 마디로 불러 나타내는 창제의 공덕이 얼마나 굉장한지, 

여기서는 그 위대함을 밝혔습니다.  맨 처음에 대성인은 “나의 기심의 묘호

렌게쿄를 본존으로 숭앙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제는 어본존을 향한 

신심이 있어야 성불의 수행이 됩니다.  대성인은 자신의 마음에 현현한 묘호

렌게쿄를 어본존으로서 도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본존을 수지하고 거울

로 삼으며 본보기로 삼아, 나도 대성인과 똑같은 관대(寬大)하고 존극한 경

애를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나의 기심의 

묘호렌게쿄를 본존으로 숭앙’이라는 뜻입니다.  몹시 탁하고 악한 시대에도 

모든 사람을 지키며 가르쳐 육성하는 주사친(主師親) 삼덕(三德)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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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신 대자대비한 대성인을 근본적인 스승으로 받들어 존경하며, 불석신명

한 스승의 실천을 배워 계승하는 일이 어본존을 올바르게 숭앙하는 것입니

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스승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 홀로 일어서

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와 안심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일이 바

로 어본존을 수지하는 근본자세입니다.  반대로 내 몸 밖에 있는 부처, 예를 

들면 이전경의 권불(權佛)과 같은 초인적인 존재에 매달리는 듯한 신앙은 

진정으로 ‘나의 기심의 묘호렌게쿄를 본존으로 숭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치뇨부인답서>에는 “이 어본존을 결코 타처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다

만 우리 중생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는 흉중의 육단

에 계시느니라.”(어서 1244쪽)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인이 “니치렌의 

혼”(어서 1124쪽)인 자신의 불계(佛界)를 한 폭의 만다라로 나타내신 이

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흉중의 어본존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본존은 그 명경입니다.  우리가 어본존을 수지하고 제목을 부르는 이유는 

내 흉중의 어본존을 용현해 ‘기심의 묘호렌게쿄’를 약동시키기 위함입니

다.  이 점을 잊으면 자신에게서 동떨어진 절대자에게 ‘매달리는 신앙’이 

됩니다.  도다 선생님은 “그대 자신이 남묘호렌게쿄다.  그러므로 부처가 

병이나 경제고에 질 리가 없지 않은가.” 라고 자주 지도하셨습니다.  자신

의 위대한 가능성에 눈뜨면 어떠한 괴로운 역경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그

런 강한 자신을 만들려는 신앙입니다.  선생님은 확신하지 않고 체념하거나 

나약한 자세를 보이는 회원에게는 참으로 엄하게 지도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보고를 들었을 때는 웃음을 띄며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위대한 자신에게 눈떠라.” “자기답게 살아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심의 묘호렌게쿄’를 용현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행복경

애를 흉중에 확립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제행은 우주와 생명이 교류 

이 어서에서는 ‘나의 기심의 묘호렌게쿄’를 본존으로 숭앙하고 남묘호렌

게쿄의 창제행을 실천하면 “나의 기심 중의 불성,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르고 

불리어서 나타나심을 부처라고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불계가 용현하는 모습을 ‘새장 속의 새’에 비유해서 참으로 알기 쉽게 설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새장 속의 새가 울면 하늘을 나는 새가 불리어서 

모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모이면 새장 속의 새도 나가려고 합니다.  여

기서 ‘새장 속의 새’는 범부인 우리 자신의 불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장은 근본적인 무명(無明)이나 여러 가지 번뇌, 여러 가지 고뇌에 속박된 

일체중생의 본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새장 속의 새’가 신심을 일으켜

서 제목을 부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모든 중생의 불성입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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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자신이 부르는 제목 소리로 불성, 다시 말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묘호

렌게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 아니라 실은 모든 중생의 불성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어서에서 배독했듯이 모든 부처, 모

든 보살을 비롯해 십계(十界) 일체중생의 불성도 또한 묘호렌게쿄입니다.   

그 모든 불성을 불러 나타내는 힘이 우리가 한번 묘호렌게쿄라고 부르는 제

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창제 소리는 전 우주 중생의 불성

을 눈뜨게 하는 대음성입니다.  그리고 ‘새장 속의 새’의 소리에 불리어서 

‘하늘을 나는 새’가 모이면 ‘새장 속의 새’도 새장 밖으로 나가려고 합

니다.  그 때 무명과 고뇌의 새장이 없어지고 속박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운 

‘법성(法性)의 대공(大空)’, 즉 천공(天空)처럼 광활하고 자유로운 깨달음

의 경지를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남묘호렌게쿄라는 제목을 부르

며 진지하게 기원하면 대우주에 편만한 묘법과 공명하여 자기 생명을 둘러

싸고, 이번에는 자기 무명을 타파하는 힘을 용현시킵니다.  말하자면 창제행

은 우주와 자신이 교류하는 위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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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SGI회장 강의 희망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  

 

니치뇨부인답서 (어본존상모초) 

오직 신심의 이자(二字)에 어본존의 

대공력이 

본문 어서 1244 쪽 8 행부터 11 행 

이 어본존(御本尊)을 결코 타처(他處)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다만 우리 

중생(衆生)이 법화경(法華經)을 수지(受持)하고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蓮華經)라고 봉창(奉唱)하는 흉중(胸中)의 

육단(肉團)에 계시느니라.  이것을 구식심왕진여(九識心王眞如)의 

도(都)라고 하느니라.  십계구족(十界具足)이라 함은 십계(十界)가 

일계(一界)도 빠짐없이 일계에 있음이라.  이에 의해서 만다라(曼陀羅)라고 

하며 만다라라고 함은 천축(天竺)의 이름으로서 여기서는 

윤원구족(輪圓具足)이라고도 공덕취(功德聚)라고도 이름하느니라.  이 

어본존도 다만 신심(信心)의 이자(二字)에 들어 있으니 

이신득입(以信得入)이란 이것이니라. 

어본존은 당신 흉중에 

대성인께 하사받은 어본존이 말법에 처음으로 도현하신 미증유의 

어본존이라는 것을 알고 니치뇨부인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대성인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히십니다.  즉 “이 어본존을 결코 다른 

곳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 중생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르는 흉중의 육단에 계신다.”라고.  대성인은, 어본존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목을 부르는 자기 가슴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안으로, ‘흉중의 육단’으로, 이 얼마나 극적인 전환입니까!  그 

때나 지금이나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이 뿌리 깊습니다.  ‘인간은 하찮으며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에 대해 궁극적인 존재, 영원한 가치는 자기 밖에 

있다.  어딘가 멀리 있다.’는 사고방식과, 외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초월적(超越的)인 힘에 의존하는 신앙은, 이를테면 서로 이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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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렌불법은 이런 고정관념을 타파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범부(凡夫)의 몸에 입각해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법(法)이 나타난다는 

생명의 진실을 봅니다.  원래 ‘불타(佛陀)’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참으로 의처(依處)로 해야 하는 

것 즉 ‘법’과 ‘진실한 자신’입니다.  무명(無明)에 덮여 깨닫지 못하던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의 보편적인 법과 그리고 그 법과 함께하는 자신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본존은 흉중의 육단에 계신다.”는 말씀의 

본뜻을 배견하면 대성인이 도현하신 어본존은, 실은 자기 흉중의 어본존을 

깨닫고 흉중의 어본존을 불러 나타내려는 어본존입니다.  자기 밖에 있는 

어본존에게 창제할 때 완전히 똑같은 어본존이 자기 흉중에 있습니다.  

자행화타를 위한 제목을 부르는 내 생명에 엄연히 나타납니다.  1278 년 

6 월에 보내신 <니치뇨부인답서(촉루품등대의<囑累品等大意>)>에서 

보탑품의 소재(所在)를 “니치뇨부인의 가슴 속·팔엽(八葉)의 

심연화(心蓮華)안에 계신다고 니치렌은 보았느니라.”(어서 1249 쪽)고 

말씀하셨습니다.  니치뇨부인은 이 어서에서 말씀하신 어본존이 ‘흉중의 

육단’에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흉중의 육단’은 ‘가슴 속· 팔엽의 

심연화’입니다.  어본존이 있는 ‘흉중의 육단’을 달리 말하면 

‘구식심왕진여의 도’입니다.  ‘구식’은 아마라식(阿摩羅識), 

근본정식(根本淨識)이라고도 하며, 이것을 ‘심왕’으로 세웁니다.  

‘진여’는 허망(虛妄)에서 벗어난 본연의 진실이고 마음의 ‘왕’이 있는 

곳이므로 ‘흉중의 육단’, 우리의 생신인 육체가 ‘도’입니다.  법화경 

행자이신 대성인이 이루신 부처의 생명, 진여와 일체(一體)인 대성인 자신의 

생명 즉 “니치렌의 혼(魂)”을 어본존으로 나타냈습니다.  어본존은 

‘만다라’ 형식입니다.  ‘만다라(曼陀羅)’는 범어 ‘Mandala’ 의 

음역(音譯)입니다.  ‘윤원구족(輪圓具足)’과 공덕취(功德聚)로 번역합니다.  

‘공덕취’ 즉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자재로 

끌어내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니치렌대성인의 생명이 

남묘호렌게쿄니까, 제자인 우리 생명도 똑같이 남묘호렌게쿄가 

됩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심하면 

니치렌대성인이 소유하신 근본의 힘이 우리 생명에 감응(感應)해서 솟아 

나옵니다.  우리도 역시 영원진여(永遠眞如)의 자신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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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카 스피릿 
 

일련 정종의 세 가지 오류 
 
창가학회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초대 회장과 도다 조세이 2 대 회장은 일련 
정종의 신도로 신심을 시작하였다. 일련 정종은 니치렌 대성인의 직제자였던 
닛코 상인이 13 세기에 설립한 교단의 20 세기 이름이다. 
 
원래는 후지 문류라고 불리던 일련 정종은 불행히도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인 
남묘호렌게쿄의 홍교 즉 광선유포 성취라는 근본정신을 잃어버리며 일본의 작고 
가난한 불교 교단이 되었다. 교육 개혁에 몸바친 교육자였던 마키구치 선생은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한 후,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은 일반 
민중의 인생과 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심오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스스로 니치렌 대성인의 제자로서 광선유포 성취라는 개인적인 서원을 세우게 
되며, 그의 제자인 도다 조세이도 이에 동참한다. 
 
창립 회장의 강한 신심과 깊은 사명감을 통해서, 창가학회는 진보적으로 사회 
속에 뿌리내리며 비약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창가학회는 수십 년간 일련 
정종을 정성껏 외호하였으며, 본산인 대석사를 복원하였고, 350 여 개의 절을 
공양했다. 동시에, 창가학회는 종문과의 화합에도 노력했으나, 종문은 점차 
권위적으로 되어갔다. 
 
처음부터 종문과 창가학회의 초점은 달랐다. 종문은 교단과 전통 유지를, 
창가학회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 홍교 즉 
광선유포의 성취를 목표로 두었다. 
 
창가학회 탄생 이전, 일본의 대부분 불교종파와 같이 일련 정종의 신도들은 
스스로 불도 수행을 하지 않았다. 신도들은 승려들에게 경을 독송하고 장례식과 
추모식 같은 전통의식의 거행을 의뢰했다. 
 
마키구치 회장이 처음으로 신도들에게 법화경 독송과 남묘호렌게쿄 창제를 개인 
신심의 형식으로 제안하셨다. 광선 유포 실현의 사명을 가지고 적극 실천하는 
신도 단체의 출현이 바로 일련 정종 신도들로 하여금 오랜 수동적 신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급격한 출발점이 되었다. 
 

50



1970 년대와 80 년대, 일련 정종은 창가학회 회원들의 공양과 후원을 통해서 
점차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창가학회와 국제 창가학회 SGI 는 지속해서 성장해 
갔다. 그러나 역동적인 창가학회의 활동과 성장은 일련 정종 승려들 사이에 
창가학회를 향한 적대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들의 세계관은 일본에서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일본의 불교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었기에, 신도는 승려에게 
공양하고 승려를 존경하는 수동적인 신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은 아니다. 오히려 대성인은 일반 신도를 소중히 하며 
최대로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다. 그러나 승려들에게는 모두 평등하게 서로 
격려하고 존경하는 신도 단체인 SGI 가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후 제 67 세 법주가 된 닛켄을 비롯하여 높은 지위에 있던 몇몇 승려는 종문을 
수호하고 번영을 위해 지속해서 헌신해온 창가학회와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을 
향한 질투와 적개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런 질투심을 불법에서는 마의 작용이라 
하며, 결국에는 광선유포의 대 발전을 축하하고 도와야 할 승려들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1991 년 초, 최고 법주 닛켄의 명령으로 창가학회를 파면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진다. 결국, 1991 년 11 월 창가학회를 파문하며, 창가학회 회원 대부분을 
종용하여 학회를 떠나 지방 절에 등록하게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종문의 이런 행보의 근본 동기는 승려는 신도와 니치렌 불법의 불력과 가르침 
사이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믿는 종문의 관점이었다.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통의식과 형식을 중요시하면서, 승려는 신도가 
자신들과 특히 최고 법주를 존경하고 복종하기를 바랐고 이를 신도의 최고 신심 
수행이라 여겼다. 
 
반대로, 창가학회는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와  초대 회장들의 신심의 모습을 따라,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과 의도에 근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 SGI 가 1991 년 
일련 정종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이후 한층 더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창가학회의 신심이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올바르다는 
증명이 된다. SGI 는 현재 192 개국 지역에서 회원들의 인생과 사회 속에서 
니치렌 불법의 올바른 신심의 힘을 증명해 가고 있다. 
 
다음은 일련 정종의 세 가지 근본 오류를 요약한 것이다. 
 

오류 1: 법주 절대론 
‘법주신앙’은 일련 정종의 중심 교리이며, 이것은 본산의 주지를 본존으로 
숭배하는 것이다. 종문은 이 관점을 바탕으로, 법주를 존경하고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서는 신도가 성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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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은 니치렌 불법에서 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근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가르침과 어긋나며,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에 비추어서도 틀림없는 오류이다.  
 
종문에 따르면, 최고 법주만이 누가 성불하고 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다고 하며, “스승이 제자의 성불을 승인한다…최고 법주의 승인에 따라 
본존을 설립하는 것이 바로 성불을 가능케 한다. 법주는 유일하게 대성인 불법을 
계승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다. 
 
최고 법주가 제자의 성불을 ‘승인’한다는 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최고 법주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교의도 니치렌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없다.  이 개념은 최고 법주가 다른 승려로부터 존경과 
후원을 받지 못할 당시에 후지 문류의 최고 법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니치렌 
대성인 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닛코상인은 닛코 유계치문에서 “때의 관수(貫首)라 할지라도 불법(佛法)에 
상위(相違)하여 기의(己義)를 세우면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어서 
1618 쪽)이라고 하셨다. 명백하게 닛코 상인은 최고 법주가 오류를 범하거나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셨다. 최고 법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에 완벽하게 어긋나는 것이다. 
 
 

오류 2: 그릇된 혈맥관 
법주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종문은 ‘전대 법주에게 상승을 
받는 것’이라는 신비적인 혈맥관을 주장한다. 즉, ‘살아있는 석존의 
모습으로서의 법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강조하며 법주를 통해서만이 
묘법의 혈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이전 법주로부터 그다음 법주 간의 ‘금구(金口)’라고 불리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혈맥이 전해지며, “니치렌 불법의 근본 원리는 오직 법주에게 
전해진다”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니치렌 대성인은 어본존을 향한 신심을 통해서 혈맥은 
전해진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법화경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법화의 
혈맥상승(血脈相承)이라고 하느니라.”(어서 1337 쪽)  
“일본국의 일체중생에게 법화경을 믿게 하여 성불하는 혈맥(血脈)을 잇게 해 
주려고 하는데.”(어서 1337 쪽) 
 
특정 그룹의 승려에게만 혈맥이 상승한다는 것은 니치렌 대성인 당시 타 불교 
종파에 널러 퍼져있던 개념이었지만,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에서는 이것을 
반박하였다. 니치렌 불법은 모든 사람이 신심을 통해 전 우주와 개인의 생명 속에 
내재한 것을 평등하게 열어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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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3: 화의(化儀)의 악용 
특히 일본에서 승려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신분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17 세기 즈음, 기독교의 유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정부는 국민 
모두 각 지역의 불교 절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당연히 승려들은 정부 
관료의 역할을 맡으며, 주민 관리, 여행, 일자리 등 문서들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종교 생활에 함께 관여하게 되었다. 
 
일련정종에서는 “일련 정종 신도는 각 지역 절의 주지를 스승으로 모셔야 하며, 
법주예하를 대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이 점을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하지 않을 
경우, 결국엔 대어본존님을 배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 
 
1991 년 1 월 12 일 후지모토 니치준, 당시 일련 정종 종무총감은 창가학회에 
보낸 편지에서, “승려와 신도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자만이다. 사실, 
이것은 불교 신도의 화합을 파괴하는 오역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더욱 최근에 일련정종은 다음과 같이 출간한다. “니치렌 불법에서 
승려와 신도에게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니치렌 대성인은 승속의 평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 중에서 남녀 승니(男女僧尼)를 가리지 말지어다.” (어서 1134 쪽) 
“승(僧)도 속(俗)도 이(尼)도 여(女)도 일구라도 남에게 말하는 사람은 
여래(如來)의 사자(使者)라고 쓰였느니라.” (어서 1448 쪽) 
 
그리고 또한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釋尊)과 개성불도(皆成佛道)의 
법화경과 우리들 중생의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깨달아서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奉唱)하는 바를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의 혈맥(血脈)이라고 하느니라. 이 
일은 다만 니치렌의 제자 단나 등의 간요이며, 법화경을 가진다고 함은 
이것이로다.”(어서 1337 쪽) 
 
모든 사람의 평등은 법화경과 니치렌 불법의 근본 교리이다. 불법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올바른 관계를 사제불이로 표현하며,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서로 존경하며 
광선유포라는 목표를 향해 사명과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스승이란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온갖 난관과 역경에 맞서 오직 
민중들의 불계를 깨우치게 하려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일련 정종에서 스승이란 지위와 순위로 결정된다. 법주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을 존경하도록 요구하며, 
신도들은 자신이 소유한 ‘비밀’을 알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불교의 왜곡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실천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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