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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논문 _4

자이나교의 상대주의적 관점론

김미숙
*1)

머리말. Ⅰ 관점의 개념. Ⅱ 관점론의 성립 기원. Ⅲ 관점의 분류. Ⅳ

상대주의적 관점론에 대한 논박. Ⅴ 결론.

요약문 [주요어 : 관점론, 인식론, 상대주의, 절대주의, 혼합주의, 자이나교]

자이나교의 인식론에서 첫째 가는 특징으로 꼽히는 상대주의는 다

면론․개연론․관점론 등 세 가지의 인식 이론을 포괄적으로 요약하

는 핵심 용어이다.

자이나교의 인식론이 상대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오

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주의라기보다는

혼합주의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 또는 종합주의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내리거나, 자이나교의 인식 이론도 궁극적으로는 절대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 등이 끊임없이 제시되곤 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자이나교의 상대주의적 인식 이론 중에서도

특히 관점론만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뒤, 위와 같은 비판들이 생겨난

연유와 배경에 대해서 해명해 보았다. 또한 이 논점을 중심으로 하여

자이나교의 인식 이론이 어떠한 존재론적 배경 아래 정립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머리말

자이나교의 인식론(pramāṇavāda)에 대한 논의 중에서 첫손에

꼽히는 주제는 ‘상대주의’(sāpekṣatva)라는 데 큰 이견이 없을 것

이다. 다른 학파와 비교해 볼 때, 상대주의적인 특징이 매우 두드

러지는 자이나교의 인식론은 인도의 철학적 전통에서도 독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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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자이나교의 인식론적 핵심 논점으로는 다면론․관점론․개연론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 이론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이나교의 인식론 ⇒ 상대주의(sāpekṣatva)


  다면론(anekāntavāda) : 다원적인 실재 이론

 관점론(nayavāda) : 관점의 차이 이론

 개연론(syādvāda) : 개연적 판단 이론

여기에 부연하자면, 관점론은 주로 논리적인 사고 영역을 중점

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개연론은 언어적 영역에서의 인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 설과 더불어서 자이나 인

식론을 총합적으로 정리하는 이론이 바로 다면론이라고 할 수 있

다.

흔히 비유하기를, 다면론을 한 마리의 새라고 한다면 관점론과

개연론은 그 새의 양 날개와 같다고 한다. 왜냐하면 다면론에 근

거하여 자이나교의 인식론이 전개되며, 관점론과 개연론은 다면론

과 불가분의 상보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설에서는 자이나교의 인식론은 여러 학설들을 융합시

킨 혼합주의(syncretism)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가한다. 하지만 과

연 혼합주의라는 비판이 합당한 것일까? 또한 상대주의는 부정주

의(不定主義)와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회의론 또는 불가지론(不

可知論, ajñānavāda)을 비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비난을 가하

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관점론은 종합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주의나 회의주의가 아니다.”라고 단언하기도 한

다.1)

1) 허우성(1992)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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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론에서는 먼저 관점론의 중요 술어들을 고찰한 다음

에, 자이나교의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가치를 재고(再考)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물론, 자이나교의 인식론에

대한 여러 각도의 비판들이 관점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

지만 여기서는 그 논의의 범위를 관점론에만 한정하였다. 왜냐하

면 세 가지 인식 이론 중에서도 특히 관점론은 다른 학파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자이나교의 인식론을 대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점론은, 어떤 사

물이나 실재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질 때, 개연론이나 다면론에 따

른 인식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인식 판단을 그 대상으

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바차리야 나트말(Yuvācārya Nathmal)도

“다면론의 기초가 바로 관점론”이라고 하였다.2)

Ⅰ. 관점의 개념

naya란 ‘관점, 요지(要旨), 의미, 경전, 교의(敎義), [논리상의] 오

류(誤謬), 부분적 조망, 부분적 견해, 태도, 원리, 방법, 여실(如實),

도덕이나 정치상의 방식 또는 차이, 논리적인, 도덕적인, 공정한’

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말이다.3)

이러한 ‘관점에 대한 이론’(nayavāda)은 관방론(觀方論), 관찰법

(觀察法), 부분적 고찰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4)

자이나교의 인식론과 논리학적 용례에 따른 나야는 ‘조건적 가

2) Jain(2006) p. 32.

3) Maharaj(1988) p. 272, 참조.

4) 다수의 학자들이 나야에 대해서 ‘관점’이라고 번역하지만, 나트말

타티아는 ‘철학적 관점’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Tatia(1994)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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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여 ‘관점’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나야의

의미, 즉 ‘관점’이라는 개념은 자이나교의 철학적 이론들 중에서도

특히 존재론과 실재론적 의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자이나교의 존재론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실체(dravya)를 기반

으로 하여, 성질(guṇa)과 양상(paryāya)이라는 끊임없는 변화(pari

ṇāma)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의 복합적인 다면성을 전체

적이며 총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인식(pramāṇa)이라

한다.

그에 비하여, 어떤 특정한 가정적 조건 아래서 어떤 대상을 파

악하여 아는 경우에, 이를 가리켜 하나의 ‘관점’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른 판단은 전체적이며 총합적인 인식과는 달리, 보

다 구체적이며 분석적인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찬드라다르 샤르마는 지식이 인식과 관점이라는 두 부류로 나

누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는 인식이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뜻하고, 관점은 관계 속에서의 어떤 사물에 대한 지

식이라고 구분하고 있다.5)

그에 따르면, 관점이란 관계성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물론 관계란 결코 고정 불

변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근거로 하여 상대적인 관점론을 이

끌어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관계 또는

관계성이란 파생적인 것이며, 그 이전에 사물, 즉 존재 자체의 특

성으로서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다 본질적인 논거로 삼

아야 한다고 본다.

5) Sharma(1976) p.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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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점론의 성립 기원

어떤 한 존재가 지니고 있는 내적인 성질과 외적인 양상은 고

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에 대한 인식

과 판단도 무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무한 다수의 속성을 지닌

존재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여 판단한 후에 그것을 표시하는 방

법도 무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자이나 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그처럼 무한한 판단들을 가장

최소한의 범주로 정리하고자 시도해 왔으며, 그 결과 7종 관점으

로 요약해 놓았다.

그런데 관점 이론이 최종적으로 7종의 범주로 정립된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구체적인 관점의 분류에 대해서도 문헌

과 학자에 따라 다양한 설을 보이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학설에 따르자면, 7종 관점이 최초로 정리되어

표현된 문헌은 Tattvārtha Sūtra(TS.)라고 본다. 그 이후 다수의

공의파, 백의파의 문헌들이 TS.에 의거하여 7종 관점으로 정리하

여 논하고 있다. 이를 ‘고전적인 7종 관점’이라 한다. 하지만 TS.

의 판본에 따라서 달리 설명되고 있거나, 문헌에 따라서 TS.의 7

종 관점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범주의 관점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관점론의 기원과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관

점론을 비롯한 자이나교의 인식론이 최소한 마하비라 시대 때에

이미 그 기원으로 삼을 만한 주장들이 선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다.

그 한 예로 제3 주지(主支, aṅga)인 Sthānāṅga Sūtra(St.)에서

는 다음과 같이 7종의 관점을 열거하고 있다.

근본적 관점들은 일곱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종합적, 보편적,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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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현재적, 의미적, 어원적, 사실적 [관점들]이다.6)

이와 같이 St.에서 열거하는 7종의 관점들은 TS.의 관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St.는 14원경(元經, pūrva)의 편린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고

인정받는 주지 성전(聖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St.의 한 부분,

예컨대 St. 7. 38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제 성립된 것인지를 정

확히 판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St.의 편찬 연대를 확정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TS.를 7종 관점의 기원으로 삼는 것은 St.를 비롯한 다른 문헌

보다 TS.의 편찬 시기가 보다 빠르다고 보는 설을 토대로 한 것

이다.

박찬드라 자인은 pāli 문헌 속에 제시되는 관점론이 자이나 철

학적 용례를 보인다고 하면서, 초기 불교 문헌 속에 등장하는 관

점론은 자이나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는 이를 근거로 하여 불교보다 더 먼저 자이나교에서 관점론을

정립시켰다고 한다.7)

그러므로 필자는 관점론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란

쉽지 않지만, 인도의 어떤 학파보다 먼저 관점론을 주장했던 것은

자이나교였으며, 그 이론이 다른 학파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대부분의 자이나 철학

이론이 마하비라 시대 또는 그 이전에 태동되었다고 간주하듯이

관점론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관점론은 경전 시대 때에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8)

6) “St. 7. naya-pada 38 : satta mūla ṇayā paṇṇattā, taṃ jahā ― ṇegame,

saṃgahe, vavahāre, ujjusute, sadde, samabhirūḍhe, evaṃbhūte.”

Maharaj(2004) p. 295.

7) Jain(1994) pp. 384～385.

8) 일반적으로 자이나교의 사상적 발전은 다음과 같이 크게 셋으로

구분한다. 첫째, 경전(āgama) 시대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서기

4세기경까지이다. 둘째, 철학(darśana) 시대는 서기 4세기부터



자이나교의 상대주의적 관점론 ∙ 97

Ⅲ. 관점의 분류

관점론이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론인 만큼 일곱 가지 관

점 이론은 존재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인식 판단의 대상인 존재의 3특성은 실체․성질․양상 등이다.

관점론에서는 먼저 존재의 3특성을 토대로 하여 실체적 측면과

양상적 측면으로 2구분하여 나눈다. 성질에 대해 별도의 관점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양상 속에 성질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성

질과 양상은 각각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을 뜻하며 둘 다 변화성

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이 점은 고정 불변성이라는 실

체의 특성과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실체와 양상이라는 두 측면만

고려한 듯 보일지라도 사실상 존재의 성질이라는 측면도 포함하

고 있다.

일곱 가지의 관점들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종합적 관점 
 실체적 관점  보편적 관점 

7종   개별적 관점  사물 영역

관점  
  현재적 관점 
 양상적 관점  의미적 관점 

 어원적 관점  언어 영역

 사실적 관점 

이는 TS.에 따른 것으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9)

5세기까지이다. 셋째, 논리(tarka) 시대는 서기 5세기부터 17세기까지이다.

Jhaveri(1990) pp. 83～91, 참조.

9) “1. 33 naigama-saṃgraha-vyavahāra-ṛjusūtra-śabda-samabhirū-ḍ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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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체적 관점

실체적 관점(dravyāstika-naya)이란 하나의 사물과 동일한 종

류에 속하는 보편성에 관한 것으로서 실체에 대한 분석 판단의

일종이다.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경우에 내리게 되는 판단이 해당

한다.

실체적 관점은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진다.10)

1) 종합적 관점(naigama-naya)

이 관점은 사물의 보편성(sāmānya)과 특수성(viśeṣa)을 구별하

지 않는 경우로서 일상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존재의 보

편성과 특수성은 명확히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한번에 전체적

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해당하며 상식적인 판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저녁 끼니때가 되어 부엌으로 들어가는 여자

를 보고서 ‘밥하러 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다. 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관점이다. 또 다른

예로는 어떤 나무를 볼 때 전체적인 크기나 모양, 수종(樹種) 등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고 그 나무가 ‘망고 나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종합적 관점은 그 범위 면에서 볼 때, 가장 광범위하다

는 점에서 다른 관점과 구별된다.

2) 보편적 관점(saṃgraha-naya)

이는 사물의 보편성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일반적인 관점을 뜻

한다. 어떤 망고 나무가 일반적인 개념상의 망고 나무에 합치한다

는 뜻에서 보편적인 망고 나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vambhūtā nayāḥ.” Tatia(1994) p. 23.

10) Shastri(1983) pp. 303～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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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적 관점(vyavahāra-naya)

이는 사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대조하여 경험적으로 인정된

개별성을 강조하는 실용적인 관점이다.

예컨대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경우와 같이 나 자신과

몸을 동일시하는 관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어떤 나무의 특질

들을 고려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나무가 바로 망고

나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2. 양상적 관점

양상적 관점(paryāyāstika-naya)이란 하나의 사물에 내포되어

있는 특수성에 관한 것으로서 양상에 대한 판단이다.

양상적 관점은 다음 네 가지 관점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11)

1) 현재적 관점(ṛjusūtra-naya)

이 관점은 사물의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상(現在相), 즉 현재

의 양상만을 보는 방법이다.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판단을 하는 경

우가 해당한다.

예컨대,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잘 익은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도 과거에는 어린 묘

목이었고, 어느 미래에는 땔감이 되고 말겠지만, 지금은 ‘잘 익은

열매가 달린 나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2) 의미적 관점(śabda-naya)

이 관점은 하나의 사물을 지시하는 단어와 그 특수성을 나타내

11) Shastri(1983) pp. 312～3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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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말들을 대조하거나, 문법적 형태를 이해함으로써 사물의

보편성을 보는 방법이다.

‘망고’라는 말의 함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뉘앙스 등을 고려하

여 ‘망고 나무’라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경우이다.

3) 어원적 관점(samabhirūḍha-naya)

이 관점은 사물을 지시하는 말의 어원적 의미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사물의 특수성을 아는 방법이다.

예컨대 소(gau)는 그 어원인 ‘가다(√gam)’라는 행위를 할 때,

여실하게 소라고 한다는 관점이다.

4) 사실적 관점(evaṃbhūta-naya)

이 관점은 하나의 사물을 표현하는 말의 어원과 의미 등을 모

두 고려해서 실제적인 특수성을 보는 방법이다.

예컨대 누군가를 가리켜 사자라고 부를 때, ‘사자’라는 별칭이

생긴 연유는 사자의 용맹성과 함께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고 불

리는 것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실상 ‘사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힘과 용기의 면에서 ‘영웅’을 의미한다고 판단하는 경

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적 관점은 다른 관점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가장 협소하다.

3. 상대주의적 관점

양상적 관점 중에서도 의미적, 어원적, 사실적 관점 등은 언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현재적 관점과는 구별된다. 현재적 관점은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판단이므로 언어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는

다른 관점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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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영역에 대한 관점론은 문법학과 의미론을 중시하는 인도

철학적 경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 철학

일반에서 그러하듯이 사물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언어’

와 ‘시각 정보’라는 것은 자이나 철학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자이나 인식론에서는 언어와 시각 정보의 오류 가능성

을 간과하지 않는다. 인식이 의존하는 감각적 정보의 오류 가능성

과 그에 종속되기 마련인 언어의 한계성을 비판하면서, 공평하고

정확하게 인식을 수립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고안한 것들이 상

대주의적 인식론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오류일 수밖에 없지

만, 어떤 관점을 정확하게 잘 세운다면, 그 판단에 따른 인식은 합

리적이고 보편적인 바른 인식이 된다고 보았다.

요컨대 어떤 존재에 대해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양한 판단을 거친 후에 성립한다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적 관점론의 요지라 할 수 있다. 오로지 어느 한 관

점만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 따른 판단

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절대적인 관

점에 따라 내려진 판단과 인식은 결국 부분적인 진리 또는 진실

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오류라고 판명된다.

그리하여 일견 번쇄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식

판단의 이론도 결국은 실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추구하는 엄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무의미한 희론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

이다. 그러나 자이나교의 관점론을 비롯한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타 학파의 논박의 수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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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대주의적 관점론에 대한 논박

자이나교의 상대주의적 인식론은 다른 철학파들의 견해와 대립

하는 입장에 서 있다.

먼저, 베단타 학파에 따르면 실재는 유일하고 보편적인 존재이

며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도 있을 수 없다는 절대주의적인 일원론

을 취한다. 그러나 자이나교에서는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이러한

베단타의 견해를 비롯해서 상키야, 불교, 차르바카 등의 실재론적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실재의 속성은 항상 유무(有無)의 복합체”이므로 상대적인 판

단만이 가능한 최선의 인식이며,12) 그러한 상대적인 인식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베단타, 상키야 등의 학설은 부분적인 것

을 절대적인 진리로 규정하므로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결

론에 도달한다.

일설에서는, 언어 내지 소리(śabda) 자체가 영원 상주한다고 보

는 주장까지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

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포용성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그러한 설명은 자이나교의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본다.

자이나교의 상대주의적 인식론이란, 실재 자체의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할 때 가장 최선의 이론이 ‘상대주의적인 관점론’이라는

것이 그 요체이다. 따라서 베단타의 경우처럼, 실재 자체가 절대

주의적 일원론을 띠고 있다고 보거나 또는 불교와 같이 실재가

공한 것이라는 주장, 또는 미망사와 같이 소리의 영원 상주성을

12) Mookerjee(1978) p. 30. 이 책의 pp. 23～48에서는 자이나교의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하여 타 학파의 견해들을 상세하게 비교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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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것 등은 상대주의적인 여지, 즉 다원적인 실재의 복합적

인 특성을 무시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타당한 인식이 아니라고

본다. 즉 실재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

하는 것이다. 상대적인 인식의 타당성을 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

과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인식만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필자는 특히,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착안점이 절대주의적인 인

식론을 비판하는 데 있었다고 본다. 상대주의는 모든 진리나 가치

따위의 절대적 타당성을 부인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주장

하는 이론적 입장이다. 따라서 모든 인식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 인식 주체의 처지와 태도, 대상의 존재 방식에 의하여 제약

되므로 상대적 타당성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 상대주의적 인식론

이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 절대주의적 인식론이다.

그런데 자이나교에서도 전지자(全知者)의 인식이라는 절대지(絶

對知)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볼 때 자이나교 또한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절대주의적 입장을 취하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전지자를 상정하고 있는 자이나 철학에서, 바른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전지자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리샤바에서 마

하비라에 이르기까지 전지자들에 의해 자이나 철학은 정립되었다.

그에 따르면 전지자를 제외한 일상인의 관점으로는 절대적인 진

리의 판단이 불가능하며, 일상적인 판단에서 가능한 최선의 판단

방법은 일정한 기준에 의한 상대적인 판단을 내렸을 경우뿐이다.

그리고 전지자에 의해 실재가 완전히 인식될 수 있다고 하여도,

어떤 판단 자체로서는 모두 불완전한 개연성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인식적 태도를 지칭하여 상대주의와 개연론의 입

장을 취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닷타(D. M. Datta)와 찻테르지(S. Chatterjee)를 위시하

여 일부 학자들은, 개연론(syādvāda)이라는 용어는 시야트(syāt)

라는 단어를 ‘아마도’(may be)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빚어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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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시야드바다(syādvāda)를 ‘개연

론’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자이나 철학을 오해한 것이며, ‘시야트’

라는 말도 ‘아마도’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특히 ‘시야트’

를 ‘아마도’라고 번역한다면 회의론(skepticism)을 띠는 것으로 보

아야 하는데, 이는 자이나교의 철학적 입장과는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야드바다는 개연성과는 무관하며, 개연론도 아니라고 한

다.13)

그러나 자이나교에서 시야드바다를 주장했던 이유는 절대주의

적인 실재 이론을 비롯한 다른 학파의 이론을 비판하고 그에 대

응하는 인식 이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야드바다는 다른 인식 이론들과 함께 상대주의와

연결된 것이며, 결코 철학적 회의론과 연계되지는 않는다. 이 점

은 마하비라가 그 당시 대표적인 회의론자로 꼽혔던 산자야 벨랏

티풋타(Sañjaya Belaṭṭhiputta)의 회의론적 입장을 비판했다는 점

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시야드바다를 개연론이라고 번역하여도 회의

론과 혼동될 염려는 전혀 없다고 본다. 게다가 자이나교의 인식론

이 상대주의를 띠고 있다고 보는 한, 개연론이라는 말이 더욱 합

당한 용어라고 본다. 개연론이란 상대주의적 인식 이론과 배척되

기보다는 도리어 상보적인 동류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실재의 인식 문제에서 가장 원초적인 선결 문제는, 어떤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인식의 한계

문제도 실재와 비실재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어디에서 연유하

는지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판단의 문제에 대한 자이나교의 해결

방안이 바로 관점론이다.

그런데 관점론을 비롯한 자이나교의 인식론이 종합주의 또는

혼합주의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관점론을 비롯한

13) 파르타 고세에 따르면 “Mahalanobis, Haldane, Kothari” 등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시야트를 ‘아마도’(may be)라고 번역하고 있다. Ghose(2000)

p. 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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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나교의 인식론적 입장에 대한 혼합 또는 종합 주의라는 평가

는 여러 가지의 판단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관점들을 ‘일정한 조건 아래 타당한 인식’으로 인정한다

는 것은 인식 판단의 다양성, 즉 열려진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것

이다. 이러한 태도가 곧 갖가지 관점들을 다 혼합한다거나 종합합

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관점론을 통한 판단

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은 명백히 자이나교의 실재론에 기

반을 두고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실재의 복합적인

특성상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하는 여러 가지 타당한 관점들이 성

립할 수 있다는 입장은, 다원론적 실재론뿐만 아니라 실체와 양상

을 동시에 인정하는 존재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전제 아래서 다양한 관점에 따른 여러 가지 인식 판단

이 가능하다는 귀결에 이르는 것이며, 인식 판단이 다양하게 성립

하므로 다원적 실재론 또는 존재론적 특성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

다.

물론 자이나 철학자들은 관점론과 개연론이 인식의 가능성들을

남김없이 구명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14)

그렇지만 필자는 그러한 해명이 혼합주의 또는 종합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나교의 인식론이 혼합주의라거나 종합

주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각의 관점들이 서

로 다른 학파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데

서 기인한다고 본다.

예컨대 종합적 관점은 니야야와 바이셰쉬카 학파, 보편적 관점

은 베단타 학파, 개별적 관점은 상키야 학파, 현재적 관점은 불교

학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5)

14) Mahalanobis(1990) p. 38, 참조.

15) Dasgupta(1975) pp. 177～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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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이나교에 따르자면, 각각의 여러 관점들이 서로 다른

학파의 견해를 반영한 것처럼 설명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각 학

파의 내부에서는 그러한 자기 관점만을 오로지 절대적인 진리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적용 사례는 개연론에 의거한 7구(句) 관점(saptabha

ṅgī-naya)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 예컨대 7구 관점의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철학파들의 주장을 대입시켜 설명하고

있다.

제1구,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실재이다.’(syādasti.)라는 관점은 상

키야 학파의 주장과 같다.

제2구,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비실재이다.’(syātnāsti.)라는 관점은

불교 중관파의 주장과 같다.

제3구,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실재이며 또한 비실재이다.’(syādasti

nāsti ca.)라는 관점은 니야야 학파의 주장과 같다.

제4구,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syādavaktavy

aḥ.)라는 관점은 베단타 학파의 가현론(假現論), 특히 샹카라의 주장에

해당한다.

제5구,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실재이며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이

다.’(syādasti ca avaktavyaśca.)라는 관점은 상키야 학파의 설을 반영

한 가현론의 주장과 같다.

제6구,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비실재이며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이

다.’(syātnāsti ca avaktavyaśca.)라는 관점은 중관파의 설을 반영한 가

현론의 주장과 같다.

제7구,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실재이며 비실재이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이다.’(syādasti nāsti ca avaktavyaśca.)라는 관점은 니야야 학

파의 설을 반영한 가현론의 주장과 같다.

이상과 같이 개연론의 7구 관점 하나하나가 각 학파의 입장을

요약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 각각의 학설들은 일면론(ekāntav

āda)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와 달리 자이나교의 인식론은 7구 관

점들을 총합하여 하나의 학설로 정립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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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anekāntavāda)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총합적인 특성을

띠는 다면론에 대해서 ‘혼합주의, 또는 종합주의’라는 평가 또는

비판을 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관점론에 대한 경우와 전

혀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자이나교의 상대주의가 부정주의 또는 회의론이나 불가

지론과 다를 바 없는 귀결에 이른다는 비판에 대해서, 자이나 교

도들은 ‘마하비라가 무한한 지식을 획득하고 모든 것을 아는 전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등불과 같이 명백히 밝혀 주었다.’라는

점을 토대로 하여 반박을 가한다.16)

다시 말하자면, 자이나교의 인식론적 태도가 상대주의적이라

하여, 어떤 인식 판단에서 불확실하게 남겨 둔 부분은 전혀 없다

는 것이다. 따라서 자이나교에 대한 부정주의 내지 불가지론이라

는 비판도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Ⅴ. 결론

자이나교의 상대주의적 관점론을 비롯한 인식 이론이 인도 철

학사에 공헌한 바는 적지 않다. 특히 실재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예컨대 베단타 학파의 영원, 불변, 유일, 절대주의라든지, 불교의

무상(無常), 변화, 현상주의 등에 대치하여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다원적 실재론을 전개했던 자이나교의 입장은 학파간의

첨예한 대립이나 편견의 길이 아닌 관용과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본다.

그런데 더 나아가 자이나교의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은 과학적인

세계관의 토대가 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더러는 아인슈타인의

16) Law(1949) p.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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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원리마저도 자이나교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확장시킨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컨대 메타는 “마하비라가 직관과 추론에 의해서 얻었던 것을,

아인슈타인이 서기 1905년에 시공에 대한 물리학적 이론으로 입

증해 냈다. … 따라서 자이나교의 사상과 형이상학 분야에서의 상

대성 이론은 물리학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과학적 이론의 정립을

통해서 충분한 뒷받침을 얻고 있다.”라고 말하였다.17)

그러나 필자는 일상 생활상 특히 정치적인 견해의 대립이나 종

교적인 교리의 대립에서 자이나교의 상대주의적 관점론이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실용적인 장점으로

인정할 만하지만, 관점론 또는 자이나교의 인식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까지 연계되어 이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필자 또한 자이나교의 인식론에 토대를 둔 세계관이 다양

한 세계 속에서 다양한 삶의 양태들을 직시하기 위한 한 방안으

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자이나 철학에서 관점론을 중시했던 본래의 취지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꽃다발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꽃들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존

재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질, 즉 존재의 3특성에 착안하

여 바른 인식 방법의 하나로 고안한 이론이 바로 상대주의적 관

점론인 것이다.

17) Metha(1993)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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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vistic Nayavāda of Jainism

Kim, Misuk

(Kangnung University)

The Jaina philosophers laid stress on the multiple

nature of reality. And then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lativistic nayavāda. We called it the standpoint of

non-absolutism, too.

The ordinary human being cannot rise above the

limitations of his senses. And so his apprehension of reality

is very partial and it is valid only from a particular point of

view known as naya.

There are seven standpoints in nayavāda.

The naigama-naya is the common person’s view or

synthetic judgment.

The saṃgraha-naya is the universal view or general

view.

The vyavahāra-naya is the individual view.

The ṛjusūtra-naya is the present view.

The śabda-naya is the literal view or the view of the

meaning of words.

The samabhirūḍha-naya is etymological view.

The evaṃbhūta-naya is the actual view or such-like

standpoint.

A Naya is a view arrived at from one angle of things

and realities. Nayavāda is the attempt at comprehending

anything from a particular standpoint.

Since realities can be looked at from an infinit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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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andpoints because of the possession of an infinite

number of qualities, we have an infinite number of nayas.

But the Jaina philosophers have peculiarly analysed seven

nayas. And seven nayas also distinguished as dravyārthika

or from the standpoint of substance, and as paryāyāthika or

from the standpoint of modes, that is, the point of view of

modification or condition.

In this paper, I make clear that anekāntavāda, nayavāda

and syādvāda are based on the doctrine of the manyness of

reality.

The epistemological theory of the Jains is called the

sāpekṣatva, that is, relativism. By the way, some people

criticize that the pramāṇavāda of Jainism belongs to the

syncretism or skepticism or agnosticism(ajñānavāda) etc.

But nayavāda, syādvāda and anekāntavāda of Jaina

epistemological theory are not in any sense the syncretism.

In this paper, I dealed with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nayavāda that it based on the fact that human

epistemological judgement is partial and incomplete.

Key words : naya, epistemology, relativism, syncretism,

absolutism, Jai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