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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나의 Pradeśa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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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프라데샤(pradeśa), 미세점(微細點), 공간, 허공, 극미]

본론에서 고찰한 pradeśa는 ‘공간적인 극미’로서 자이나 특유의 개념

이다. 본론에서는 먼저 pradeśa의 용례를 통해 어떤 개념인지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실재들과 pradeśa의 관계에 대해 밝

히고 현상세계의 실질적인 대상으로서 존재가 pradeśa를 점유하는 방식

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pradeśa 개념의 설정이 자이나 체계 안

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첫째, 공간적인 크기 개념으로서 설정된 것이다. 즉 공간적 크기를

갖는 존재를 규정하고, 아주 작은 존재에서부터 거대한 존재에 이르기

까지 그 크기를 차별하는 단위로 pradeśa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간의 개념을 운동, 정지, 허공이라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구별

하도록 해준다. 운동과 정지는 영혼과 물질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세

계의 변화와 유지의 조건이고, 그리고 허공은 이 변화 과정과 결과들을

위해 제공되는 장소의 조건이다. 이 세 가지가 기능적 측면으로서 공간

의 개념을 형성한다.

셋째, 현상세계의 현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극미 자체는

인식되지 않지만 이것의 조합(skandha)은 인식 가능하다. 그 최소단위

가 1개의 pradeśa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바꾸어 말하면 pradeśa의 점유

는 인식가능한 상태로 현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Ⅰ. 들어가며

자이나는 니야야・바이세시카와 함께 다원론적 실재론으로 알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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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그들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를 영혼(jīva)과

비영혼(ajīva)으로 나누는데, 비영혼은 다시 운동(dharma), 정지(a

dharma), 허공(ākāśa), 물질(pudgala), 시간(kāla) 등으로 나뉜다.

이 여섯 가지는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서로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

되는 실재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 관점에서,

시간(kāla)은 시간의 범주에 속하고 나머지 실재들은 공간의 범주

에 속하며 그것은 pradeśa라고 하는 자이나 특유의 ‘공간적인 극

미(極微)’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pradeśa란 무한한 공간을 최소한의 단위로 나눈 공간적인 극미

개념으로서 인도철학 내에서도 자이나만의 특수한 해석으로 보인

다. 극미의 경우 니야야・바이세시카 역시 다원론적 실재론을 극
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고, 시간적인 극미 관점에서는 불교 등

여러 학파에서 사용하는 찰나 개념을 통해 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공간적인 극미는 자이나의 독특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pradeśa라는 용어는 자이나 초기 문헌에서부터 발견

되면서도 그 최초의 형태나 개념의 형성과정 같은 것을 확인하기

가 어렵다. 그것에 대한 논의 보다는 다른 개념들에 대한 술어로

써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 pradeś

a 개념에 대해 고찰하는 것으로서 이 개념이 자이나 철학체계, 구

체적으로 현상세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갖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1)

‘공간적인 극미’인 pradeś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이나의

1) 이에 대해 오다이라 레이코(大平鈴子)는 pradeśa개념의 설정은 업신의

크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개의 극미는 1개의

pradeśa만을 점유할 수 있고 skandha 중에서도 ‘거친 것’이상은 되어야

2개 이상의 pradeśa를 점유한다는 경전(BS) 내용에 주목하고, 이러한

설정은 업신의 크기를 제한하는 용도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윤회의 주체인 업신이 윤회의 궤도를 통과하기 위해 과거의 업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pradeśa 1개의 크기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했다고 추측했다.

大平鈴子(1993) p. 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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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극미란 범어 paramāṇu의 한

역이고 paramāṇu는 ‘최고의’를 뜻하는 parama와 ‘작은 것, 미세한

것, 순간’ 등을 뜻하는 aṇu의 복합어이다. 즉 ‘가장 미세한 것, 가

장 작은 것’ 등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현대 물리학의 원자(ato

m) 등과 비교되기도 하는 개념으로서2) 바이세시카의 경우 극미

를 영구불변하는 실체로서 인정하며 그것들의 활동과 조합이 곧

세계의 구성이라고 주장한다.3)

자이나에서는 시간, 공간, 실체4), 상태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극

미를 설명한다.5) 첫째, 시간극미(kāla-paramāṇu)는 시간적인 연

속을 길이처럼 생각하여 최소한으로 자른 한 지점을 말하는 것으

로서 즉 samaya6)를 가리키며 흔히 ‘시간점’이라고 부른다. 둘째,

2) 그래서 paramāṇu를 ‘원자’라는 용어로 대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과학상식과의 혼동을 야기하기도 하고 더욱이

자이나에서 paramāṇu는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적확하지도

않다. 이러한 격의(格義)는 오히려 불필요한 해명을 부르게 되므로 불교

문헌의 한역인 ‘극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 인도철학 제학파 가운데 극미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는 학파는 자이나,

바이세시카, 불교 정도이다. 나머지 학파들은 바이세시카 극미론에

일방적으로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취지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Sikdar는 이

세 학파의 극미론을 다음의 셋으로 분류했다. ①자이나,

②니야야-바이세시카 Vātsyāyana의 주석서 계통 문헌과 불교,

③니야야-바이세시카 일반론. Sikdar(1987) p. 125 참조.

4) 본고에서는 실체와 관련한 유사 용어, 즉 ‘실재’, ‘실체’, ‘존재’, ‘개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자이나에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dravya의 의미를

갖지만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여섯 가지

근본원리에 한해 또 다른 술어인 astitva의 의미를 살려 ‘실재’라고 하였다.

자이나에서 실체・속성・양태를 존재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영혼과 물질이 결합하여 속성과 양태를 포함한 구체적인 존재는

‘실체’라고 하였고 이것의 개별적 존재는 ‘개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양태와

속성을 배제한 실체는 ‘실체극미’로 국한하였다. 마지막으로 ‘존재’는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한 의미의 술어로 사용하였다.

5) Sikdar(1964) p. 568(BS.20.5.671) 재인용.

6) samaya의 사전적 정의는 ‘한 때’이고, 자이나의 용어로서는 대개

‘시간점’으로 번역하고 있다. 자이나에서 시간 즉 kāla는 영속하는

실재이고, samaya의 무한한 연속(TS.5.38-39: kālaś cetyeke /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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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극미(kṣetra-paramāṇu)는 시간극미와 같은 방식으로 공간적

인 확장을 최소한으로 나눈 것으로서 즉 pradeśa를 가리킨다. 셋

째, 실체극미(dravya-paramāṇu)는 미세극미(sūkṣma- paramāṇu)

라고도 하며 실체를 구성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극미 개념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바

이세시카의 극미론과 자이나의 극미론을 비교한다면 이 실체극미

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상태극미(bhāva-paramāṇu)는 色

香 味 觸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공간극미를 주제로 삼기 때문에 범주가

다른 시간극미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공간극미를 점유하여

세계를 구성하는 실체극미와 실체 혹은 물질에 담지되는 상태극

미는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먼저 pradeśa의

용례를 통해 어떤 개념인지 검토해 본다. 다음으로 세계를 구성하

는 실재 가운데 시간을 제외한 다섯 가지 실재와 pradeśa의 관계

에 대해 밝히고 현상세계의 실질적인 대상으로서 존재가 pradeśa

를 점유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pradeśa 개

념의 설정이 자이나 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해 접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자이나의 pradeśa 개념은 많은 문헌들에서 언급되고 있다. 여기

서는 자이나의 가장 대중적인 문헌인 Tattvārtha-sūtra(TS.)와 D

ravya-saṃgraha(DS.)의 내용을 기초로 하되 다섯 가지 실재에

대한 내용은 Pañcāstikāya-sāra(PS.)를, 그리고 물질 구성과 관련

된 극미론에 대해서는 Bhagavatī-sūtra(BS.)7)를 주로 참조하여

'nanta-samayaḥ / 시간(kāla) 역시 [실재]라고 한 편에서 [말한다]. 그것은

무한한 시간점(samaya)으로 [이루어진다].)이라고 말해진다. 하지만

samaya 자체는 비실재이다. 김미숙(2002) pp.277-281 참조.

7) 이 문헌의 경우 원문이 아르다마가디(ardhamāgadhī)로 되어 있으며,

BS.영역과 또 다른 영역본인 Jozef Deleu, Viyāhapannatti:

Bhagavaī(België:De Tempel, 1970), 그리고 관련 연구서인 J.C.Sikdar,

Studies in the Bhagawatīsūtra(Bihar: Research Inastitute of Prakrit,

1964)의 내용을 비교하여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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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Pradeśa의 정의와 용례 검토

pradeśa는 ‘지시하다, 나타내다, 나누다, 할당하다’ 등을 뜻하는

어근 pra-√diś에서 파생된 분사로서 ‘한 점(spot), 위치, 구역, 범

위, 영역’ 등의 뜻을 가지며 자이나에서는 대개 ‘공간점(空間點),

미세점(微細點), 미점(微點)’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pra를

접두어가 아닌, ‘채우다’라는 뜻의 어근 √pṝ의 분사로 분석하여

√diś의 분사인 deśa와의 복합어로 보는 것도 가능한데8) 이 경우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점’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pradeśa 개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자이나 경전에서 pradeśa는, 마찬가지로 ‘장소, 구역’

등을 뜻하는 deśa와 혼용한 사례9)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공간적인 범위’의 개념이 물질의 극미적인 관념과 결합하면서 지

금의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자이나

원전에서 ‘공간적인 극미’로서의 pradeśa는 함께 사용하는 술어가

몇 가지로 한정되는 편이다.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數)를 헤아릴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함.

pradeśa는 주로 ‘셀 수 있다’거나 ‘셀 수 없다’ 혹은 ‘그 수가 무

한하다’는 등의 술어와 자주 쓰인다. DS.25송에 다음과 같은 용례

가 있다.

8) 이러한 분석의 유사한 예로, prauḍha는 ‘완전히 성장한’이라는 뜻으로서

√pṝ(full)의 분사 pra와 √vah(change)의 분사 ūḍha의 복합어이다.

9) 자이나의 경전언어인 아르다마가디로는 pradeśa는 paesa, deśa는

desa이다. 이 둘을 함께 사용한 예로는 각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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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과 운동・정지의 [pradeśa는] 셀 수 없고 허공의 [pradeśa는]

무한하다. 형태가 있는 것 즉 [물질의] pradeśa는 세 종류로서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거나 무한하다].10)

즉 자이나에서 pradeśa는 수를 헤아릴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

한다. 영혼 등의 실재는 pradeśa의 수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

를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허공 등은 그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수가 무한하다. 하지만 물질의 경우는 셀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

어 물병의 경우 그 크기와 모양이 천차만별이라 그것이 차지하는

pradeśa의 수를 한 가지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크기가 정해진 작

은 물질은 pradeśa의 수가 유한할 것이므로 셀 수 있다고 파악한

다. 그리고 산이나 바다와 같이 거대한 물질은 그 pradeśa의 수가

너무 많아 인간의 수로 셀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셀 수 없거

나 그 수가 무한하다고 파악한다.

② 어떤 대상에 의해 점유되는 공간을 말함.

또 pradeśa는 ‘점유된다’는 술어로 자주 설명되는데 BS.5.4.80송

에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다.

문: 성자(kevalin)가 현재 그의 손과 발, 팔과 무릎을 움직여 공간의

pradeśa를 점유하고 있는데 미래에도 그의 손과 다른 팔 등의 움직임

에 의해 같은 공간의 pradeśa를 점유합니까?

답: 그렇지 않다.11) [성자는 여러 능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는 pradeśa와 미래에 점유하는 pradeśa는 같지 않다.]12)

10) DS.25: bhavanti asaṃkhyāḥ jīve dharmādharmayoḥ anantāḥ ākāśe/

mūrtte trividhāḥ pradeśāḥ … //

11) BS.5.4.80(pp. 176-177) kevalī ṇaṃ bhaṃte assiṃ samayaṃsi jesu

āgāsapaesesu hatthaṃ vā pāyaṃ vā bāhaṃ vā ūhaṃ vā ogāhittā ṇaṃ

ciṭṭhṃti pabhū ṇaṃ kevalī seyakālaṃsi vi tesu ceva āgāsapaesesu

hatthaṃ vā jāva … ogāhittā ṇaṃ ciṭṭhittae/ goyamā ṇo iṇāṭṭhe

samaṭṭhe/

12) BS.5.4.81(p. 177)의 내용을 참조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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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radeśa는 성자의 손과 발 등이 차지하는 공간적 크기

혹은 범위를 의미하며 성자의 손과 발 등은 움직임을 통해 pradeś

a를 ‘점유한다’, 위 용례의 술어대로라면 ‘들어가서(ogāhittā) 머문

다(ciṭṭhitta)’고 표현한다. 즉 어떤 대상과 pradeśa의 관계는 점유

하고 점유되는 관계지만 소유의 개념은 아니며, 본래 존재하는 pr

adeśa 속에 들어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동이나

수축, 혹은 소멸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에는 이전에 점유했던 pra

deśa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물질극미의 성격

특히 BS.5장에서 물질극미의 결합과 그 변화 등을 설명하면서

pradeśa와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많은데 BS.5.7.109-110송에 다

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문: 존자여, 물질극미는 전변할 때까지 특별한 진동13)을 합니까?

답: 고타마여, 때때로 진동하여 전변하기도 한다. 때때로 그들은 진

동하지 않아 전변하지 않기도 한다.

문: 존자여, 두 개의 pradeśa를 [점유하는] skandha14)는 전변할 때

까지 진동합니까?

답: 고타마여 때때로 진동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때때로 하나

의 deśa(pradeśa)안에서 진동하기도 하고 다른 deśa속에서는 진동하지

않는다.15)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질극미는 하나의 pradeśa안에서 활

13) 자이나에서 업물질을 부르는 근본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참조.

14) 물질극미들이 결합한 상태를 말함.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참조.

15) BS.5.7.109-110(pp. 193-194) paramāṇupoggale ṇaṃ bhaṃte eyai veyai

jāva … taṃ taṃ bhāvaṃ pariṇamai/ goyamā siya eyai veyai jāva …

pariṇamai siya ṇo eyai jāva … ṇo pariṇamai/ duppaesie ṇaṃ bhaṃte!

svaṃdhe eyai jāva … pariṇamai/ goyamā! siya eyai jāva … pariṇamai

siya ṇo eyai jāva … ṇo pariṇamai / siya desa eyai desa ṇo ey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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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 동시에 다른 pradeśa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즉 각 pra

deśa는 독립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또 BS.5.7.117-119송에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이 있다.

문: 존자여 물질극미들은 반으로 나눌 수 있고, 중간이 있고, pradeś

a를 갖습니까?

답: 고타마여 나눌 수도 없고, 중간도 없고, pradeśa를 갖지 않는다.

문: 두 개의 pradeśa를 [점유하는] skandha는 반으로 나눌 수 있고,

중간이 있고, pradeśa를 갖습니까?

답: 그것은 반으로 나눌 수 있고, 중간이 없으며 pradeśa를 갖는다.

….

문: 세 개의 pradeśa를 [점유하는] skandha는 어떻습니까?

답: 그들은 반으로 나눌 수 없지만 중간은 있고 pradeśa를 갖는다.

….16)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질극미는 반으로 나눌 수 없고 중간도 없

고 pradeśa를 갖지 않는다. 그런데 물질극미의 결합인 skandha의

경우 그 크기가 2개의 pradeśa를 점유하는 크기라면 반으로는 나

눌 수 있고 중간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 3개의 pradeśa를 점유한

다면 반으로 나눌 수는 없고 중간은 있다고 한다. 이것은 skandha

를 나누는 기준이 pradeśa임을 뜻한다. 2개의 pradeśa는 1개씩 둘

로 나눌 수 있지만 3개의 pradeśa의 경우 1.5개의 pradeśa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간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서, 2개 사이에

중간은 없지만 3개 사이에 중간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pradeśa

를 갖는다는 것은 1개의 pradeśa를 온전히 점유한다는 것을 뜻한

16) BS.5.7.117-119(pp. 196-197) paramāṇupoggale ṇaṃ bhaṃte kiṃ sāḍḍhe

samajjhe sapaese udāhu aṇaḍḍhe amajjhe apaese/ goyamā aṇaḍḍhe

amajjhe apaese ṇo sāḍḍhe ṇo samajjhe ṇo sapaese/ duppaesie ṇaṃ

bhaṃte! svaṃdhe kiṃ sāḍḍhe samajjhe sapaese udāhu aṇaḍḍhe

amajjhe apaese/ goyamā sāḍḍhe amajjhe sapaese ṇo aṇaḍḍhe ṇo

samajjhe ṇo apaese/ tippaesie nāṃ bhaṃte svaṃdhe pucchā/ goyamā

aṇaḍḍhe samajjhe sapaese ṇo sāḍḍhe ṇo amajjhe ṇo apae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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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pradeśa는 ‘공간을 미세하게 나눈 무수한

점’으로서 수로써 셀 수 있는 것이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

며 서로 합쳐지거나 나뉘지 않는다. 또한 이것 자체는 이동하거나

변화하지 않으면서, 실재가 아니지만 실재의 존재와 작용을 설명

하기 위해 제공되는 가설적인 개념이다. 다음 장에서는 pradeśa가

실재의 토대로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Ⅲ. 다섯 가지 실재와 Pradeśa

자이나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술어로는 ‘존재성’을 뜻하는 astitv

a와 ‘공간적인 크기’를 뜻하는 kāyatva가 있는데 여기서 kāya는

결국 pradeśa의 점유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간의 경우 astitva

이긴 하지만 kāyatva는 아니다.17) 반면 나머지 다섯 가지에 대해

서는 ‘astikāy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8) 즉 이들은 모두 어

떤 크기로든 pradeśa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때의 pradeśa

는 존재를 규정짓는 공간적인 크기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실재들은 여러 기준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는데,

17) DS.25b: … kālasya ekaḥ na tena sa kāyaḥ// 시간은 하나의 [시간점을

가지며] 그러므로 그것은 kāya[tva]가 아니다.

18) DS.23-24: evaṃ ṣaḍbhedaṃ idaṃ jīvājīva-prabhedataḥ dravyaṃ/

uktaṃ kālaviyuktaṃ jñātavyāḥ pañca astikāyāḥ// santi yataḥ tena

astīti bhaṇanti jinavarāḥ yasmaṭ/ kāyā iva vahudeśāḥ tasmāt kāyāḥ

cāstikāyāḥ ca// 이와 같이 영혼과 비영혼의 구분으로부터 6가지 실재가

있다. 시간을 제외한 다섯 가지는 asti-kāya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나들은 asti라고 부르고, 신체처럼 많은 미점을

[점유하기] 때문에 kāya이다. 그래서 asti-kāy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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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은 형태가 있는 것(mūrta)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형태가 없

는 것(amūrta)이다. 또 운동 정지 허공은 단일한 실재이면서 작용

하지 않는데19) 반해 물질과 영혼은 다수의 실재이면서 작용을 한

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형태가 있으면서 다수의 실재인 물질과

형태는 없지만 다수의 실재인 영혼, 그리고 형태가 없는 단일한

실재인 운동 정지 허공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 실재들은

불가분의 상태로 상호작용하며 현상세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 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pradeśa의 기능 및 역할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1. 물질과 pradeśa

물질(pudgala)은 실재들 가운데 형태를 갖는 유일한 것으로서

색 향 미 촉의 속성을 갖는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

는 물질, 즉 인식가능한 외부 대상으로서의 실재라고 할 수 있는

데 자이나는 다른 학파와는 차별된 특유의 물질론으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자이나에서는 물질을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것, 감각

기관, 신체, 마음(manas), 업(karma) 등은 형태가 있는 것이고 이

들은 모두 물질이다’20)라고 설명한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

하는 사물에서부터 마음, 그리고 행위의 결과인 업까지도 물질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공간적인 크기 면에서 보자면 아주 작은 크기

의 업물질에서부터 거대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이 점유하는 pradeśa의 수 역시 적은 것부터 셀 수 없이 많은

것까지 다양하다.21)

19) TS.5.5-6. ākāśād ekadravyāṇi/ niṣkriyāṇi ca/ [운동과 정지] 허공까지는

단일한 실재들이고 작용이 없다.

20) PS.89: upabhogyam-indriyaiś cendriyaḥ kāyā manaś ca karmāṇi/ yad

bhavati mūrtamanyat tat sarvaṃ pudgalaṃ jānīy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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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물질들은 모두 극미로 구성된다. 극미는 물질을 구성

하는 최소단위로서 추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념이다. 어느 동

요에서처럼 바윗돌을 깨뜨리고 또 그 깨진 조각을 깨뜨리기를 반

복하면 커다랗던 바위는 모래알만한 크기까지 나누어진다. 이 모

래알 역시 계속 깨뜨리면 바람에 날릴 정도로 미세한 가루가 될

때까지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 현상은, 나아가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만큼 작은 존재

가 있을 것이라는 추리를 하게 한다. 이것이 극미에 대한 기본적

인 발상이다.

자이나에서 역시 극미는 불가분성을 기본으로 하며 불가현성,

불투과성, 불연성(不燃性)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pra

deśa보다도 훨씬 미세한 것으로서 그 만큼 그 수가 무한하고 허

공 속에 떠다닌다. 즉 극미는 ‘공간 없이 존재하지 않지만 pradeśa

를 점유할 만큼의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는다.’22)

이 미세한 하나의 극미 속에는 상태극미 즉 색 향 미 촉의 요

소들이 들어있다. 색에는 黑, 靑, 赤, 黃, 白 등 다섯 가지가 있고

냄새에는 좋은 냄새와 싫은 냄새 등 2가지, 맛에는 쓴 맛, 신 맛,

쏘는 맛, 매우 신 맛, 단맛 등 다섯 가지가 있으며 촉감에는 찬 것

과 따뜻한 것, 점성(粘性)과 건성(乾性)이 있다. 하나의 극미 속에

는 색 중의 하나, 냄새 중의 하나, 맛 중의 하나 그리고 촉감 중의

2가지 즉 차고 점성이 있거나 차고 건성이거나 따뜻하고 점성이

있거나 따뜻하고 건성인 4가지 상태 중 하나를 갖는다.23)

21) TS.5.10: saṃkhyeyāsaṃkhyeyāś ca pudgalānām/ 물질의 [미점 수는]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다.

22) PS.87a: nityo nānavakāśo na sāvakāsaḥ pradeśato bhettā/

23) PS.88. eka-rasa-varṇa-gandhaṃ dvi-sparśaṃ śabda-kāraṇam

aśabdaṃ/ skandhāntaritaṃ drav[yam] paramāṇuṃ taṃ vijānīhi//

[하나의] 실체극미는 하나의 미・색・향과 두 개의 촉 [등의 상태극미들,
그리고] 소리의 원인이지만 소리는 아닌 것의 조합이 내재해 있다.

Sikdar(1964) p. 568, Sikdar(1987) pp. 131-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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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태극미의 종류와 1극미 안에 부여되는 상태극미

종류 수 내용

 

색 5가지 흑, 청, 적, 황, 백
향 2가지 좋은 냄새, 싫은 냄새

미 5가지
쓴맛, 신맛, 쏘는 맛, 

매우 신맛, 단맛

촉 4가지
점성, 건성

따뜻함, 차가움

1극미

색1 향1
미1 촉2

이 극미들의 조합으로 물질들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 조합은 각

각의 극미가 갖는 점성과 건성의 성질 때문에 가능하다. TS.5.32-

36에 따르면 “[극미의] 결합은 점성과 건성 때문이다. [결합을 통

해] 낮은 속성을 갖지는 않는다. 같은 속성일 때는 유사하게 [결

합한다]. 결합할 때 같거나 증대된 변화가 있다.”24)고 하는데 즉

점성과 건성을 통해 일어나는 극미 간의 결합은 각각이 지니는

속성 역시 합쳐지는 것이고 만약 같은 속성끼리 결합한 경우 같

을 수도 있지만 배로 증가할 수도 있다.25)

이렇게 극미가 결합한 상태를 자이나에서는 skandha라고 하는

데 세계를 구성함에 있어 물질적 실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 거친(bādara) 형태와 미세한(saukṣmyagata)

형태로 나눌 수 있고 이는 더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로 분

류한다.26)

① bādara-bādara(거친 것 중에 거친 것): 견고한 성질을 갖는

물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나무나 돌 따위가 여기 해당한다. 깨졌

을 때 다시 합칠 수 없다. 사대 중에서는 地에 해당한다.

24) TS.5.32-36: snigdha-rūkṣatvād bandhaḥ / na jaghanya-guṇānām /

guṇa-sāmye sadṛśānām / dvyadhikādi-guṇānāṃ tu / bandhe

samādhikau pāriṇāmikau /

25) 공의파 판본에서는 제36송을 ‘bandhe ‘dhikau pāriṇāmikau’라고

전하는데 이것은 ‘결합할 때 [두 개의 극미는] 증대된 전변을 한다’로

해석된다. 즉 결합을 통해 속성이 증대될 뿐 같은 경우는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6) PS.83과 그 주석 참조. Nayanar(1920)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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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ādara(거친 것): 액체와 같이 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가리키

며 이것의 조각들은 파괴되어도 다시 합칠 수 있다. 사대 중에서

는 水에 해당한다.

③ sūkṣma-bādara(거친 것 중에 미세한 것): 외관 상 형태가

있긴 하지만 깨뜨린다거나 부분으로 나누거나 잡을 수 없는 것이

며 그림자 따위를 말한다.

④ bādara-sūkṣma(미세한 것 중에 거친 것): 아주 작은 크기의

물질을 말하며 미세하지만 감각으로 인식가능 정도의 상태이다.

즉 시각 외의 다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로서 사대 중에서

는 火와 風이 여기 속한다.

⑤ sūkṣma(미세한 것): 미세하고 인식할 수 없는 물질로서 업

물질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⑥ sūkṣma-sūkṣma(미세한 것 중에 미세한 것): 모든 skandha

중에 가장 미세한 상태로서 두 개의 극미로 구성된 skandha이다.

이 외에 소리, 결합, 미세함, 조대함, 모양, 구분, 어둠, 그리고

그림자 등도 skandha들의 충돌이나 결합으로 인해 생긴 변형들로

서 물질의 범주에 속한다.27) 앞서 1개의 극미는 1개의 pradeśa를

점유할 만큼의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것의 결

합인 skandha의 경우 ‘거친 것’ 즉 ①～③의 skandha는 1개 이상

의 pradeśa를 점유한다. 그리고 ‘미세한 것’ 즉 ④～⑥의 skandha

는 1개의 pradeśa를 온전히 점유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다.28)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pradeśa를 온전히 점유한다는 것이 인

식 가능한 최소 상태를 뜻한다는 점이다. 1개의 pradeśa에 무수히

많은 극미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개별적

인 상태로는 인식이 불가능하다. ‘거친’ skandha 상태 정도의 결

27) DS.16: śabdaḥ bandhaḥ sūkṣmaḥ sthūlaḥ

saṃsthāna-bheda-tamaś-chāyāḥ/ udyotātapasahitāḥ

pudgala-dravyasya paryāyāḥ// 소리, 결합, 미세함, 조대함, 모양, 구분,

어둠, 그림자들은 [skandha들의] 결합이나 충돌로서, 물질이라는 실재의

양태들이다.

28) 大平鈴子(1993) p. 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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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이룬 후에야 1개 이상의 pradeśa를 점유하며 인식이 가능하

다. pradeśa는 공간을 나눈 가설적인 개념으로서 크기와 위치 등

은 불변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이것을 점유하는 것이 인식가

능한 상태를 의미한다면 결국 pradeśa는 인식 가능한 최소단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질의 기본 구성요소인 극미는 자기만의 속성(상태

극미)을 갖고서 결합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실체인 skandha를 형

성한다. 그리고 이 skandha의 결합 혹은 배열 등으로 실제 물질

이 형성되는데 이때 이 물질의 결합은 영혼을 통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자이나에서 지성을 갖는 실재는 영혼뿐이고 물질은 실

체를 구성할 질서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

다.

2. 영혼과 Pradeśa

실재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성을 갖는 것이 영혼(jīva)이다. 영혼

은 직관과 인식으로 이루어진 정신작용(upayoga)29)을 본성으로

한다. 이것은 매우 미세하여 형체가 없고 색 향 미 촉 등의 속성

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는다. 또한 다수의 개아로서

그 수는 무한하며 허공에 자유로이 떠다닌다. 그래서 허공 등의

다른 실재와 마찬가지로 셀 수 없이 많은 pradeśa를 점유한다.30)

이렇게 본래 자유로운 상태의 영혼이 업물질의 유입 때문에 물

질에 속박되고 현상세계를 경험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 자이나

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이나의 해탈론으로 연

29) DS.4: upayogaḥ dvivikalpaḥ darśanaṃ jñānaṃ ca … // 정신작용은

직관과 인식 두 가지로 구분된다.

30) TS.5.8: (TS.5.7: asaṃkhyeyāh pradeśā dharma-adharmayoḥ) jīvasya

ca/ 그리고 영혼의 [미점도 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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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는데 업물질의 유입은 영혼의 잘못된 견해(mithyādarśana),

오염(kaṣāya), 그리고 근본적인 진동(yoga) 따위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자이나에서는 영혼을 2종류로 나누는데 하

나는 업물질에 의해 속박된 영혼(saṃsārin)이고, 다른 하나는 자

유로운 영혼(mukta, siddha)31)이다.32)

즉 물질과 결합하여 실체를 구성하는 것은 속박된 영혼이다. 영

혼이 물질 없이는 현상 세계로 드러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 역시 영혼 없이는 실체를 구성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이나

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질에 영혼이 있다고 말한다. 식물

은 물론 땅이나 돌과 같은 무생물에도 영혼이 내재해 있다. 다만

물질에 속박된 영혼들이 지니는 감각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풀이나 나무처럼 스스로는 이동할 수 없는 생명체들이나 땅이나

바다와 같은 무생물들은 촉각만 가진 1감각존재이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이나 사람과 천신 등의 존재들은 5가지 감각

을 모두 가진 존재들이다. 이러한 분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자이나에서 이렇게 무생물에까지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

는 물질에는 정신작용 즉 지성이 없기 때문이다. 본래 자유로이

허공을 유영하던 영혼은 최초로 업물질 하나와 결합하여 業身(kar

ma-śarīra)을 형성한다. 이 첫 속박에서 이후의 업물질의 유입을

계속 야기하는데, 이 속박의 원인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이 영혼

의 진동(yoga)이다. 이 진동은 영혼이 속박되는 순간부터 물질을

완전히 떠나 해탈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서 이것에 의해 업물

질의 유입 혹은 부착상태가 계속된다. 최초로 받은 신체 등은 이

31) mukta는 속박되었다가 해탈한 영혼을 말하고, siddha는 본래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영혼을 말한다. BS.같은 문헌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영혼을 세 종류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Sikdar(1964) 참조.

32) PS.32: … mithyādarśana-kaṣāya-yogayutāḥ/ viyutāś ca tairbahavaḥ

siddhāḥ saṃsāriṇo jīvāḥ// 잘못된 견해, 오염, 진동을 제거한

깨달은(자유로운) 수많은 영혼과 제거하지 못한 신체적(속박된) 수많은

영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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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에 의한 것으로서 영혼을 속박하는 업물질의 특성(prakṛti)과

점유하는 pradeśa의 수, 즉 공간적인 크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

다.33)

영혼의 분류
촉
각

미
각

후
각

시
각

청
각

1감각존재
地體, 水體, 火體, 風體, 
植物體 ○

2감각존재
기생충, 거머리 등 미생물과 
연체동물류

○ ○

3감각존재
개미, 빈대, 지네 등 작은 
곤충류

○ ○ ○

4감각존재
파리, 모기 등 날아다니는 
곤충 및 전갈 등의 곤충류.

○ ○ ○ ○

5감각존재
조류, 양서류, 포유류 등 
각종 동물과 인간, 天神, 
奈落生.

○ ○ ○ ○ ○

<표 2> 감각에 따른 영혼의 분류 

다시 말해 진동은 영혼과 물질이 결합한 실체의 특성과 크기

등을 결정한다. 정신작용을 할 수 없는 물질은 극미 스스로의 점

성과 건성에 의해 서로 조합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 어떤 속성

(상태극미)을 가진 극미들을 어떤 배열로 조합하는가 하는 문제는

영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크기가 아무리 큰 실체라도 1개의

pradeśa를 점유하는 영혼의 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이고 이 작은

영혼은 실체의 크기만큼 수많은 pradeśa를 점유하고 있는 물질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33) DS.33: yogāt prakṛti-pradeśau … // [영혼의] 진동 때문에 [업물질의]

특성과 프라데샤의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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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정지 허공과 Pradeśa

운동(dharma)이란 존재들의 이동과 변화 등을 위한 조건으로서

인정되는 실재이다. 운동은 색 성 향 미 촉의 속성을 갖지 않고34)

그 자체는 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인식할 수는 없

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어떤 물질이 현현하거

나 그 물질이 이동하거나 부서지거나 하는 등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재로 인정하는 것이다.35) 다시 말해 그

자체는 운동에 영향 받지 않으면서 물질이나 생명체 등의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으로서 마치 운동과는 무관한 물이 물고기

에게 운동의 조건이 되는 것과 같다.36)

정지(adharma)는 운동과 반대로 이동과 변화를 멈추기 위한 조

건이다. 정지의 속성적인 면은 앞에 언급한 운동과 같다. 다만 운

동하는 물질 및 사물들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땅이 떨어지는 빗방울의 진행을 멈추게 하거나 혹은

그 자체가 정지된 상태로 항상 유지되는 것과 같다.37)

운동과 정지는 불가분(不可分)한 것으로서 영속적이고 단일한

실재이다. 또 모든 세계에 스며들어 있고 그만큼 거대한 공간의

셀 수 없는 pradeśa를 점유한다.38) 그런데 불가분하고 단일한 실

34) PS.90a. dharmāstikāyo 'raso 'varṇa-gandho 'śabdo 'sparśaḥ/ 운동은

미가 아니고, 색・향이 아니고, 성이 아니며, 촉도 아니다.
35) PS.91: agurulaghukaiḥ sadā taiḥ anantaḥ pariṇataḥ nityaḥ/

gati-kriyā-yuktānāṃ kāraṇa-bhūtaḥ svayam-akāryaḥ// [운동은]

가볍게 하고 뜨게 하는 것으로서 무한하고 가득하고 영원하다. 진행하는

작용과 결합한 것의 원인이면서 그 자체로는 결과가 아니다.

36) PS.92: udakaṃ yathā matsyānāṃ gamanānugrahakaraṃ bhavati loke/

tathā jīva-pudgalānāṃ dharmaṃ dravyaṃ vijānīhi// 마치 세계에서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돕는 물과 같이 영혼과 물질들의 운동에

필수불가결한 실재이다.

37) PS.93b: sthiti-kriyā-yuktānāṃ kāraṇa-bhūtaṃ tu pṛthivīva// [정지는]

유지하는 작용과 결합한 원인으로서 지(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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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pradeśa를 점유한다는 말은 얼핏 상

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운동과 정지는 단일하면서 무한한 세계의

크기과 같은 실재이지만 pradeśa 하나하나마다 동일하게 그 조건

을 부여한 상태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불가분이라고 한

것도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단 1개의 pradeśa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설명한 것이다.

허공(ākāśa)은 영혼과 물질은 물론 시간39)을 포함한 모든 다른

실재들에게 확장 가능한 세계40)를 제공하는 존재이다.41) 허공 역

시 운동 정지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속성도 갖지 않고 영속적이고

단일한 실재이다.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실재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무한한 전체로서 모든 pradeśa

전체와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운동 정지 허공이라는 실재의 역할과 또 그것들이 공

간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는 pradeś

a로 분할되는 공간적 확장 전체와 같은 크기를 가지며 그 pradeśa

의 수만큼이나 무한하고 무수하다.42) 이 말은 곧 1개의 pradeśa에

는 운동과 정지라는 조건과 허공이라는 ‘공간 제공’의 조건이 포

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38) PS.90b: lokāvagāḍhaḥ spṛṣṭaḥ pṛthulo 'saṃkhyāta-pradeśaḥ// [운동은]

세계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치고 거대하며 셀 수 없는 pradeśa를

[점유한다].

39) 시간의 경우 문헌에 따라 이견이 있는데 BS.등에서는 허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Sikdar(1964) p. 560 참조.

40) 자이나에서는 세계(loka)와 이것을 초월한 비세계(aloka)를 설명한다.

다섯 가지 실재 중에 비세계에 까지 존재하는 것은 허공뿐이므로

본고에서는 비세계에 대한 설명은 배제한다.

41) PS.97: sarveṣāṃ jīvānāṃ śeṣaṇāṃ tathaiva pudgalānāṃ ca/ yad dadāti

vivaraṇa-khilaṃ tal-loke bhavaty ākāśaṃ// 모든 영혼과 나머지 [실재]

그리고 물질들에게 확장과 조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세계의

허공이다.

42) TS.5.7: asaṃkhyeyāh pradeśā dharma-adharmayoḥ / 운동과 정지의

미점은 셀 수 없다. TS.5.9: ākāśasya anantāḥ / 허공의 [미점은]

무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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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허공의 경우 바이세시카 등의 학파에서도 실재로 인정

하지만 운동과 정지는 자이나에서만 인정하는 것이다.43) 이를 통

해 추측 가능한 사실은 운동과 정지라는 개념이 이와 관련된 자

이나의 이론을 다른 학파와는 다른 자이나 특유의 체계로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운동과 정지는 실체의 생성과 변화 및

소멸을 위한 조건으로서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실재

들이다. 즉 자이나에서는 세계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신을 인정하

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이 두 가지를 실재로 인정함으로써 세계

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실재와 그것들이 pradeśa를 어떻게 점유하

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질의 조합과 재배열은 영혼의 업력에

의한 것으로서 이 둘의 결합이 실체를 구성한다. 그리고 운동, 정

지, 허공은 극미의 조합과 재배열 등의 조건으로서 제공된 공간이

다. 다음 장에서는 현상세계가 pradeśa를 점유하는 양상에 대해

실질적인 비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Ⅳ. 현상세계와 Pradeśa

앞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실재는 서로 독립된 것이지만 세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섯 가지 모두

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실체가 형성되고 또 그 실체가 끊

임없이 변화하고 영속하면서 세계를 유지한다.

자이나에서 실체는 영혼과 물질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영혼

은 다수의 개아로서 지성을 가지고 정신작용을 하지만 형태가 없

고 미세하여 인식할 수 없다. 반면 물질은 형태가 있고 인식 가능

43) 김미숙(1993) p. 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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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성이 없으며 단지 상태극미의 정보를 담지한 극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극미는 점성과 건성이라는 상태극미를

갖기 때문에 조합할 능력은 있지만 지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종

류의 극미(혹은 skandha)를 어떤 순서로 조합할 지 결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영혼의 몫이며 그런 이유로 현상세계에서 물질과 영

혼은 분리되지 않는다.

자이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혼과 물질의 상반된 성격과 이 둘

의 결합 관계는 상키야의 푸루샤와 프라크리티 관계와 비교되곤

한다. 특히 극미 자체의 속성이나 본질에는 변화 없이 그 조합과

배열 차이에서 만물의 차별이 있다는 점이나 세계 전개를 위한

영혼과 물질의 결합이 영혼의 입장에서는 벗어나야 할 속박 상태

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44) 하지만 자이나의 영혼과

물질은 상키야에서처럼 절대적인 정신성이나 물질성을 뜻하지 않

는다. 단지 개아 차원에서 물질과 결합하여 실체를 형성하고 소멸

하며 연속하는 것으로서45) 이 때 개별적인 실체는 직접적으로 업

의 유입과 속박에 원인을 제공하고 또 반대로 해탈을 위한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자이나에서 실체는 속성(guṇa)과 양태(paryāya)를 갖는

것46)으로 정의된다. 실체는 극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극미의 속성이 곧 실체의 속성이고, 이 속성과 실체는 분리할 수

없다.47) 그런데 양태는 물질과 영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즉

44) Sikdar는 현상 세계가 극미들의 조합 및 배열 상태의 차별이라는 점에서

상키야의 프라크리티의 삼질과 비교하였다. 즉 유일한 존재로서의

프라크리티는 삼질의 차별로서 전변하여 삼라만상을 만들지만 자이나의

극미는 이미 그 수가 무한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것들의 실질적인

활동으로 전변하여 세계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Sikdar(1987) pp. 133-135

참조.

45) TS.5.29. utpāda-vyaya-dhrauvya-yuktaṃ sat / 존재는 생기, 소멸,

유지와 결합한다.

46) TS.5.37. guṇa-paryāyavad dravyaṃ / 속성과 양태를 가진 것이

실체이다.

47) PS.57. varṇa-rasa-gandha-sparśāḥ paramāṇu-prarūpitā viśeṣā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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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정지, 허공이라는 조건이 함께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토대로 다섯 가지 실재가 현상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양태에 대해 pradeśa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에는 끝없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무수하고 무한한 pr

adeśa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리고 pradeśa 하나하나에는 변화

와 이동의 조건인 운동과 운동을 멈추게 하는 조건인 정지, 그리

고 장소로서의 조건인 허공 등 세 가지 실재가 스며들어있다. 또

이 허공에는 무한한 수의 영혼 입자와 물질의 극미가 존재하는데

영혼은 업력에 의해 물질과 결합하여 실체를 형성하고 이 실체들

은 자신의 크기만큼 pradeśa를 점유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기하

고 변화하면서 삼라만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전체 구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TV나 컴퓨터 모니터

액정에 비유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들 화면의 액정을

자세히 보면 미세하고 일정한 점(화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화소들은 색의 정보를 받아 출력하는 것이다.

전체 화면 상으로는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고 있지만 그 화소 하

나하나는 한 가지의 색깔을 출력할 뿐이다. 하지만 순식간에 색의

정보를 바꿈으로서 화면 속의 물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여기서 액정의 화소는 pradeśa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이 세계는

pradeśa로 채워진 3차원의 액정화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경

우 pradeśa는 액정의 화소와는 달리 단지 색의 정보뿐 아니라 소

리, 맛, 냄새, 촉감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야구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 포수의 글러브까지 이동하는

순간을 상상해보자. 야구공이라는 실체는 1감각을 지니는 영혼이

불러들인 물질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야구공은 지름 약 70mm정

도의 구 모양을 하고 있으며 흰 바탕에 붉은색 일정한 무늬가 있

dravyataś ca ananyaḥ anyatvaprakāśakā bhavanti// 색・향・미・촉은
극미의 세부적인 특성이다. 그리고 [이 특성은] 실체와 다르지 않다.

[다른 실체는] 다른 [극미들의 조합]으로부터 현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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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지만 겉을 싸고 있는 가죽은 손에 붙는

느낌이 있고 고유의 맛과 냄새가 있을 것이다. 이 공이 투수의 손

을 떠났을 때 운동의 힘을 받고 허공 속에서 포수가 정지시킬 때

까지 이동한다. 이때 공이 점유하는 pradeśa의 수는 처음부터 끝

까지 동일하다. 하지만 투수 방향의 pradeśa를 벗어나 그 벗어난

만큼의 포수방향 pradeśa를 점유한다. 이 벗어남과 점유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동하지만 야구공이라는 실체가 갖는 속성

이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

아래 그림들은 어떤 물체가 이동할 때 다섯 가지 실재들의 pra

deśa 점유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묘사한 것이다.

【그림 설명】5실재의 pradeśa점유(a:운동 b:정지 c:허공 d:물질 e:영혼

:개체Ⓐ,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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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그림 나>             <그림 다>

위의 <그림 가>～<그림 다>는 pradeśa 9개를 점유한 개체Ⓐ

가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서 한 칸은 pradeśa 1개에

해당한다. 그림의 E5에 해당하는 pradeśa를 예로 들면 <그림 가>

에서는 물질에 점유되어 있지만 이 개체Ⓐ가 이동을 하면 <그림

나>에서와 같이 그 점유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림 다>에서처

럼 또 다른 개체Ⓑ가 생기하면 다시 다른 개체Ⓑ에 의해 점유된

다. 이 과정에서 pradeśa 자체는 이동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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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것은 운동, 정지, 허공이라는 조건을 담지한 미세한 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한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실체가 생기

하고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뿐이다.

그리고 이 <그림 가>～<그림 다>는 시간적인 순서로도 생각

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간극미(samaya)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즉 pradeśa로 채워진 세계의 변화는 pradeśa에 대한 실체의

점유 변화라고 볼 수 있고 그 변화는 1개의 pradeśa 차이로도 가

능하다. 따라서 <그림 가>에서 <그림 나>로의 변화는 1samaya

에 해당하고 이 때 pradeśa의 역할은 현상세계의 정보를 담지한

다는 것이다.48)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태극미를 담지한 실체극미

가 점유하고 있는 pradeśa는 상태극미의 정보를 드러나게 함으로

써 현상세계의 다양함을 현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진 한 장은 시간적으로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지만

공간적인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정지 상태의 사물 각각이 갖는

차별은 색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사진에서는 색에 한정되지만

현상세계에서의 pradeśa는 색향미촉의 정보를 현현하게 하는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이상으로 pradeśa의 용례, 다섯 가지 실재와 pradeśa의 관계, 그

48) Tatia는 아예 4가지 극미를 ‘시간극미 > 공간극미 > 실체극미 >

상태극미’로서 도식화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색1, 향1,

미1, 촉2의 상태극미가 실체극미에 들어가고 이러한 실체극미는

하나부터 무한한 수까지 공간극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공간극미

역시 시간극미에 들어가는데 공간극미의 수는 어떤 때의 시간극미라도

늘 일정하다고 한다. 공간극미는 원래 무한한 것으로서 늘거나 줄지

않기 때문이다. Tatia(1955) pp. 6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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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현상세계 구성과 관련한 pradeśa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pradeśa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공간적인 크기 개념으로서 설정된 것이다. 자이나의 술어

를 빌어 설명하자면, 현상세계의 모든 실체들과 다섯 가지 실재들

은 ‘astikāya’이다. 이것은 공간적인 크기를 갖는다는 설명으로서

곧 pradeśa를 점유한다는 의미이며, 점유하는 pradeśa의 수가 그

크기를 말해준다. 즉 아주 미세한 크기에서부터 끝없이 거대한 크

기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를 차별하는 단위처럼 pradeśa를 사용한

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세한 업물질의 크기는 pradeśa 1개,

연필의 크기는 pradeśa 수 만개, 코끼리의 크기는 pradeśa 수 천

수 백 만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둘째, 공간의 개념을 운동, 정지, 허공이라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구별하도록 해준다. 자이나에서 시간은 실재로 인정하지만 공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실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인 의미에서 공간은 허공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자이나에서 허

공은 다른 실재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서 설정된 것이

다. 그러므로 허공을 공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단정 짓기는 힘들

다. 오히려 공간을 무수한 점으로 나눈 pradeśa라는 가설적인 개

념을 통해 공간을 이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무한한 pradeśa와 분리되지 않는 세 가지 실재, 즉 운동, 정지, 허

공은 공간의 기능적인 면으로 이해 가능하다. 운동과 정지는 영혼

과 물질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변화와 유지의 조건이고,

허공은 이 변화 과정과 결과들을 위해 제공되는 장소로서의 조건

이다. 이 세 가지가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의 개념을 형성한다. 또

한 이것은 신 등의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이나에서

현상세계를 구성하고 변화하는 조건으로서 pradeśa 1개에 해당하

는 미세한 곳까지 그 원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현상세계의 현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물질적

인 극미 자체는 인식되지 않지만 이것의 조합(skandha)이 어느

크기 이상이 되면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극미의 조합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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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미가 지니는 속성들을 합한 것이고 그 배열에 따라 다른 사

물과 차별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조합된 실체들이 점유한 pradeśa

는 다른 실체에 의해 이중으로 점유되지 않는다. 즉 pradeśa의 점

유를 통해 실체의 형상이 현현하게 되고 다른 실체와의 차별이

드러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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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 of Jaina Pradeśa

Choe, Ji Ye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radeśa,

'spatial atom' in Jainism. I have examined examples of

pradeśa, relation between 5 dravyas and pradeśa, and roles

of pradeśa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omposition of phe-

nomenal world. Therefore, notion of pradeśa can be sum-

marized as follows.

First, pradeśa is set up as a concept of spatial size. In

the examples of Jain texts, all substances in phenomenal

world and 5 dravyas are described as 'astikāya'. This term

means that they have a kind of spatial size, that is, they

occupy pradeśa(s). The number of pradeśa decides their ac-

tual size, from the minute particles to massive substances.

For example, the size of a minute karmic matter can be

reckoned at 1 pradeśa, the size of a pencil can be ten thou-

sands of pradeśas, and the size of an elephant can be

counted up to millions of pradeśas.

Second, pradeśa helps to understand spatial concept as

categorizing into three functional perspectives, that is, dhar-

ma, adharma and ākāśa. In Jainism, time is recognized as

one of the dravyas. However, it could be said that there is

no dravya that exactly correspond with the concept of

space. Although space have somewhat similar parts to the

ākāśa, which is one of five dravyas, in Jainism, the ākāśa is

regarded as a kind of condition to provide space for another

dravyas. Therefore, it is hard to say that space itself co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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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d with ākāśa. Rather, it is more appropriate to regard

that they understand the space with a kind of hipothesized

concept of pradeśa which means innumerable spots con-

stituting space. Then those three dravyas, that is dharma,

adharma, and ākāśa, can be regarded as functional aspects

of space. Dharma and adharma are conditions for change

and maintenance respectively. Moreover, ākāśa is a con-

dition to provide space for change and maintenance of this

phenomenal world which is made up of the matter and jīva.

Therefore, the three dravyas all together form the concept

of space. This understanding allows to think that the mech-

anism of pradeśa is reasonable to explain the spatial aspect

of this phenomenal world because Jainism doesn't acknowl-

edge the existence of the god.

Third, pradeśa performs a role in being enable to mani-

fest the world. Although a material atom itself is not recog-

nized, their aggregation(skandha) can be cognitive. This ag-

gregation includes qualities of each atom, and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the diversity of the world is manifested.

On one pradeśa, substance is not piled up one on another. In

this way, by accepting pradeśa(s), a substance manifests

variously and distinguish itself from another substances.

Keywords : pradeśa, spatial atom, ākāśa,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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