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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흐마 수뜨라 주석은 인도철학의 대표적인 논서로서 고차원적

인 논증을 보여준다. <주석>에서는 논증의 형식적 측면에서 각 ‘편’(篇)

마다 ‘논제-의문-전론(前論)-후론(後論)-최종결론’이라는 5단계 절차를

대체로 준수하는 편이다. 그리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증

명과정의 완결성을 추구한다. 내용적 측면에서 논증이란 ‘주어진 것’(계

시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정당화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

을 재인식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논증은 교조적이고

교육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주석>의 논증은 “주어진 것으로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교리를 왜

또 다시 논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계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이고 전통을 증축하기 위

해서이다. 결국 <주석>에서는 계시마저도 논증 속에서 재배치되고 재

배열되기 때문에, 논증이란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추종자(구성원)들이 들

어야 할 ‘재구성된 계시’이자 ‘재구성된 베단따의 시나리오’이다.

이처럼 <주석>의 논증은 논증 자체뿐만 아니라 아드와이따 베단따

의 정서를 포함하여 모든 전통적 서사를 그 안에 다 포괄한다. 따라서

<주석>과 같은 인도철학적 논증에서 살펴지는 가장 두드러진 고유성은

논증 자체가 서사와 같은 것으로서 학파 차원의 활동이라는 점에 있다.

논증은 웅장하고 정교한 시나리오의 실행을 통해 교리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특정 집단의 활동인 것이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58-A00031]

*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mayadotco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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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샹까라에게 논증이 있는가

샹까라(Śaṅkara, 기원후 700-750년경)에게서 계시와 이성(논리,

추론)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는 아드와이따 베단따 연

구자들에게 오랜 관심사였다. 그리고 무르띠(K. S. Murty)처럼 그

들 대부분은 샹까라가 베다 근본주의자 또는 계시서 절대주의자

로서 이성에 대해 계시의 우위를 확고하게 천명한다고 결론 내렸

다. 이에 따라 샹까라의 저작들에 나타나는 논리적인 요소의 의의

나 역할에 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평가는 매우 드문 편이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평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례들이

있다. 학커(P. Hacker)는 샹까라가 “몇몇의 초보적 논증들과는 별

도로 일원론을 위해 합리적으로 논증하지 않고 단순히 (경험을 산

출하는) 우빠니샤드의 문구들을 언급한다”라고 말하면서 논쟁보

다는 경험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에 샹까라의 성격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까무라(H. Nakamura)는 샹까라에게서 전통과

합리성의 충돌을 간파해 내면서 그의 철학적 관점에 치밀함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할브파스(W. Halbfass)는 샹

까라가 증명이나 정당화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베다가 가르치는

것에 샹까라가 증명이나 정당화를 추가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베다의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논

증을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1)

1) 이상, Hacker(1995), p. 104; Halbfass(1992), p. 133; Halbfass(1992), p.

160을 각각 차례로 참조하시오. 보다 상세한 논의는 박효엽(2009),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성전 해석과 논증 을 보시오. 덧붙이자면,

Mayeda는 샹까라의 논증 능력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 그는

샹까라가 단순히 전통주의자로 남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독창성과

추리력을 가졌다고 말한 바 있다. Mayeda(1979), p.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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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샹까라의 논증 등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과연 얼마만

큼 정당한 것일까? 아니, 이들이 샹까라의 논증 등을 평가할 때

‘논증’이라는 말과 그 유사 어휘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

일까? 이들이 이해하는 논증이란 무엇이고 학문적 엄밀함이란 무

엇이기에, 샹까라의 논리적인 측면이나 성과에 대해 그와 같이 부

정적이고 소극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

사실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논증’ 등의 개념에 대해 보편

적인 정의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2) 서양 논리학의 역사에서는

개별 이론가들이 제각각 논증에 대해 상이한 정의를 내렸을 것이

고, 인도의 경우에도 학파와 시대와 개별 이론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논증을 이해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논리학 이론에서의

논증이 아니라 논저(論著) 등에 나타나는 현실 논증은 그 전개양

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물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논증

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런 경우에는 ‘하나의 결론과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하나 이상의

전제들로 구성된 진술들의 집합’과 같이 논증에 관해 가장 포괄적

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샹까라에게는 이와 같은 유형의 논증조차도 없다는 것일

까? 아니면, 그러한 논증이 존재할지라도 지나친 계시 의존성과

종속성으로 말미암아 초보적인 수준의 논증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일까? 아니면, 전통의 위세와 종교적인 독단이 워낙 강한 탓에 논

증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과거 유산의 되풀이 또는 반복만 있다는

것일까? 이도저도 아니면, 샹까라의 논증 자체에 그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것일까? 주목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

에서의 논증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일까?3)

2) 논증 이론들에서 논쟁적인 문제들로는 논증의 정의, 수사학과의 관계,

논리학과의 관계, 윤리적 영향 등이 있다. 따라서 ‘논증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논리학적인 문제인 셈이다.

필립 브르통(2006), pp. 3-4 참조.

3) 이하, 이 글에서 ‘논증’이라는 용어는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따른 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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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에서 샹까라의 대표 저작이자 인도철학의 전형적인

논서인 브라흐마 수뜨라 주석(Brahmasūtra-bhāṣyam, 이하
‘<주석>’이라고 줄여 부름. ‘Brahmasūtra’는 ‘<수뜨라>’로 줄여

부름)을 중심으로 그의 논증이 가진 진면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가정한 채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하나는, <주석>이 매우 고차원적인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논증의 의의나 역할이 논

증 외적인 요소들과의 관련 속에서 더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인도철학에서 수뜨라는 주로 자기 학파의 교리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논증의 형태이다. 예컨대, 하나의 ‘편’(adhikaraṇa)에 속

하는 <수뜨라> 1.1.5-11은 “5. 응시 때문에, 성언을 벗어나는 [쁘

라다나는] 아니다, 6. 만약 비유적 의미라면; 아니다; ‘아뜨만’이라

는 말 때문, 7. 그것(아뜨만)에 몰두하는 자에게, 해탈에 대해 교

훈하기 때문, 8. ‘거부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 또

한 [주장과의 모순 때문], 9. 자신에로 귀입되기 때문, 10. 소견의

일관성 때문, 11. 또한 계시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인데, 이 수뜨라

들은 예외 없이 결론이나 전제로 이루어져 있을 따름이다. 수뜨라

에 결론과 전제가 드러나 있든 숨어 있든 대부분의 수뜨라는 논

증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수뜨라에 대한 해설인 주석

또한, “주석이란 수뜨라의 의미를 수뜨라에 부합하는 문구들로써

설명하고 또 그 자체의 말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석에 정통한

이들은 말한다.”4)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필연적으로 논증의 형

태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주석은 체계적으로 제시되는 수뜨라에

대한 상설이자 해명으로서 그 수뜨라에 대한 체계적인 연장이기

에5) 풍성하고 상세하고 정교한 논증의 연쇄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샹까라의 논증을 다룰 경우에 그에 대한 여러 평판이나

4) NK, p. 627: sūtrārtho varṇyate yena padaiḥ sūtrānusāribhiḥ. svapadāni

ca varṇyante bhāṣyaṃ bhāṣyavido viduḥ.

5) Chandratre(1958), p. 17;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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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은 오히려 논증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주의자, 의고주의자, 신학자, 교육학자, 경험

을 중시하는 자 등과 같은 별칭들은 단순히 그를 논증이 없다거

나 독단에 빠져 있다거나 지식의 전승에만 몰두하는 학자로 몰아

가지 않는다. 그러한 별칭들은 역설적으로 그의 논증이 가진 함의

를 더 풍부하게 하고 그 고유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실

마리 구실을 한다. 결국 논증 외적인 요소들이 논증 자체와 맺는

관계는 논증의 인도적인 고유성을 해명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석> 등에 나타난 논증에 대해 서구적 시선으로만 이해하는

그 일방성을 보편성으로 포장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스럽다. 특

히 이성에 대한 계시의 우위가 반드시 논증의 결핍이나 논증의

위상 격하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인도철학적 논증의

고유성을 찾아봄으로써 논증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보다 확장된 이

해를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Ⅱ. 논증의 구성과 방법

<주석>에서 논증은 기본적으로 ‘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석>은 총 555개의 수뜨라를 대상으로 하는데, 샹까라는 그것

들을 199개의 ‘편’으로 묶고 있으니, 대략 총 199개의 큰 논증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편’의 논증은 5단계

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것은 ‘논제(viṣaya)-의문(saṃśaya)-전

론(pūrvapakṣa, 前論)-후론(uttarapakṣa, 後論)-최종결론(siddhānta)’

이다. 물론 모든 ‘편’들이 예외 없이 이 5단계의 절차를 따르지는

않지만 대체로 따르는 편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주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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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를 하나의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주석> 3.2.22는

<수뜨라> 3장 2절의 6번째 ‘편’인 ‘논제의 그러한 만큼인 것’(3.2.2

2-30)에 포함된다. 그러면서도 거의 독립적인 ‘편’인 양 5단계의

절차를 모두 보여준다. <주석> 3.2.22의 주제는 ‘네띠 네띠’(neti n

eti)와 ‘브라흐만의 두 가지 형태’이다.

다음은 <주석> 3.2.22의 앞부분이다.

①“실로 브라흐만은 두 형태를 가진다. 형체인 것과 또 형체 없는

것이다.”<브르하다란야까 2.3.1>라고 시작한 뒤에, 5개 대원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나서 ‘뿌루샤’라는 말로 불리는 ‘형체 없는 것의 정수’가

심황(深黃) 등의 형태들을 가진다고 보여준 후에 또 다시 “이제 그러

므로 [브라흐만에 대한] 지시이다: 이러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도

아니다(네띠 네띠). 왜냐하면 ‘이러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것보다 더

지고한 다른 [지시는] 없기 때문이다.”<브르하다란야까 2.3.6>라고 언

급한다.

②이 경우에 그 부정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자 한다. (…)

결국 이 경우에 맥락의 효력으로부터 근접해 있는 것은 ‘브라흐만의

두 가지 현상적인 형태’와 ‘그 두 형태를 가진 브라흐만’이다.

③이 경우에 우리에게 의문이 일어난다. 그 부정은 ‘두 형태’와 ‘[그

두] 형태를 가진 것’(브라흐만)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부정하는가, 그

렇지 않으면 ‘둘 중의 하나’를 부정하는가? 심지어 둘 중의 하나인 경

우에도 두 형태를 남긴 채 브라흐만을 부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브

라흐만을 남긴 채 두 형태를 부정하는가?

<주석> 3.2.22의 논제가 무엇인지는 얼핏 보아도 알 수 있다. 
브르하다란야까 우빠니샤드 2.3.1에서 두 형태를 가진 브라흐만

이 언급된 뒤에 2.3.6에서 ‘네띠 네띠’라는 부정이 등장하는데, 그

부정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용한 글의 ①과

②가 5단계 절차에서 ‘논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네띠 네띠’를 통해 부정될 수 있는 것으로 ‘브라흐만의

두 형태’와 ‘두 형태를 가진 브라흐만’을 들 수 있다. 과연 ‘네띠 네

띠’는 이 둘 모두를 부정하는가, 아니면 둘 중 하나를 부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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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라면, 두 형태를 부정하는가, 아니면 브라흐만을 부정하

는가? 인용한 글에서 ③은 바로 이러한 ‘의문’으로 채워져 있다.

논제와 의문에 곧 이어서는 ‘전론’이 제시된다. 전론은 주석가

자신이 가상의 논적을 설정하여 스스로 전개하는 논증으로서 종

국에는 부정되어야만 하는 결론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전론에

곧 이어서는 주석가 자신이 수용하는 결론을 내세운 채 그것을

증명하는 ‘후론’이 제시된다. <주석> 3.2.22에서 전론과 후론은 다

음과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④[전론]: 이 경우에 똑같이 논제임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모두를

부정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네띠’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되기

때문에 그 둘이 부정된다. 둘 중 하나(네띠)에 의해 브라흐만의 현상

적인 형태가 부정되고, 다른 것(네띠)에 의해 형태를 가진 브라흐만이

부정된다고 짐작한다. 혹은 형태를 가진 브라흐만 자체가 부정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와 마음을 초월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가늠

되지 않고 [그에 따라] 부정될 만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형태적 복합

현상계는 지각 등의 영역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부정될 만하지 않다.

그리고 [네띠의] 반복은 진지한 희원(希願)을 의미한다.

이러한 귀결에서 우리는 말한다.

⑤[후론]: 먼저 두 가지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 더욱

이 브라흐만에 대한 부정은 합당하지 않다. (…) 또한 브라흐만이 언

어와 마음을 초월한다고 말한 것은 부존한다는 의도에서가 아니다.

(…) 따라서 브라흐만의 형태적 복합현상계가 부정되고 브라흐만은 남

겨진다고 용인되어야만 한다.

인용한 글의 ④는 전론에 해당하는데, 이 전론에는 두 개의 결

론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결론은 뒷받침하는 전제를 수반한다.

결론(1): ‘두 형태’와 ‘그것을 가진 브라흐만’이라는 둘 모두를 부정

한다.

전제: 둘 모두 똑같이 논제이기 때문이다. ‘네띠’라는 말이 두 번 사

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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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2): 형태를 가진 브라흐만 자체가 부정된다.

전제: 언어와 마음을 초월하는 브라흐만은 그 존재가 가늠되지 않

음으로 말미암아 부정될 만하기 때문이다. 형태는 지각됨으로 말미암

아 부정될 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용한 글의 ⑤는 후론에 해당되는데, 우선 ‘두 가지를 부정하

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브라흐만에 대한 부정은 합당하지 않다’

라며 전론에서 제기한 결론 두 개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

한다. 그러고서 전론의 결론(2)에서 전제로 사용된 ‘브라흐만이 언

어와 마음을 초월한다’라는 말이 브라흐만의 부존(부정)과 무관하

다는 것을 밝힌다. 논증의 상대가 부당하게 사용하는 전제를 비판

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후론에서의 결론은 ‘브라흐만의 형태가

부정되고 브라흐만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전론과 후론에 곧 이어서 ‘최종결론’은 어떻게 도출되는가? 다

음은 <주석> 3.2.22의 뒷부분인데, 인용한 글의 ⑥과 ⑦은 최종결

론인 ⑧을 제시하기 이전에 펼쳐진 논증이다.

⑥게다가 이 경우에, “실로 어떻게 성전은, ‘[묻은] 진흙을 씻는 것

보다 오히려 멀리서 닿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금언과 달리], 바로

그 자체로 브라흐만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진다고 보여준 뒤에 또 다시

바로 그 자체로 부정한다는 말인가?”라는, 이러한 의문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성전은 브라흐만의 두 가지 형태를 확립되어야만 하는 것으

로 교시하지 않고,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브라흐만에 가상된 그 두

가지 형태’를 지시할 따름이며, [이는 그 형태들을] 부정하기 위해서이

고 순수한 브라흐만의 본질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므로, 과실이 없는 까

닭에서이다.

⑦더욱이 이러한 두 부정은 수(數)의 논리에 따름으로써 형체(형체

인 것)와 무형체(형체 없는 것) 둘 모두를 부정한다. 혹은 앞의 부정은

원소의 총체를 부정하고 뒤의 부정은 잠재인상의 총체를 부정한다. 혹

은 ‘네띠 네띠’에서 ‘이띠’라는 것의 그 반복은, 그 무엇이 짐작(생각)되

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브라흐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열

거된 것에 대한 부정이 행해지는 경우에 ‘만약 이것이 브라흐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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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면, 다른 무언가가 브라흐만일 것인가?’라는 탐구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반복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총체적 대상이 부정됨으로 말미암

아 대상이 아닌 내적 아뜨만이 곧 브라흐만이므로 탐구가 멈추기 때

문이다.

⑧따라서 브라흐만에 가상된 복합현상계 자체가 부정되고 브라흐만

은 남겨진다고 결론을 내린다.

⑥에서는 예상 가능한 의문 또는 반박을 설정해 놓은 뒤 스스

로 그에 대답함으로써 그러한 의문 또는 반박을 사전에 차단한다.

⑦에서는 후론을 더 강화하는 전제들을 추가함으로써 최종결론인

⑧을 자연스럽게 예비한다. 요컨대, 후론과 최종결론은 양자 모두

논증의 결론으로서 내용상 유사하지만 후론에 비해 최종결론이

훨씬 더 강화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⑥과 ⑦이 추가됨으로써 최종

결론은 후론에 비해 더 강화된 논증의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은 단지 <주석> 3.2.22에 대한 분석이지만 <주석> 전체가

가히 이와 유사한 방식의 논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논제-의문-전론-후론-최종결론’이라는 이 5단계 절

차를 샹까라는 거의 대부분의 ‘편’에서 적극 활용하면서 <수뜨

라>에 대한 주석을 실행하는 것이다. 미맘사(Mīmāṃsā) 학파와

공유하고 있는 이 5단계 절차는 냐야(Nyāya) 학파의 16개 범주

가운데 7개 범주들 즉 의심(saṃśaya), 목적(prayojana), 예시(dṛṣṭ

ānta), 정설(siddhānta), 구성요소(avayava), 정당화(tarka), 확정(ni

rṇaya)과도 꽤 유사하다. 의심에서 시작하여 확정으로 끝나는 이

7개 범주들은 본격적인 냐야(nyāya) 즉 5단논법의 전단계 혹은

예비단계라고 알려져 있다.6) 결국 샹까라는 <주석>에서 논증 절

차의 중요성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셈이다. 비

교적 그가 ⑥과 ⑦에서처럼 ‘정당화, 보조논증’으로서의 ‘따르까’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지만, 논증의 형식적인 측면을 철저하게 준

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전개할 뿐이다.7)

6) Matilal(1998), p.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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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샹까라는 <주석>의 다양한 논증들에서 증명과정의 완

결성을 추구한다. 마치 냐야 학파의 5단논법에서 5지분이 모두 요

구되는 이유가 논증 청자의 기대성(ākāṃkṣā)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이듯이,8) 샹까라는 5단계 절차를 준수하는 와중에 상대방의 전

제를 비판하고 반박 가능성을 차단하며 자기 전제를 강화하고 결

론의 지지강도를 높여나감으로써 논증 청자에게 거의 완결된 논

증의 형태를 제공한다. 가능한 모든 논의들을 실행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 논의가 없어도 될 만한 그런 논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논증의 내용적 특징들

샹까라가 <주석>에서 펼치는 논증들은 내용적으로 “주어진 것

으로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교리를 왜 또 다시 논증하는가?”라는

질문과 필연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샹까라에 따르면 실재에

대한 지식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더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주어진 지식을 확정하는 과정에 전통적으

로 ‘논의’(upapatti)와 같은 요소를 수용하고9) 수뜨라와 주석을 통

해 논증을 확장한다면, 계시와 대립되는 것인 논증(이성)의 위상

7) 샹까라는 논리학파의 ‘따르까’를 이용하지만 그에게 ‘따르까’란 매우

일반적인 의미의 추리 과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주석 전통에서 비록

주석가가 수뜨라에 의해 한정될지라도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것은 ‘따르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따르까’는 좋은

논증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상, Chandratre(1958), p. 187;

235 참조.

8) Matilal(1990), p. 159 참조.

9) ‘논의’란 베단따 학자들이 성전 혹은 계시서를 일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그 취지(tātparya)를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 ‘여섯 가지 근거’(ṣaḍvidhaliṅga)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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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든 그 질문에 대

답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질문을 다시 <주석>에 나타나는 ‘수뜨

라와 주석’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계시를 통해 이미 증명된 수뜨

라를 왜 또 다시 논증하는가?”라는 질문이 되기도 한다. 논증의

위상 혹은 필요성에 관한 이러한 질문은 <주석>의 논증이 가지

는 내용적 특징을 아는 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주석>의 논증은 ‘주어진 것’(계시된 것)을 ‘받

아들이는 것’(정당화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동한

다. 물론 이는 ‘듣기’(śravaṇa)를 통해 주어진 것을 ‘숙고하기’(man

ana)를 통해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주석>의 서문에서 마지막 부

분은 이 점을 상당히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연관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자연스러운 덧놓음(가

탁)은, 거짓된 관념의 형태로서, 행위주체와 향유주체를 촉발하며 만

인에 의해 지각된다. 이러한 ‘해악의 원인’을 폐기하기 위하여, 즉 아

뜨만의 유일성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베단따들이 시작

된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베단따들의 목적임을 우리는 이 ‘샤리라까

미맘사 [수뜨라]’들에서 밝힐 것이다.

샹까라는 <수뜨라>와 <주석>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모든

우빠니샤드들이 아뜨만의 유일성에 대한 지식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빠니샤드에서 아뜨만의 유일성에 대

한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진리이다. 이처럼 <주

석>에서 논증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재인식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주석>의 논증이 가지는 특이성이 있을 수 있다.

즉 제대로 된 숙고하기가 듣기의 완성을 가능케 하듯이, 올바른

논증은 올바른 계시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주석>에서 우빠니샤

드의 일관성을 해명하면 할수록 우빠니샤드의 권위가 강화되면서

우빠니샤드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수뜨라>와 <주석>은 모두 계시의 절대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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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성적이고 논증적인 노고이다.

다음은 <주석> 1.1.4의 앞부분인데, 계시서 또는 성전에서 조화

(samanvaya)를 적극 이루어내야 한다는 어투가 담겨 있다.10)

그것은 즉 전지전능하고 세계의 발생·유지·소멸의 원인인 브라

흐만은, 오직 베단따 성전으로부터만 알려진다. 어떻게? 조화 때

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베단따들에서 문장들은 이 대상을 취지로

제시함으로써 어울리게 되기 때문이다. (…) 그리고 그것들(문장

들)에 담긴 말들에서 ‘브라흐만의 본질과 관계한다고 확정되는 조

화’가 알려지는 경우에 다른 의미를 상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다. 계시된 것을 폐기하고 계시되지 않은 것을 상상하는 부조리한

결말이 생기기 때문이다.

주어진 것으로서 우빠니샤드는 그 자체로 조화를 이룬 채 ‘들리지’

않고, 오히려 논증이라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조

화를 이룬 채 ‘들리게’ 된다. 곧 올바른 논증을 통해서만 계시를 올바

르게 ‘듣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주석>에서 샹까라가 우빠니샤드의 일관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논증을 펼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직접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여러 ‘절’(pāda)의 서론에서 샹까라가 논의의 개요를

언급하는 내용들이다.

<주석> 1.2.1: 제1절에서 “그 무엇으로부터 이것(세계)의 생성

등.”이라며 브라흐만이 ‘에테르 등의 전 세계’의 생성 등의 원인이

라고 언급했다. (…) 그리고 [우빠니샤드에서] 다른 의미로서 잘

알려진 어떤 말들이 브라흐만과 관계한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브라흐만에 대한 징표가 분명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어떤 문

장들이 브라흐만을 의도한다고 확립했다. 한층 나아가, 브라흐만

10) <주석> 1.1.5에도 유사한 내용이 등장한다: “이상에서, ‘브라흐만 즉

아뜨만에 대한 직접적 앎을 목적으로 하고’ ‘브라흐만 즉 아뜨만을

취지로 함으로써 조화되는’ 베단따 문장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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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징표가 불분명한 다른 문장들이 궁극적 브라흐만을 제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의미(대상)를 제시하는지 의심

스러워진다. 이를 확립하기 위해 제2절과 제3절이 시작된다.

<주석> 2.4.1: 제3절에서는 에테르 등과 관계하여 계시서의 상호모

순이 제거되었다. 이제 제4절에서는 생기와 관계하여 [상호모순이] 제

거된다.

<주석> 3.2.1: 지나간 ‘절’에서는 ‘다섯 불에 대한 명상적 지식’을 예

시함으로써 개별영혼이 다양하게 윤회를 겪는 것이 상술되었다. 반면

에 이제는 바로 그 [개별영혼이 겪는] 상태의 차이가 상술된다.

<주석> 3.3.1: 인식대상인 브라흐만의 본질이 설명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각각의 베단따에서 명상적 인식들이 차이를 가지는지 혹은 가

지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만으로도 <주석> 1장의 1, 2, 3절 모두는

계시서가 브라흐만을 의도(취지)로 한다는 것을 확립하고자 한다.

<주석> 2장의 3, 4절은 모두 계시서의 상호모순을 제거하고자 한

다. <주석> 3장의 1, 2, 3절은 계시서의 다양성과 차이를 노출하

면서도 여전히 맥락을 고려하는 일관된 해석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주석>의 대부분은 우빠니샤드의 전체연관성 혹은 조

화를 옹호하기 위한 논증의 연쇄라고 할 만하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논증은 크게 세

유형의 증명방식을 따른다. 어떤 경우에는 주요 계시서가 뒷받침

하고 여러 계시서들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통해, 어떤 경우에는

이성적 추리와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어떤 경우에는 경

험적 영역에서도 검증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든다. 이를 각각 권위 논증, 추리 논증, 경험 논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11) 계시가 (계시와) 이성과 경험의 영역에서도 받

아들여질 수 있음을 밝히는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계시의 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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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경우에 세속화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

라 단지 계시의 확장과 확산을 의미한다.12)

이러한 가운데 계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의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로부터 샹까라의 <주석>에서 논증

들은 특정한 의도를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해 <주

석>의 논증은 그 내용상 ‘교조적’이고 ‘교육적’인 의도를 가진다.

먼저 <주석>의 대부분 논증들은 이미 주어진 하나의 최종결론

을 무한정으로 되풀이하기 때문에 교조적이다.13) 샹까라는 최종

결론인 브라흐만 아뜨만의 유일성이나 개별자아와 브라흐만의 동

일성을 무수한 논증들에서 되풀이하고 하나의 논증에서도 되풀이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다시피 <주석> 1장의 1, 2, 3절은 대

부분 계시서가 브라흐만을 취지로 한다는 것을 확립하기 때문에

논증의 방식이 거의 유사하고 최종적으로는 브라흐만의 유일성을

결론으로 내세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하나에 대한 지식을 통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14)이라는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확언(pratijñ

ā) 또는 최종결론은 <주석> 1.4.20, 1.4.22, 1.4.23, 2.1.14, 2.3.6, 2.4.

2, 3.2.32, 3.3.17 등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

그리고 다음은 <주석> 1.1.22의 일부인데, 하나의 논증에 최종

결론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후론]: “허공은 [브라흐만]; 그것에 대한 징표 때문.” ‘허공’이라는

말에 의해 브라흐만이 언급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떤 근거에서?

11) 박효엽(2010-①), 브라흐마 수뜨라 주석에서 논증의 유형과 함의
참조.

12) 계시의 세속화란 계시의 현실화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으로 존재하던 계시가 이성과 경험의 영역에서

재확인되는 것은 그만큼 현실 속에서 계시의 재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13) 이런 점에서 인도 철학이 닫힌 원 안에서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고

새로운 논의는 오래된 논의의 변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Raghuramaraju(2006), p. 4 참조.

14) ekavijñānena sarvavijñā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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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대한 징표 때문이다. 왜냐하면 “실로 이 모든 존재들이 오직

허공으로부터 생성되고”라는, 궁극적 브라흐만에 대한 이러한 징표 때

문이다. 실로 궁극적 브라흐만으로부터 존재들이 생성된다는 것은 베

딴따들에서 공리(公理)이다.

이 작은 논증에서 결론은 ‘허공(에테르)은 브라흐만이다’라는 것

이고 전제는 ‘모든 존재들이 오직 허공으로부터 생성된다고 말하

는 계시서는 브라흐만에 대한 징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다. 그런데 이 전제는 ‘세계 생성의 원인은 브라흐만’15)이라는

베단따의 공리(maryādā) 또는 최종결론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의

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논증의 전 과정은 브라흐만

아뜨만의 유일성이라는 주어진 최종결론을 증명(‘증명’이라기보

다 ‘확인’에 가까운)하기 위해서만 의미를 가진다. 그만큼 논증에

서 확산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논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

이 논증은 이미 결정된 방향과 목표를 따라서만 진행된다.

다른 한편 <주석>의 대부분 논증들은 결론에 도달하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철학의 다른 논서처럼 <주석>의 논증이 교육적이라는 점은

꽤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16) 그리고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는

브라흐만이 오직 성전을 통해 알려질 수 있고 성전이 오직 스승

을 통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다.17) 하지만 논증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논증의 내용이 철저하게 (물론 형식도 그러하지만) 교

육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듯이 보이는 점이다.

그 실례로 <주석> 1.1.1을 들어보고자 한다. 샹까라는 “이제,

15) 브라흐만이 세계 생성의 원인이라는 것은 브라흐만만이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6) Halbfass는 샹까라가 사용하는 논리적 용어들의 함의가 교육적 함의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Halbfass(1992), p. 157 참조. Hirst(2005)는

샹까라의 사유에서 교육적 의미를 매우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17) Hirst(2005), p.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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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브라흐만에 대한 탐구욕”(athāto brahmajijñāsā)이라는

수뜨라에서 ‘이제’, ‘그러므로’, ‘브라흐만에 대한 탐구욕’이라는 세

말을 각각 풀이한다. 즉 그는 ‘이제’가 ‘연속성’을 의미하고, ‘그러

므로’가 브라흐만에 대한 탐구욕의 ‘이유’를 가리키고, ‘브라흐만에

대한 탐구욕’이 브라흐만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지시한다고 논증

한다. 이 논증에서 샹까라는 세 말이 다르게 풀이될 가능성을 제

시하고 반박하면서 자신의 풀이가 유일한 대안임을 단계적으로

교육한다. 또 다른 실례로는 <주석> 1.1.5를 들 수 있다. 다음은

<주석> 1.1.5의 분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증들로서 모두 상캬(S

āṃkhya)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반박하기 위한 내용이다.

한편, 삿뜨와의 특성인 지식에 의해 쁘라다나가 전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

한편, [브라흐만의] 인식(지식) 행위가 영원한 경우에, 인식 행위에

관한 독립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브라흐만이 일차적 의미에서 전지

하다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말한다.

한편, 생성 이전에 육체 등과의 관계가 없이는 브라흐만의 응시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그러한 반론은 생기지 않는다.

한편, 쁘라다나에서는 복합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찰흙 등처럼

물질적 원인이라는 것이 합당하지만, 비(非)합성적인 브라흐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쁘라다나가 바로 성언을 벗어남으로써 논

박된다.

이와 같이 논증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제시하고 그것을 다시

논박하는 사례는 거의 대부분의 ‘편’에서 빈번하게 살펴볼 수 있

다. 경쟁 학파나 경쟁 학설의 논증과 반박을 철저하게 격파하는

이러한 태도는 교육적 효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

들다.

이 외에도 <주석>의 논증이 교육적인 의도와 관련되는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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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다. 결론을 반복하기, 결론을 결단적으로 강조하기, 다양한

수사(修辭)로 결론을 강화하기, 전제를 양적으로 추가하기, 권위와

추리와 경험을 병렬함으로써 전제의 다양성 확보하기 등등. 샹까

라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각 맥락에 따라 교육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논증을 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

에서 <주석>에서의 논증이 교조적이라는 것과 교육적이라는 것

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챌 수 있다. 이미 확립된 것

또는 주어진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 교육적인 목적마저 없다면 그

것은 도그마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Ⅳ. 왜 논증이 중요한가

논증의 형식과 내용을 거쳐 마지막으로 <주석>에서 논증이 왜

중요한가를 아는 것은 그 논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논증의

중요성을 밝히는 일은 또 “주어진 것으로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교리를 왜 또 다시 논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앞서 이 질문이 “계시를 통해 이미 증명된 수뜨라를 왜 또 다시

논증하는가?”라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결국 수뜨

라와 주석의 관계를 다시 조명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주석> 1.1.2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인 수뜨라가 아닌

<수뜨라>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준다.

수뜨라들은 베단따 문장이라는 꽃들을 꿰는 것을 의도하기 때문이

다. 단지 수뜨라들에 의해 베단따 문장들은 인용되고 검토된다. 브라

흐만에 대한 직접적 앎은 실로 문장의 의미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것

에 의해 성취될 뿐, 추론 등의 다른 지식수단에 의해 성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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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뜨라>는 여러 우빠니샤드의 계시 문장들을 꿰어 놓은 것으

로서 <수뜨라> 자체가 그 문장들의 일부이거나 그 문장들과 긴

밀하게 관련되기에 <수뜨라>로써 그 문장들을 검토할 수 있다.

한마디로 <수뜨라>는 압축된 계시인 셈이다. 그런데 <주석>은

또 어떤가? 이미 논의했다시피 <주석>은 <수뜨라>의 연장이다.

그리고 <수뜨라>의 연장인 <주석>은 <수뜨라>로부터 계시를

끄집어내서 상설하고 실증해야 한다. 따라서 논증으로 채워진

<주석>은 ‘재구성된 계시’라고도 부를 수 있다.

논증이 계시를 재구성하는 이상,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바른

논증이 올바른 계시를 가능케 한다는 주장도 성립된다. 그리고 이

로부터 논증은 더 이상 계시에 종속적이지 않은 채 도리어 계시

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즉 좋은 논증은 온전한 계시 즉 온전한

듣기를 이끈다. 계시를 재구성함으로써 또는 듣기를 재구성함으로

써 논증은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가장 중요한 듣기를 완성한다.

결론적으로 <주석>에서 논증이란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추종자

(구성원)들이 들어야 할 ‘재구성된 베단따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교리를 왜 또

다시 논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셈이다. 그것은 바

로 계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이고, 달리 말해, 전통을 증축하기

위해서이다. <주석>에서 논증은 계시서로서의 우빠니샤드가 브라

흐만 아뜨만의 유일성과 같은 최종결론을 중심으로 완벽한 조화

를 이루고 있으며 모순이 없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가. 그

러므로 논증은 조화를 향한 응집력이 떨어지는 계시를 더 잘 듣

게끔 해주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논증이란

전통의 확장이자 전통의 증축이다.

<주석>의 논증이란,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듣기, 숙고하기, 명상

하기(nididhyāsana)를 중심으로 보자면, 듣기 절대주의적 전통이

숙고하기가 강화된 전통에로 이행한 흔적이다. 간단히 말해, 논증

의 위력이 강해졌다는 것은 듣기에 대비해 숙고하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말이다. 물론 숙고하기가 논리나 논증과 유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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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주석> 1.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샹까라는 다음과 같이 ‘숙

고되어야만 하고’라는 부분을 논리(인간의 지성)와 연결시킨다.

논리는 심지어 계시서에 의해서도 보조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

러한 예시로서, “[아뜨만은] 들려야만 하고, 숙고되어야만 하고,”<브르

하다란야까, 2.4.5>라는 계시서와, 또 “잘 배우고 지적인 자가 실로 간

다라 지방에 도달할 수 있다. 바로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대(大)스승

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얻는다.”<찬도갸, 6.14.2>라는 계시서는, 인간

의 지성이 보조적임을 자체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주석>에서 논증의 위력이 확대된 것은 숙고하기의 의의

가 제고되었음을 암시한다. 후대 베단따에서 명상하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 역사를 두고 본다면,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계시서 절

대주의가 무작정 신성불가침처럼 용인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짐작

할 수 있다. 오히려 계시서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역

설적으로 그 권위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천명하고자 했을 수도 있

는 것이다.18)

이러한 연관에서 <주석>의 논증은 ‘현실적으로’(‘명목적으로’가

아니라)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심지어 계시마저도 논증 속

에서 재배치되고 재배열되기 때문에 논증이 계시보다 더 큰 권위

를 가지는 듯이 여겨질 수 있을 정도이다. 각각의 수뜨라가 하나

이상의 계시와 관련이 있다면, 그 수뜨라에 대한 주석에서는 여러

계시들을 주석가의 의도대로 재배치하고 재배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그 실례로서 <수뜨라> 1.1.5와 <주석> 1.1.5

로부터 가져온 것들이다.

<수뜨라> 1.1.5: 응시 때문에, 성언을 벗어나는 [쁘라다나는] 아니

다.19)

18) 이 점에 대해서는 박효엽(2009), pp. 97-98 참조.

19) īkṣater nāśab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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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도갸 우빠니샤드 6.2.3: “그는 ‘나는 다수가 될 것이다. 나는 태
어날 것이다.’라고 응시했다. 그는 불을 창조했다.”

아이따레야 우빠니샤드 1.1.1-2: “실로 아뜨만으로서, 태초에 이것
(세계)은 오직 하나였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그

는 ‘나는 세상들을 창조하겠다.’라고 응시했다. 그는 이러한 세상들을

창조했다.”

쁘라슈나 우빠니샤드 6.3-4: “그는 응시했다. 그는 생기를 창조했
다.”

문다까 우빠니샤드 1.1.9: “[일반적으로] 전지하고 [구체적으로]

전지하며, 지식으로 이루어진 고행을 하는 그것으로부터, 이 브라흐만

과 명칭·형태(색깔)·음식이 태어난다.”

주석가인 샹까라는 ‘응시’를 다루는 <수뜨라> 1.1.5에 대한 주

석에서 관련 우빠니샤드를 불러내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찬도갸 우빠니샤드이다. 그러고 나서 아이따레야 우
빠니샤드와 쁘라슈나 우빠니샤드를 언급하지만, 이것들은 찬
도갸 우빠니샤드에 비해 권위가 조금 더 떨어지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신의 전지성을 드러내는 문다까 우빠
니샤드마저 인용한다. 응시란 곧 사유이며, 특정한 것에 대한 응
시(사유)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응시(사유)란 곧 전지성이므로, 
문다까 우빠니샤드를 인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기는 셈이다.
이와 같이 주석가는 수뜨라와 관련 있는 계시들에도 차별을 두고,

자신의 논리를 동원해 그다지 관련 없어 보이는 계시마저도 인용

한다. 따라서 논증을 전개하는 주석가는 자신의 의도를 상당히 반

영하면서 계시를 재직조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사실 <주석> 1.1.5에 인용된 우빠니샤드의 네 문장들은 논증에

서 전제의 역할을 한다. 이 논증의 결론은 ‘상캬 학자들에 의해 제

안되는 세계의 원인으로서 비의식체인 쁘라다나는 베단따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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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없다’이다. 그리고 전제는 ‘계시서에서 응시를 말하기 때

문이다’이다. 이 논증은 우빠니샤드라는 권위를 통해 결론을 지지

하므로 ‘권위 논증’이며, 그 권위의 출처인 우빠니샤드 문장들은

수뜨라에 응축되어 있다가 주석가에 의해 인용되고 전제가 됨으

로써 생명을 얻는다. 즉 계시가 논증의 전제로 되살아난다. 하지

만 또 모든 논증들은 궁극적으로 계시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한다.20) 이렇듯이 계시와 논증의 불가분리적인 상황이 바로

숙고하기가 강화된 전통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주석>의 논증은 샹까라에 의해 재구성된 우빠니샤드

사상이다. 그 논증은 전통과 창조가 결합된 산물로서 그 안에 계

시(권위)와 합리성(추리)과 통념(경험)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주석>의 논증은 계시의 긍정적인 세속화이다. 하지만 이 세속화

는 역설적으로 계시의 절대화를 낳는 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세

속화는 대개 또 다시 신성이나 절대성을 요청하는 순환을 겪기

때문이다.

Ⅴ. 집단적 활동으로서의 논증

지금까지 논의한 <주석>의 논증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

면, 세 가지 차원을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차

원들은 각각 논리적(증명적) 차원, 교육적 차원, 종교적 차원이다.

20) 박효엽(2009), pp. 95-96 참조: “베단따에서 자주 발견되는

‘계시·추론·지각(경험)과 각각 관계하는 세 유형의 논거들이 통합적으로

하나의 결론을 지지하는 경우’에, 계시에서만 알려지는 것이 추론·지각을

통해 재확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논증이 계시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계시된 것을 확신하고 의심을 가지지 않게 하려면, 계시에

의거하여 확신을 주는 것과 별도로 생생한 경험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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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세 가지 차원은 실제의 논증에서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

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석>의 논증은 순전히 논리적인 차원만으로 평가할 경우에

도 매우 수준 높고 좋은 논증이라고 할 만하다. 샹까라는 ‘무오류

의 증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듯 철두철미하게 논증을 구성

한다. 즉 거의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21) 전제의 양과 질

모두가 충분한 논증을 구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증명과정의 완

결성을 추구하는 치밀한 논증은 교육적인 목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결론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과 과정을 탁월한

논리, 탁월한 문체와 함께 보여줌으로써 좋은 논증이 좋은 교육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또한 <주석>의 논증은 아드와이따 베단

따의 추종자들에게 ‘직간접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미 확립된 것을 논증하는 장(場)에서는 전통에 대

한 참여를 통해 전통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논증

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 차원은 ‘전통

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차원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주

어진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아드와이따 베단따가 종교적인 측면

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이상, 계시가 포괄된 논증을 통해 전

통을 공유한다는 것은 전혀 낯설지 않다. 이처럼 <주석>의 논증

은 논리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전통 형성과 존속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결국 <주석>에서의 논증은 논리 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외적

인 요소도 포함하는 하나의 ‘활동’이다. 증명 하나하나가 논리적

활동인 동시에 교육적 활동이고 종교적 활동이 된다. 논증을 활동

21) 박효엽(2010-②), 브라흐마 수뜨라 주석에 나타난 오류 논증 참조.

샹까라는 특히 <주석>에서 ‘잘못된 권위에의 논증’과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자주 저지르는 편이다. 전자는 계시서나 전승서의 독단적

적용으로부터 발생하고, 후자는 상대방의 정설(siddhānta)을

왜곡함으로써 발생한다. 후자는 인도철학의 여러 논서들에서 매우

흔하게 등장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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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근거는 <주석>에서의 논증

이 이미 확립된 것을 다시 확립하려는 증명의 ‘과정’이라는 데 있

다. 아니, <주석>의 논증은 증명의 과정이라기보다 ‘실행’의 과정

에 가깝다. 더 나아가,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확신’을 목적

으로 한다. 무언가 주어진 것을 실행함으로써 확신에 도달하는 것

이야말로 활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주석>의 논증을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그

논증들이 집단(학파) 활동의 결과물을 거의 그대로 글로 옮겨 놓

은 듯한 인상을 준다는 데 있다.22) <주석>의 곳곳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지만, 간단한 예시로서 <주석> 3.2.32의 일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전론]: 둑 등에 대한 언급들이 브라흐만과는 별도의 실재를 암시한

다고 말했지 않는가?

[후론]: 아니라고 말한다. 먼저 둑에 대한 언급은 브라흐만 바깥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둑이 곧 아뜨만이라고 말하며 그것

보다 더 지고한 것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론]: 그러면 다른(지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댐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지고한 것이 어느 정도는 가정되어야 한다.

[후론]: 그 또한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가

정하는 것은 독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론과 후론은 주석가의 논증적 글이라기보다 마치 스

승과 제자의 논증적 대화와 같다. 어쩌면 <주석>의 논증은 샹까

라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샹까라가 속한 아드와이따 베단따의

한 전통에서 오랫동안 축적해 온 집단적 논증 활동의 결과물일지

22) SK, 51에는 8가지 완성(siddhi) 가운데 논구(ūha)와 ‘친구

얻기’(suhṛtprāpti)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 두 용어의 등장은 이미 고전

상캬 시기에 스승, 동료 등과 함께하는 논증의 집단적 활동이

존재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물론 논리적 활동에서 동료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Yukti-dīpikā, Gauḍapāda-bhāṣya, Tattva-kaumudī에서

조금씩 상이한 입장을 보이기는 한다. Scharfe(2002), pp. 36-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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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석>의 논증이 교육과

관련된 집단적 활동의 산물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샹까라가 인도철학의 한 학파에서 논서

가 가지는 또는 논증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으

며, 그 집단 활동으로서의 의의를 <주석>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 논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간혹 인도 논리학이 형식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또 과정보다는 목표 중심적이고 언

급한다.23) 하지만 이론적 논리학이 아니라 실제적 논증에서는 충

분히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다. 실제적 논증에서는 논증이 일종

의 활동이듯이 5단계 절차와 같은 적절한 형식이 필수적이고 또

목표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주석>에서 주어진 결론

자체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형식

적이고 내용적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설득의 가능성이 매우 높

아진다. ‘아타’(atha)라는 말에 대한 주석에서 시작하여 ‘아나브릇

띠’(anāvṛtti)라는 말에 대한 주석에 이르기까지,24) 어쩌면 지루할

지도 모르는 논증의 세세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드와이따 베단

따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 감춰진 정서마저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때문이다. 그 정서는 논증의 형식과 내용이 펼쳐지는 전 과정에서

논증의 참여자나 참관자에게 전달되고 느껴진다.

이런 점에서 <주석>의 논증은 마치 서사와 같다. 서사의 끝에

결말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기보다 그 결말에 이르는 이야기

의 모든 과정이 더 중요한 것과 비교될 수 있다. 각각의 ‘장’은 조

23) 예를 들어 Gokhale는 인도 논리학에서 형식적 타당성이 실재에 대한

추론적 지식의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Gokhale(1992), p. 282 참조. 카츠라 쇼류에 따르면, 마티랄은 인도

논리학을 ‘과정 지향적’(process oriented)인 서양 논리학과 달리 ‘목표

지향적’(goal oriented)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한다. 쇼류(2009), p. 38;

71 참조.

24) 첫 번째 수뜨라에서 맨 처음 논증하는 말이 ‘아타’이고 마지막

수뜨라에서 마지막으로 논증하는 말이 ‘아나브릇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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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samanvaya), 무모순(avirodha), 성취수단(sādhana), 결과(phala)

라는 큰 이야기를 가진다.25) ‘추리의 절’(tarka-pāda)이라고 불리

는 2장 2절에서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은 채로 오직 논리에만 의

존하여 논적들을 논파하는데, 이러한 장치는 매우 극적인 서사의

장면에 비교될 수 있다. 각각의 ‘편’들은 그 자체로 마치 기승전결

을 닮은 듯한 5단계 절차의 서사 구조를 보인다. 물론 그 절차도

다양하게 변용됨으로써 각 이야기의 질감이 풍부해진다. 그리고

논증을 펼치는 다양한 기술들은 그 자체로 각각의 사건 또는 이

벤트처럼 보인다. 계시와 합리성과 통념의 오묘한 결합을 통해 전

개되는 무수한 논증들은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복잡한 여정과 같다. 결국 논증은 논증 자체뿐만 아니라 아드와이

따 베단따의 모든 전통적 서사를 그 안에 다 포괄한다.

따라서 <주석>과 같은 인도철학적 논증에서 살펴지는 가장 두

드러진 고유성은 논증 자체가 서사와 같은 것으로서 학파 차원의

활동이라는 점에 있다. 그래서 미맘사의 실행이 다르마를 구현하

는 제의에 있듯이 베단따의 실행은 지식을 구현하는 논증에 있을

지도 모른다. 아드와이따 베단따에 참여하는 것은 곧 논증에 참여

하는 것이다. 상이한 학파적 전통에서 결과나 목적은 이미 공유한

상태이고, 논증에 참여한다는 건 이미 그 학파의 최종결론(정설)

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인 이상, 논증 행위는 철저히 과정 중심적

일 수밖에 없다. 논증은 웅장하고 정교한 시나리오의 실행을 통해

교리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특정 집단의 활동인 것이다.

25) 이 가운데 조화, 무모순, 성취수단은 각각 듣기, 숙고하기, 명상하기에

대응할 수 있다. ‘조화’에서는 우빠니샤드 문장들의 조화를 다루고,

‘무모순’에서는 최종결론이 다른 지식과 모순 없음을 다루고,

‘성취수단’에서는 지식의 수단인 명상을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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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ahmasūtra-bhāṣyam and Peculiarity of Indian

Arguments

Park, Hyo Yeop

Wonkwang University

Brahmasūtra-bhāṣyam (BSBh) as a representative

philosophical text in India shows high-level arguments.

Arguments of BSBh are generally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five steps, i.e. viṣaya-saṃśaya-

pūrvapakṣa-uttarapakṣa-siddhānta in each and every

adhikaraṇa. And the procedure of proof is so definite and

conclusive that no more discussion is to be required in

those arguments. Apart from these formal aspects,

arguments of BSBh in their contents are a process of

re-cognition or re-confirmation on ‘the given’ (revelation) in

order to convert it into ‘the accepted’ (justification). In this

process arguments are seen to be dogmatic and pedagogical.

Arguments of BSBh can be understood better by way

of answering to the question, “What is the reason to prove

again such doctrines already established as the given?” The

answer is “for the purpose of re- constructing the

revelation, and of enlarging the tradition.” After all, as the

revelation is re-assigned and re-arranged within arguments

of BSBh, so argument can be defined as ‘re-constructed

revelation’ or ‘re- constructed scenario of Vedānta’ which

must be heard by the followers of Advaita Vedānta.

In conclusion each and every arguments of BSBh are

logical activities and pedagogical, religious activities at the

same time. There are two grounds for regarding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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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ctivities; First, arguments of BSBh are a ‘process’ of

re-establishing what is already established. Second, these

arguments appear to have shifted the results of group

(School) activities to the text as they are. In this way

arguments of BSBh covers all the traditional narratives

inclusive not only of arguments themselves but of emotions

(sentiments) related to Advaita Vedānta. Therefore the

peculiarity of Indian arguments exposed in BSBh lies in the

fact that arguments themselves are activities performed by

the School level as a kind of narratives. Arguments are

activities of a certain group, to obtain a conviction on the

doctrines, through the performance of magnificent and

elaborate scenarios.

Keywords : Brahmasutra-bhasyam, arguments, the given,

the accepted, reconstructed revelation,

narrative, group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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