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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론

언어는 인간 행동양식 중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며, 누구나가 써

야해야 할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언어의 체계는 많은 요소들을 가

지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gender 이다. 간과되기 쉬운

이 부분은 언어를 수립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매김을 해왔

다.1) 비록 gender가 거의 모든 언어에서 발견되어 지고 있지만,

* 엄혜용 : 마드라스 대학교(인도) 산스크리트 학과, 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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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흔히 gender는 우연하

게 이루어진 언어요소라고 고찰되어 지고 있다. 언어학자 이브라

힘은 “gender는 언어의 발달과정 중 우연하게 빚어진 것처럼 여

겨진다”라고 말한다.2) 이처럼 모든 단어 하나 하나의 gender가

확정된 법에 따라서 정해지고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적

인 사실이다. 또한, 어떤 단어는 언어마다 그 쓰이는 gender가 각

기 다르다. 파탄잘리의 Mahābhāṣya(Mbh.) 역시 말하기를 gender

는 어떠한 법칙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다(liṅgam aśiṣyam lokāśrayatvāl

liṅgasyeti).3)

대부분 언어학계에서는 gender를 두 가지로, 즉 자연적인 gend

er와 문법적인 gender로 나누고 있다. 보통의 단어들은(생물명사들)

그 자연적인 gender와 문법적인 gender가 일치한다. 여성명사는

주로 여성물체를 가리키며, 남성명사는 남성물체를 지시한다. 그

러면, 과연 자연발생적인 gender는 문법적인 gender와 어떠한 관

계가 있을 것인가? 자연발생적인 gender를 바탕으로 문법적인 ge

nder가 파생된 것일까?

서구 전통에서 gender는 순수한 문법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은 각각의 언어내부의 구조 속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한다.

예스페르센은 “여기서 다룰 term gender는 아르얀 언어에서 나누

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을 뜻하는 문법적인 gender를 뜻한다:

그것이 자연발생적인 것에 기인한 두 성별을 가르는 것이든, 생물

과 무생물, 또 그 외의 어떤 것으로든 구분을 짓든지 간에.”4) 이

1) 이는 주로 인도-유럽피안 언어들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고립어인

중국어나, 한국어, 일본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2) Ibrahim M.H.(1973) observes, "gender seems to have been an accidental

outcome of the linguistic development of some languages".

3) Mahābhāṣya on P.4.1.3

4) As Otto Jespersen(1977) says: "By the term gender is here meant any

grammatical class division presenting some analogy to the distinction

in Aryan languages between masculine, feminine and neuter, wh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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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예스페르센의 관철은 인도의 사고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범어에서, 문법적인 gender는 무엇보다 더 큰 관심사가 되어왔

으며 그것의 주장은 문법적인 gender는 전혀 자연 발생적인 性과

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gender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간단한 예로, ‘부인’이라는 단

어를 살펴보면, dārāḥ, patnī and kalatram 세 단어가 있다. 이들

은 각각 남성형, 여성형 그리고 중성형이다. 그와 동시에 어떤 단

어는 단어하나가 모든 gender를 나타낸다;taṭaḥ(m.), taṭī(f.) and taṭ

am(n.). 또한 같은 인도 유러피안 언어 중에서 하나의 사물이 제

각각의 gender로 나타내어지는 것도 있다. 단어 ‘nest’(보금자리)를

보면, 라틴어로는 남성형 nīdus, 독일어와 앵글로 색슨어로는 중

성, 범어로는 남성 그리고 중성 nīḍa이다.

그러므로, sex와 gender 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

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점인가?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세 가지

의 남성, 여성, 중성의 gender로 구분하게 했을까? 본고는 이점에

focus를 맞추고서, 과연 범어학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점을 풀어

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Patañjali의 Mahābhāṣya(Mbh.)

2.0. 본문이 될 text로는 Patañjali의 Mahābhāṣya를 택하였다. P

āṇini sūtra striyām//(P.4.1.3)를 heading으로 하는 bhāṣyam 부분에

서 문법적인 gender에 대한 물음과 함께 자연발생적인 성과의 연

관성을 시도해본다.

the division be based on the natural division into the two sexes or on

that between animate and inanimate or on something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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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añjali의 Mahābhāṣya는 Aṣṭādhyāyī의 발견되는 주석서로,

문법 언어학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

은 85부분(āhnikas)로 이루어졌으며, 대략 4000개의 Pāṇini sūtra중

1228sūtra를 다루었다. Patañjali는 Patañjali와 Pāṇīni사이의 문법

학자 Kātyāyāna의 Vārttikas 위에 부연설명을 하면서 작품을 구

성한다.5)

Kātyāyana 와 Patañjali 두 학자 모두 Pāṇini의 작업에 흥미를

가졌다. Kātyāyana가 기존 Pāṇini의 규칙에 가감을 더하여 새로

운 규칙을 제안하는 반면에, Patañjali는 Kātyāyāna의 가감의 시

도는 동의는 해 나가고 있으나, 새로운 규칙을 내세우지는 않았

다. 조쉬(Joshi,1969)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Patañjal의 태도는 그

가 얘기했던 apāṇinīyam tu bhavati, yathānyāsam evāstu(非 파니

니파는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의 법칙은 법칙 그 자체로 유지시켜야 한다)이

다.”6)

파니니와 까뜨야야나가 언급하지 아니한 ‘gender는 무엇인가’

의 물음으로 파탄잘리는 그의 Mbh.을 시작한다. 이것은 실로 자

5) Mbh.는 카이야따와 나게샤(Kaiyaṭa and Nāgeśa)의 도움없이 이해할 수

없다. 카이야따는 Pradīpa(early 11th century)를 그리고 나게샤

바따(Nāgeśa Bhaṭṭa)는 Pradipodyota or Uddyota(17th century)를 각각

지었다. 카이야따가 바르트르하리(Bhartṛhari)의 Dīpikā를 주로 따르는

반면에, 나게샤는 카이야따를 따랐다. 원본을 이해하는데 물론 주석서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에 띠임(Thieme, P.1956, p.18) 은 이렇게 말한다., “We

cannot rely on the indigenous commentaries. But we can put them to

excellent use.”

그 외에 때때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석서들도 따른다. Uddyotanam by Annambhaṭṭa, Nārāyaṇīyam by

Nārāyaṇa Śastri, Ratnaprakāśam by Śivarāmendra Sarasvatī Yogīndra,

Vivaraṇa by Ramachandra Sarasvati.

6) “Patañjali's attitude in this respect can neatly be summed up in his

own words apāṇinīyam tu bhavati, yathānyāsam evāstu: however, since

it will become un-Pāṇinian; the rule should be kept in its original

formulation.” S.D. Joshi(1969) Introduction 1.1. 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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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러운 질문이다. Gender에 대한 이해가 없고서는 어떠한 성의

변화 접미사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여성

형 명사인가?’로 Mbh.의 gender 부분은 시작한다.

2.1. strī 의 정의

striyām//(4.1.3) ‘여성형에 있어서...’

단어 'strī' 여성, 어떠한 생물의 여성을 총칭하며, 또한 문법적

으로 여성형(feminine gender)으로 이해되기도 한다.7) 그럼 파니니는

어떠한 의미에서 strī를 사용하였는가에 의문을 품고 파탄잘리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kā strī nāma? 왜냐하면, 문법적인 性과 자연

적인 생물의 性과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윗 질문에 대하여 카이야따는 ‘khaṭvā(침대)'라는 단어를 제시한

다.8) 흔히 쓰이는 이 단어가 여성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디에도

’이것은 여성형인 침대이다(iyaṁ khaṭvā strī)‘라는 표현은 없다. 침대

라는 대상에서, 파탄잘 리가 제시하는 정의9)에 반하는 어떠한 여

성적인 형태도 찾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단어제시는 avyāpti d

oṣaḥ (less-applicability)이다. 비슷한 예로 ’나무śiṁśapā‘, ’도시nagarī‘

등이다. 이 단어들은 여성적인 성향(strītva)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여성같은 모습(strī)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10)

나아가서 카이야따는 '소의 성질gotva'이라는 단어를 제시한다.

7) Apte's the practical Sanskrit-English Dictionary(p.1717): 1.a woman, 2.

a female of any animal, 3. a wife......6. the feminine gender, or a word

used in that gender.

8) loke ca khaṭvādiṣu strīvyavahārābhāval loukikastrīgrahaṇe'

vyāpty-ativyāpti darśanāt praśnaḥ.

9) stanakeśavatī strī°// Mbh.3.6. on P.4.1.3

10) In Pradīpa; khaṭvāśiṁśapānagaryādiṣu bhinnatvātsaṁsthānas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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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어 'gotva'는 수소, 암소, 거세된 소 모두다의 성질을 의미한

다. 왜냐하면 소로 정의 내리는데 흔히 소의 목정(dewlap)를 보고

서이다(galakambalabattvaṁ gotvam). 그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소의 형

태를 보고 소의 성질gotva를 논할 수 있으므로 gotva는 보편적이

면서 특수적인 성질이다. 그러나 strītva는 그렇지 않다. 보통 여

성적인 성향을 말할 때, 모든 형태의 여성적이 성향들이 수반되어

이해되지는 않는다.11) 즉, 침대가 가지는 여성적인 성향과 나무가

갖는 그것은 틀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탄잘리는 ‘과연 여성형(strī)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여성형을 의미하는 것인

지, 아니면 파니니의 sūtra striyām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파탄잘리의 답변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말은 여성, 남성, 그리고 중성이다. 사람들은 흔히 눈으로 지

각되는 것으로 이것의 성별을 구분하다.(lokata ete śabdāḥ prasiddhāḥ.

strī pumān napuṁsakam iti. yal loke dṛṣṭvā etad avasīyate -iyaṁ strī, ayaṁ p

umān, idaṁ napuṁsakam or sā strī, sa pumān, tat napuṁsakam). 그럼 과연

누가 무엇을 근거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인가라는 의구가 자연히

떠오른다. ’이 사람은 여자 혹은 남자이다‘라고 할 때는 분명 판단

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것의 기준이 바로 gender(liṅga)라

고 말한다. 이 점에서 그는 strī는 바로 liṅga임을 주장하기를 시

작한다.12) 자, 그런 과연 liṅga는 무엇인가? 이것은 다시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liṅga가 단순한 성(sex)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gender를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 사물의 gender를 정할 수 있을

11) na ca sakṛdākhyātaṁ strītvaṁ gotvādivat sarveṣu strīliṅgeṣu

vyaktyantareṣu grahītuṁ śakyate/ Pradīpa on Mbh. 3.1.

12) 파니니가 gender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않았으므로,

파탄잘리로서는 당연히 gender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의

정의 없이 여성형 접미사를 이해하기는 무의미하다고 느끼기도 했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gender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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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왜냐하면, 어떤 단어는 남성형이면서, 여자를 의미할 수도 있

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dāraḥ, patnī and kalatram).

2.2. liṅga 의 정의

stanakeśavatī strī syāl lomaśaḥ puruṣaḥ smṛtaḥ/

ubhayor antaram yac ca tadabhāve napuṁsakam//

‘누구든 가슴과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여성으로 간주되며, 온 몸에

털이 나 있으면 남성으로, 그리고 둘 다를 갖거나 둘 다를 가지고 있

지 않을 때는 중성으로 간주된다.’

파탄잘리는 이로써 일반적인 liṅga 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

러나 이 정의는 그 자체에 모순이 많다. 가슴이 있으면 여성이라

고 했는데, 남성도 가슴을 가지고 있다. 카이야따는 bhūmādau m

atup13)(비교해서 좀 더 큰 가슴, 더 많은 머리를 가졌을 때 여성을 나타낸다)

을 통해서 파탄잘리의 정의를 돕는다. 그러면, 이 정의는 과연 liṅ

ga에 대하여서인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이 수트라는 liṅga에

대하여서이기보다는 liṅgi(liṅga의 성질)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가

더 쉽다.

가슴이나 긴 머리가 여성으로 간주된다면, 어린아이나 할머니

들의 경우는 혼동이 충분히 야기된다. 그러나 생식기 기관을 비교

할 때는 성별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가슴이나 긴 머리는

여성을 구별해내는 많은 특성중의 한 부분(upalakṣanas)이라고 볼

수 있다.(So stanakeśa is meant for the strījāti here. By saying stanakeśavatī,

the female group in general and a lady in particular is understood.)

Gender는 jāti이다. 우리가 ‘암소(gauḥ)’라고 말할 때, 이는 전체

적인 소의 이미지와 더불어 여자 소의 이미지를 동시에 전한다.

13) tad asyāsty asminiti matup. (P. 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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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과 머리는 여성의 특성이 갖는 일부분을 의미하는 반면에 소

성(gotva)은 보편적인 양상이다. 카이야따는 Vākyapadīyā의 한 부

분을 인용하여 설명하기를:

hastinyām vaḍavāyam ca strītī buddheḥ samanvayaḥ/

atas tām jātim icchanti dravyādiḥ samavāyinīm//(V.P. 3.13.5)

“암 코끼리나 암 말을 볼 때, 누구나 이것은 여성형이다라는 생각을

자연히 갖게 된다. 문법학자들은 대상이나 성질에 의해서 드러나는 이

여성형을 jāti와 동일시한다.”

우리가 암말이나 암 코끼리를 인식하거나 안 하거나, ‘여성형’이

라는 성질은 언제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성에 대하여, 파탄잘리는 두 개의 정의를 보여주는 열의를 보

인다;

① ubhayor antaraṁ

② tadabhāva.

첫 번째 ubhayor antaraṁ은 위에서 보인 남성과 여성의 사이

에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tad abhāva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그 무엇을 중성이라 칭한다. 전자가 부분적 동의라면, 후자

는 전체적 부정이다. 전자i)ubhayorantaram에서, 단어 ubhayoran

taram의 'antaram'은 사전적으로 유사sadṛśam, 소외vinā, 중간ma

dhya 등 여러 의미를 지닌다. 이중에서 antaram은 sadṛśam(similar

ity with male and female)의 의미로의 해석이 가장 가까울 성 싶다.

단어 vinā는 제쳐두고라도, 왜 중간madhya라고 쓰지 않았을까?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중간 개념은 없기 때문이다. 둘 다의 성질

을 조금씩 갖던지 아니면, 완전하게 둘 다의 성질을 배제하는 것

이 중성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후자가 바로 ii)tadabhāva이다. 그

렇기 때문에 i)antaram만으로 중성을 다룰 수는 없기에 ii)tadabhā

va의 첨가가 필요했었던 것 같다.

파탄잘리의 성의 개념을 크게는 세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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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중성 둘의 유사성을 지닌 대상

둘다의 성격을 배제한 그 무엇

파탄잘리의 시대 그때에는 세 가지의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

의 형태로서 gender가 있었음은 분명하나, 다시 명백하게도 중성

단어로서 거세된 남자라는 단어의 klība가 중성으로서 존재한다.

생물학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렇게 쓰여져

있었음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생물체에

서의 중성은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대부분의 중성 단어

는 무생물 중에서 발견됨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3. liṅga 의 정의에 대한 반론

하지만, 단어 bhrūkuṁsa(여장 남자배우), kharakuṭīḥ(이발소), 그리

고 khaṭvāvṛkṣau의 경우는 위의 정의에 상반되는 좋은 예이다.

남성 또는 여성을 구분하는 것에는 머리와 가슴으로 표현했는

데 'bhrūkuṁsa'를 보면 당연히 여성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 당

연하지만, 사실상의 gender는 남성이다. 비록 관객이 보기에 여성

이라고 해도 사실상은 남성인 것이다. 이것은 avyāpti doṣa(less-ap

plicability)이다.

온 몸에 털이 가득 난 것이 남성이라면, 단어 kharakuṭīḥ는 당

연히 남성으로 쓰여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명사이다. 단어들

cañcāḥ(f.지푸라기 인형)과 vadhrikāḥ(f.가죽 끈)도 같은 경우들이다.

위의 경우가 육안의 판단과는 상반되게 쓰여지는 단어들의 예

였다면, 단어 khaṭvā(f.침대)와 vṛkṣa(m.나무)는 조금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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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보는 것으로 그의 gender의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gender의 판단이 불가능 한 것인가?

파탄잘리는 이에 대한 부가설명으로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제시

한다.

2.4. 예문들

침대나 나무가 분명 각각 여성형, 남성형 명사로 쓰이지만 그

성을 아무도 볼 수가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명사

의 성을 알아 낼 수 가 있겠는가가 문제이다. 파탄잘리는 gender

가 감각기관으로 판별해낼 수 없음을 다음의 네 가지의 예문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1) asat tu mṛgatṛṣṇāvat//

사슴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오아시스를 보는 착각같이. 너무나

도 목이 마른 사슴이 마치 저기 보이는 빛에 물이 있어 달려가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다. 사슴이 빛의 반영을 물로 오인하는 것은

마치 조개를 보고 은(銀)으로, 로프를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이 열망이나 잘못된 인식으로 빚어진 현상이다.14)

이 경우는 빛의 반영과 물빛의 유사성으로 인한 것이며, 침대와

나무의 경우도 그와 같다는 것이다. 비록 침대와 나무에서 gender

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마치 사슴이 목마름으로 인해 신기루

안에서 물을 보는 것과 같다.

14) 나게샤가 인용하기를:(p.19)

mṛgatṛṣṇāyām udakam, śuktau rajatam, bhujaṁgamo rajjvām/

taimirikacandrayugavat bhrāntam akhilam jagadrupam//



梵語에서의性에관한개념∙159

2) gandharva nagaraṁ yathā//

마치 허공 속의 도시 즉 신들의 도시같이. 흔히, gandharva를

비록 손에 닿지는 않지만, 신기루같이, 어디 저 멀리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침대나 나무 같은 단어도 역시 그처럼 비록 존재하지

만 느낄 수 없다.

이 두 경우는 비록 직접적인 대상이 없이, 유사성으로 인해 얻

어지는 대상에 대한 예라면 다음의 두 경우는 현존하는 대상에

대해서이다.

3) ādityagativat san na//

마치 태양의 움직임처럼. 태양은 돌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의 움

직임을 볼 수 없다. 그처럼 두 단어의 gender를 볼 수가 없다.

4) vastrāntarhitavac ca tat//

마치 물건이 어떤 천에 덮여 있는 것과 같이. 천에 덮여있어서

사물이 무엇이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두 단어의 gender를 볼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예문은 곧 그 자신에 의해서 부정된다.

왜냐하면, 당장은 천으로 인해서 대상이 보이지 않을 지언정 천

을 살짝 제쳐만 봐도 그 대상은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예문은 두

단어의 gender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침대의 gender를 보

기 위해 목수를 대려다가, 나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라본다

고 치자. 그렇다고 그것의 gender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이번 경우는 적합한 예문이 아니다.

Mṛgatṛṣṇāvat는 비록 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갈증으로 인해서

물에 대한 기억(전에 물이라는 것을 봤으므로)으로 착각이라도 하는 경

우이다. Gandharvanagara는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그러한 것이 있을 뿐이라는 상상에 의한 경우이다. Ādityagat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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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 태양의 움직임이 있으나 그 움직임이 너무 작아 육안으

로는 관찰되기 어렵다. 카이야따는 설명하기를, ‘밤에 태양이 이곳

에는 없지만 저쪽 어디선가에는 태양이 있다 지금 우리가 태양을

못 본다고 해서 그것이 태양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

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15)

1)의 경우에 비춰서는, gender가 비록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다. 2)gender가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볼 수가 없다. 3)

역시 2)의 경우와 흡사하다. 4)는 gender는 있으나, 잠시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두 단어에서 gender를 볼 수가 없지만, 이런 경우

는 ‘말의 뿔’같이 존재하지 않으나 표현으로써 충분히 쓰여지는

경우와 같은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볼 수 없는 지는 6종

류의 오판의 요인으로 인하여서 인가? 그 6종류는 ①atisannikarṣ

āt 근접, ②ativiprakarṣāt 매우 먼 거리, ③mūrtyantaravyavadhān

āt 두 사물 사이의 장애물, ④tamasāvṛtatvād 암흑, ⑤indriyadaur

balyāt 완전하지 않는 감각기관, ⑥atipramādād 정신이 부재(不在)

이다.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 때문에 두 단어의 gender를 볼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오류들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거나에

의해서 설령 gender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gender가 존재하지 않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말의 뿔처럼. 직접지(直接知)에 의해 gen

der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단순히 gender의 부재를 정한다면, 실

상은 없으나 언어로써만 쓰여지는 그 모든 단어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쓰여지고 있는 단어의 gender 존재

여부(與否)을 다루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파탄잘리는 gender

의 존재에 관하여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볼

수가 없지만 두 단어에 gender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라는 제기에, 단어 자체가 갖는 전달성에(어미도 포함해서) 의해

서 gender를 판단한다고 한다.(tayos tu tatkṛtaṁ dṛṣṭvā/) 마치 빛이

15) 천문학적으로 태양은 불변이다. 이 예문과 주석으로 보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믿어왔음을

볼 수 있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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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번개가 있는 것처럼(yathā''kāśena jyotiṣaḥ/), 빛과 번개는 상호

연관 작용이 있다. 이 연관 작용은 단어와 gender사이에서도 있

다. 둘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로 서로 분리시켜서 논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소녀 (kumarī)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소녀의 이미지와

더불어 여성명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나 두 단

어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지만, 어느 단어도 gender를 가져야 하며

그렇게 쓰여있으므로 두 단어에도 gender는 있어야한다.

Gender가 존재하는 대상에서 그것의 gender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gender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라면은, 위에서 제시한 파탄

잘리의 정의는 gender를 설명하기에 충분하기 않다는 것은 자명

하다. 그러므로 육안으로 보기에 gender를 쉽게 판다하는 것은 충

분하지 않으므로 문법가 나름대로의 정의가 세워져야 함을 파탄

잘리는 말한다.(tasmān na vaiyākaraṇaiḥ śakyam laukikam liṅgam āsthātum

/)

2.5. liṅga 정의 확립

단어가 각각의 gender를 가진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

다. 문법가들은 단순히 그렇게 알려져 있으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법가들이 Sāṁkhya나 Vaiś

eṣika 같은 사고를 받아들여 이해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그럼 문법가들의 gender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순히 보여지는 성별로써 구분하는 gender는khaṭvā나 v

ṛkṣa 등과 같은 단어에서 막혀버린다. 바로 이점에서 파탄잘리는

문법가 나름대로(svakṛtānta)의 정의가 필요함을 선언한다. 여기서 '

sva'라고 쓰여진 사실을 주목해보면, 이미 gender에 대해서 다른

학파들의 논의가 거론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남성pum과 여성strī은 각각 and prasava 와 saṁstyān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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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ṅga는 저장saṁstyāna and 창조prasava 라고 파탄잘리는 설

한다.(saṁstyānaprasavau liṅgam āstheyau svakṛtāntataḥ/) 그럼 무엇이 저

장과 창조를 의미하는가?

saṁstyāne styāyater ḍraṭ strī,

sūteḥ sap prasave pumān// iti/ '저장saṁstyāna 는 동사 styai

(모아진다)에 전치사 ḍraṭ를 덧붙여서 strī라는 의미를 만들어낸다.

창조prasava is 동사 sū dhātu(창조하다)에 sap을 더해서 pumān의

미를 만들어 낸다.'

일반적으로 gender의 구분이 쉽게 가슴과 털들의 상징으로 알

려져 있다면, saṁstyāna 와 prasava는 문법학자들의 관점으로 ge

nder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정의를 쉽게 나타내

면,

styai dhātu + ḍraṭ pratyayaḥ⇒ stra + ṅīp

⇒ strī

pra + sū dhātu + sap ⇒ pumān.

문법학자들의 정의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결국 문법학자들 역시 일반적인 이론을 바탕

으로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어 strī가 저장styāya의

의미이고, pumān이 근본인 것도 일반적으로 남성이 활동을 하여

씨를 뿌리면, 여성이 그의 자궁 안에서 모았다가 키우는 의미와

다르지 않는다. 이것은 bhāva의 근거를 두고 설명되어 질 수도

있다.

남성이 āvirbhāva(현현, 등장)이라면 여성은 tirobhāva(소멸)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남성과 여성을 각각 āvirbhāva과 tirobhāva로 표

현을 했지만, 정작 파탄잘리는 어느 것도 뚜렷이 보여주지 않는

다. 다만 총체적인 표현으로 bhāva가 liṅga를 나타낸다고만 하였

다.(iha punar ubhayaṁ bhāvasādhanam) 바르트르하리도 그의 Vākyapa

dīya에서 파탄잘리와 같이 어느 bhāva가 어느 liṅga에 속하는지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설명으로 그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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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야따가 뚜렷한 구분으로 남성과 여성을 표현한 이래로 그

후의 주석가들이 그의 뜻을 따랐던 것 같다.17) 니야사Nyāsa(Kāśik

ā의 주석서)에서는 prasava upacayātmakaṁ saṁstyānaṁ apacayāt

makaḥ라고 표현한다. 여기서는 남성을 upacaya(상승, 발전)으로 여

성이 apacaya(소멸, 하강)으로 표현되어 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경우는 prasava나 āvirbhāva가 거의 같은 의미인데 반하

여, 여성의 경우, saṁstyāna와 tirobhāva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에

있다. 전자가 저장인데 반하여 후자는 사라짐, 없어짐이다. 자궁

안에서 싹을 키워서 저장하는 역활인데, 왜 소멸이라는 의미 또한

나오는 것일까? 그러므로 saṁstyāna가 tirobhāvaḥ로 그리고 prav

ṛti가 āvirbhāvaḥ로 표현되어 진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더 나아가

saṁstyāna 는 apacaya로 표현되어 질 수도 없다. 만일 어떤 것이

든 한 장소에 모아진다면, 어떻게 같은 그 장소에서 멸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석가인 라트나프라카샤Ratnaprakāśa는 te

na hi saṁstyānam upacayaḥ prasavo'pacaya iti gamyate(그러므로

saṁstyāna는 upacaya이고, prasava는 apacaya이다.)라고 말한다. 여성은 모

아 담는 장소이고, 남성은 근본이고 발전의 원동력의 의미이다.

2.2.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한 중성은 sthiti(bhāva의 하나)로 표현된

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움직임(āvirbhāva, tirobhāva, sthiti)은 비록 보

이지는 않으나, 한 물체 안에 각각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단어

가 나타내는 gender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단어자체가 보여지는

대로 그의 gender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까지 saṁstyāna와 prasava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럼 과연 saṁstyāna는 어떠한 것이며, 또한 prasava는 어떠한

것일까? 이것들은 바로 guṇa(속성, 특성)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

16) āvirbhāvas tirobhāvaḥ sthitiś cety anapāyinaḥ/
dharmā mūrtiṣu sarvāsu liṅgatvenānudarśitāḥ//

3.13.13.on V.P.

17) Pradīpa에서 표현되어 지기를,saṁstyānam iti tirobhāvaḥ, pravṛttir

āvirbhāva, sāmyāvasthā sthitiḥ.



164   ∙印度哲學 제11집

해서는 샹키야Sāṁkhya 학파를 이해해야 한다고 카이야따는 설명

한다.

샹키야학파에 의하면, 이 세상은 sukha, duḥkha 그리고 moha

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뒤에는 sattva, rajas, tamas가 있다. 모든

사물은 이 세가지 guṇa를 다 가지고 있다. Prakṛti를 시작으로 하

는 전변설을 바탕으로 guṇa를 설명해 나간다. Guṇas는 성(聲)śabd

a, 촉(觸)sparśa, 색(色)rūpa, 미(味)rasa, 향(香)gandha. (śabdasparśarūpa

rasagandhānām//) 이들 다섯가지 guṇa는 sattva, rajas, tamas의 결

과물들이다. 모든 사물에는 적어도 śabda, sparśa, rūpa의 세 가지

가 필수로 있으며, rasa나 gandha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오 있

다. 이 다섯 가지의 배합에 의하여 다섯 가지의 현상이 다음과 같

이 나타난다.

śabda - gagana공(空)

sparśa - vāyu풍(風)

rūpa - teja화(火)

rasa - āp수(水)

gandha - pṛthivī지(地)

다섯 모두의 결합으로 지(地)가, 성, 촉, 색, 미의 결합으로 수(水)

가, 성, 촉, 색의 결합으로 화(火)가, 성과 촉의 결합으로 풍(風)이,

그리고 성의 본질로부터는 공(空)이 산출된다. 이것은 prakṛti의 움

직임이지 puruṣa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부분과 성질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Guṇa처럼 한 단어 안에서 bhāva들도 끊임 없는 움직임을 하면

서 어느 것이든 우성으로 떠오르는 것이 그것의 gender를 차지한

다. 모든 사물은 어쨌거나 그것 나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

군가는 그것의 속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gende

r이며,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단어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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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의지에 따라서 gender는 나타내어진다. 화자가 saṁstyā

na의 의미를 말하고자 할 때, 여성gender가 있으며, 화자가 prasa

va의 의미를 전하고자 할 때, 남성 gender가 있는 것이다. 중성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들은 지식인들에 의해서 말하여 진다.(tasyoktau lokato nāma)

지금은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gender이지만, 처음 누군가가

그것의 의미성을 부여하여 각각의 gender를 정하였음은 자명하다.

그것은 누구인가? 아무나가 할 수 있었을까? 문법을 아는 성자

즉 지식인 문법학자가 gender를 규정하여 이렇듯 알려지게 된 것

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III 결론

Gender에 관한 어떠한 정해진 법칙은 찾아낼 수 없다. 한 사물

이 각각 세 개의 gender로 나타내는 경우(별이라는 단어가 각각 puśya

ḥ m., nakṣatram n., tārakā f.)도 있으니 어찌 규칙이라는 것을 정할 수

있을까? 파탄잘리는 gender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찾으려 노력했

지만, 결국 gender에는 정해진 법칙이 없다는 것에 도달한다. 다

만, 지금 우리는 선조들이 써왔던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물론

기본 바탕의 법칙은 파탄잘 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stanakeśavati

' 나 saṁstyāna'등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기본 바탕의 이해로 모

든 단어의 gender를 평가하기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쓰고 있는(local usages)'를 수용해야 한다. 위에서 든 예의 별이

란 단어도 혼동을 주기 쉽다. 별이란 사물하나로 어떻게 각기 남

성, 여성, 중성의 세 단어로 표현 할 수 있단 말인가? ’왜‘라는 의

문은 무모하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어들에 대하여

한 단어가 하나의 gender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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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밖에는 되지 않는다. 언어가 있고 문법이 있는 것이지, 문

법에 언어를 뀌어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지각자에 의해 정해진 gender가 근본적인 바탕에 있다고

해도 어떠한 정해진 틀이 없음은 잘 알 수 있다.

파탄잘리의 gender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① 자연적인 gender - stanakeśavatī...,

② 철학적인 gender - saṁstyāna 와 prasava와 같이 하는 세

guṇa에 의한 성장과 퇴보

③ 문법적인 gender - liṅgam aśiṣyam

lokāśrayatvā liṅgasya.

결국 그는 gender에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Gender는 사용 중에 있는 단어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게

샤는 인용하여 말하기를18):

lokyate yena śabdārtho lokastena sa uchyate/

vyavahāro'thavā vṛddha-vyavahartṛ-paraṁparā//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대로 단어들을 표현한다. 바로 우리의 선조

들이 그렇게 써 왔듯이 그대로 우리는 따를 뿐이다."

18) Mbh. text p.17



梵語에서의性에관한개념∙167

Mahābhāṣya 원문

MAHĀBHĀṢYAM on STRIYĀM(P. 4. 1. 3.)

ākṣepabhāṣyam

striyām ity ucyate// kā strī nāma//

samādhānabhāṣyam

lokata ete śabdāḥ prasiddhāḥ/ strī pumān napuṁsakam iti/

yal loke dṛṣṭvā etad avasīyate -iyaṁ strī, ayaṁ pumān/

strītvanimittajigñāsābhāṣyam

kiṁ punarloke dṛṣṭvā etad avasīyate -iyaṁ strī, ayaṁ pumān,

idaṁ napuṁsakam iti//

nimittakathanabhāṣyam

liṅgam/

jijñāsābhāṣyam

kiṁ punas tat?

liṅgalakṣaṇabhāṣyam

stanakeśavatī strī syāl lomaśaḥ puruṣaḥ smṛtaḥ/

ubhayor antaram yac ca tadabhāve napuṁsakam//

liṅgalakṣaṇadūṣaṇabhāṣyam

liṅgāt strī puṁsayor jñane bhrūkuṁse ṭāp prasajyate/

liṅgāt strīpumsayorjñāne sati bhrūkuṁse ṭāpprāprnoti/ yaddhi

loke dṛṣṭvaitad avasīyate - iyam strī/ asti tad bhrūkumse//

dvitīyadūṣaṇabhāṣyam natvaṁ kharakuṭīḥ` paśya//

iha cañcāḥ paśya, vadhrikāḥ paśya, kharakuṭīḥ pasyeti tasmāc

chaso naḥ pumsīti natvam prāpnoti// yaddhi loke dṛṣṭvā etad

avasīyate - ayam pumān iti asti tad vadhrikādiṣ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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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ṛtīyadūṣaṇabhāṣyam khaṭvāvṛkṣau na sidhyataḥ//

khaṭvāvṛkṣayoś ca liṅgaṁ na sidhyati/ yaddhi loke dṛṣṭvaitad

avasīyate iyam strī, ayam pumān iti/ na tat khaṭvāvṛkṣayor

asti// kim tarhi tayor liṅgaṁ nyāyyam?

dūṣaṇasādhakabhāṣyam nāpuṁsakam bhavet tasmin//

nāpuṁsakam khaṭvāvṛkṣayor liṅgaṁ nyāyyam/ kim idam

nāpuṁsakam iti? napuṁsake bhavam nāpuṁsakam//

dūṣaṇasādhakabhāṣyam tadabhāve napuṁsakam//

tadabhāve strīpuṁsa-liṅgābhāve napuṁsakaṁ liṅgaṁ

nyāyyam/

liṅgasādhakabhāṣyam asat tu mṛgatṛṣṇāvat//

asat tu khaṭvāvṛkṣayor liṅga draṣṭavyam/ katham punar

asan-nāma liṅgaṁ śakyam draṣṭum? mṛgatṛṣṇāvat/ tad yathā-

mṛgās tṛṣitā apām dhārāḥ paśyanti/ na ca tāḥ santi//

liṅgasādhakabhāṣyam gandharvanagaraṁ yathā//

yathā gandharvanagarāṇi dūrato dṛśyante, upasṛtya ca

nopalabhyante/ tadvat khaṭvāvṛkṣayor asal liṅgaṁ draṣṭavyam/

liṅgasādhakabhāṣyam ādityagativatsanvn na//

atha vā yathā - ādityagatiḥ satī nopalabhyate/ tadvat

khaṭvāvṛkṣayoḥ sal liṅgaṁ nopalabhyate/

liṅgasādhakabhāṣyam vastrāntarhitavac ca tat//

yathā vastrāntarhitāni dravyāṇi nopalabhyante/ tadvat khaṭvā

-vṛkṣayoḥ sal liṅgaṁ nopalabhyate//

ākṣepabhāṣyam

viṣama upanyāsaḥ/ vastrāntarhitāni dravyāṇi vastrāpāya

upalabhyante/ khaṭvāvṛkṣayoḥ punar ye'pyete rathakārā vāśī-

vṛkṣād anahastā mūlātprabhṛti - ā'grād vṛkṣāms takṣṇuvanti

te'pi tayor liṅgaṁ nopalabhante//

ākṣepasādhakabhāṣyam

kenaitad avasīyate khaṭvāvṛkṣayoḥ sal liṅgaṁ nopalabhy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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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 ṣaḍbhiḥ prakāraiḥ satām bhāvānāmam upalabdhir bhavati

-atisannikarṣāt, ativiprakarṣāt, mūrtyantaravyavadhānāt,

tamasāvṛtatvād, indriyadaurbalyāt, atipramādāditi//

ato'tra kaścid dhetur draṣṭavyo yena khaṭvāvṛkṣayoḥ sal

liṅgaṁ nopalabhyate//

liṅgasādhakabhāṣyam

kenaitad avasīyate khaṭvāvṛkṣayoḥ sal liṅgaṁ nopalabhyata

iti?

tayos tu tatkṛtaṁ dṛṣṭvā/

strīkṛtam śabdam dṛṣṭvā strīty avasīyate/ puṁskṛṭam śabdaṁ

dṛṣṭvā pumān iti//

liṅgasādhane dṛṣṭāntabhāṣyam yathā''kāśena jyotiṣaḥ/

tad yathā - ākāśaṁ dṛṣṭvā jyotir atreti jyotirnimittam

hyākāśam//

ākṣepabhāṣyam anyonya-saṁśrayaṁ tvetat

anyonya samśrayam tv etad bhavati/ stīkṛtaḥ śabdaḥ,

śabdakṛtam ca strītvam/ etad itairetarāśrayaṁ bhavati/

itaretarāśrayāṇi ca na prakalpante//

dūṣaṇabhāṣyam pratyakṣeṇa virudhyate//

pratyakṣeṇa khalv api sa virudhyate -

ya āha khaṭvāvṛkṣayoḥ sal liṅgaṁ nopalabhyata iti/ tatra

svendriyavirodhaḥ kṛto bhavati/ na ca nāma svendriyavirodhinā

bhavitavyam//

dūṣaṇāntarabhāṣyam taṭe ca sarvaliṅgāni dṛṣṭvā

ko'dhyavasāsyati/

taṭe ca khalv api sarvāṇi liṅgāni dṛṣṭvā -taṭaḥ, taṭī, taṭam iti,

kas tad adhyavasātum arhati -iyaṁ strī, ayaṁ pumān, idaṁ

napuṁsakam iti/

pūrvapakṣopasaṁhārabhāṣyam

tasmān na vaiyākaraṇaiḥ śakyaṁ laukikaṁ liṅgam āsthā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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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śyaṁ ca kaścit svakṛtānta āstheyaḥ/

ko'sau svakṛtāntaḥ?

siddhāntabhāṣyam saṁstyānaprasavau liṅgam āstheyau

svakṛtāntataḥ/ '

saṁstyānaprasavau liṅgam āstheyau//

ākṣepabhāṣyam

kim idam saṁstyāna-prasavāv iti?

vyutpattidarśakabhāṣyam saṁstyāne styāyater ḍraṭ strī, sūteḥ

sap prasave pumān// iti//

ākṣepabhāṣyam

nanu ca loke'pi styāyater eva strī, sūteś ca pumān iti//

samādhānabhaṣyam

adhikaraṇasādhanā loke strī - styāyat yasyāṅ garbha iti/

kartṛsādhanaś ca pumān -sūte pumān iti/ iha punar ubhayam

bhāvasādhanam/ saṁstyānam strī, pravṛttiś ca pumān//

ākṣepabhāṣyam

kasya punaḥ saṁstyānam strī, pravṛttir vā pumān? guṇānām/

keṣām?

samādhānabhāṣyam

śabda-sparśa-rūpa-rasa-gandhānām//

sāmānyapratipattibhāṣyam

sarvāś ca punar mūrtaya evam ātmikāḥ -saṁstyānaprasava

-guṇāḥ, śabda-sprśa-rūpa-rasa-gandhavatyaḥ//

yatrālpīyāṁso guṇās tatrāvaratas trayaḥ -śabdaḥ, sparśaḥ,

rūpam iti//

rasagandhau na sarvatra//

sarvapadārtheṣu liṅgabodhakabhāṣyam

pravṛttiḥ khalv api nityā/ na hīha kaścid api svasminn ātmani

muhūrtam apy avatiṣṭhate, varddhate vā yāvad anena

varddhitavyam, apāyena vā yujy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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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cobhayaṁ sarvatra//

ākṣepabhāṣyam

yady ubhayaṁ sarvatra, kuto vyavasthā?

samādhānabhāṣyam

vivakṣātaḥ/ saṁstyāna-vivakṣāyaṁ strī, prasava-vivakṣāyāṁ

pumān, ubhāya-vivakṣāyaṁ napuṁsakam//

doṣaparihārabhāṣyam tasyoktau lokato nāma,

tasyoktau vacane lokato nāmaitad bhavati-strī, pumān,

napuṁsakam//

īdṛśaliṅgāśrayaṇe lāghavabodhakabhāṣyam guṇo vā lupi

yuktavat//

vardhrikādiṣu bhūyān parihāraḥ/ lupi yuktavad vyaktivacane

(P.1.2.52) ity evam atra guṇo bhavati//

pramāṇapradarśakabhāṣyam

na caitan mantavyaṁ svamanīṣikayocyata iti/ paṭhiṣyati hy

ācāryaḥ - liṅgam aśiṣyaṁ lokāśrayatvāl liṅgasyeti/

punaḥ paṭhiṣyati - ekārthe śabdānyatvāt dṛṣṭaṁ

liṅgānyatvam, avayavānyatvāc ca, iti//

saṁstyāne styāyaterḍraṭ strī,

sūteḥ sap prasave pumān/

tasyoktau lokato nāma,

guṇo vā lupi yuktavat//

('striyām' padānvayādhikaraṇ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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