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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는 공간을 점유하는 정적인 사물과 시간 속에서 움직임을

가지는 동적인 행위로 구성된다.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과 행위1)

* 최윤정: 동국대 박사수료.

1) 행위(action)는 도덕적 선·악으로 판정될 수 있는 인간적 행동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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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별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사물

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산되고, 존속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한다. 그 연속적 과정 속에서 사물은 다양한 모습

으로 존재한다. 행위도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현현한다.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과 운동이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듯이 세계를

표현하는 문장도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나

타낸다. 문장 의미는 어떤 과정이나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완성

을 위해 긴밀하게 관계하는 사물들을 포함하는 불가분적 관념이

다. 인도 언어철학자 바르트리하리(Bhartṛhari, A.D. 5C경)는 단일

한 불가분적 의미를 지시하는 것이 스포타(sphoṭa)라고 주장한다.

스포타는 그 상황에 따라 문장(vākya), 단어(pada), 음소(varṇa)의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일차적인 것은 문장 형태의 스포타이다.

문장 스포타(vākya-sphoṭa)는 불가분적 단위로 단일한 불가분적

의미를 지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장이 단어들로 구성되고, 단어들

이 어간과 어미로 구성된다고 생각한다. 바르트리하리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文章單語論(Vākyapadīya)에서 다른 학자
들이 문장을 2종류, 4종류, 5종류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

고 있다.2) 문장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석되어 왔다. 문법

학자인 파니니(Paṇini)는 단어를 명사형 굴절어(sup-anta)와 동사

형 굴절어(tiṅ-anta), 즉 명사와 동사 2종류로 분류한다.3) 어원학

2) dvidhā kaiścitpadaṃ bhinnaṃ caturdhā pañcadhāpi vā |

apoddhṛtyaiva vākyebhyaḥ prakṛtipratyayādivat. Vak. III.1.1.

3) suptiṅantam padam. P.1.4.14. 명사형 굴절어(sup-anta)는 뒤에 명사

형 어미(sup-vibhakti)가 와서 曲用變化한 단어이다. 동사형 굴절어

(tiṅ-anta)는 뒤에 동사형 어미(tiṅ-vibhakti)가 와서 活用變化한 단

어이다. 명사형 어미(sup-vibhakti)에는 prathamā(主格), dvitīyā(目

的格), tṛtīyā(具格), caturthī(與格), pañcami(奪格), ṣaṣṭhī(所有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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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야스카(Yaska, B.C. 5C경)는 Nirukta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4종류, 즉 명사(nāman), 동사(ākhyāta), 불변화사(nipāt

a), 접두사(upasarga)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후치사(karmaprav

acanīya)4)를 포함하여 5종류를 주장한 학자도 있었다. 이러한 다

양한 분석에 대해서 文章單語論을 주석한 헬라라자(Helārāja, A.

D. 10C경)는 단어가 명사와 동사의 2종류로 환원될 수 있다고 말

한다. 동사는 행위(kriyā)를 지시하는 것이고, 명사는 행위에 관계

하는 것(kāraka)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나 과정을 지시

하면 불변화사(nipāta), 접두사(upasarga), 후치사(karmapravacanī

ya)도 동사에 포함되고, 행위를 도와주는 사물을 지시하면 명사에

포함된다고 한다.5)

바르트리하리도 중심 요소인 행위(kriyā)와 그 행위를 완성하는

saptamī(處格) 7종류가 있다. 그리고 7종류 명사형 어미는 각각 단수

(ekavacana), 양수(dvivacana), 복수(bahuvacana)를 취한다. 동사형

어미(tiṅ-vibhakti)는 parasmaipada와 ātmanepada 2형태를 취하고,

각각 ‘제3인칭(prathama)’, ‘제2인칭(madhyama)’, ‘제1인칭(uttama)’

에 따라 변화한다. 그리고 단수, 양수, 복수를 취한다. (P.1.4.99～

P.1.102)

4) 후치사(pravacanīya)는 관계를 한정하므로 문장에서 개별적으로 분석

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표적 예로 ‘śākalya의 상히타를 암송한 후에

비가 왔다(śākalyasya saṃhitām anu prāvarṣat)’라는 문장에서의

anu가 있다. 이 문장에는 상히타와 비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 관계는 상히타 경전을 암송하는 행위 때문에 일어나고,

제2격(목적격)에 의해서 지시된다. anu라는 후치사(pravacanīya)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지시하지는 않지만, 암송이라는 특수한 행위에

의해 비가 내린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제한한다.

5) tatra cāṃśāṃśikalpanayā apoddhāre kārakātmā kriyātmā cāṃśo

vibhāgārha iti siddhasādhyalakṣaṇāṃśadvayaviṣayaḥ, padāpoddhāro

dvividho nāmākhyātarūpaḥ prāthamakalpikaḥ, śaktiśaktimatora-

bhedāt kārakātmā siddharūrpo'śaḥ. Vak. III.1.1의 주석. p. 3, 2～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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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성취수단(sādhana)6)들로 문장 의미가 이루어진다고 한다.7)

그는 文章單語論(Vākyapadīya) 제3권 제7장 행위성취수단론(sā

dhana-samuddeśa)에서 행위성취수단(sādhana)을 설명하고, 제8

장 행위론(kriyā-samuddeśa)에서 행위(kriyā)를 설명한다. 문장
단어론은 전체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브라만에 관한

권(Brahma-kāṇḍa)’, 제2권은 ‘문장에 관한 권(Vākya-kāṇḍa)’, 제3

권은 ‘단어에 관한 권(Pada-kāṇḍa)’으로도 불린다. 바르트리하리

는 제1권과 제2권에서 의사소통의 단위가 불가분적 문장 스포타

이고, 그 의미가 불가분적 직관(pratibhā)을 본질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제3권에서는 문장 의미를 인위적으로 분석(apoddhāra)해

서 얻은 단어 의미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8) 그는 文章單語
論에서 불가분적 문장 스포타와 문장 의미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가분적 단어 요소와 단어 의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바르트리하리의 단어 의미론, 즉 행위론과 행위성취

수단론은 단일한 불가분적 문장 의미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행위성취수단(sādhana)이란 용어는 인도 문법용어 카라카(kāra

6) K. A. Subramania Iyer는 Bhartṛhari에서 sādhana를 ‘means’와

‘accessory’라는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赤松明彦은 古典
インドの 言語哲學 1, 2에서 ‘行爲關與要素’로서, 小川英世는 バルト

リハリの<能成者>論 에서 ‘能成者’로서 번역하고 있다.

7) prādhānyāttu kriyā pūrvamarthasya pravibhajyate |

sādhyaprayuktānyaṅgāni phalaṃ tasyāḥ prayojakam || Vak. II. 427.

8) 바르트리하리는 文章單語論 제3권에서 보편(Jāti), 실체(Dravya),

관계(Sambandha), 속성(Guṇa), 방향(Dik), 행위성취수단(Sādhana),

행위(Kriyā), 시간(Kāla), 인칭(Puruṣa), 數(Saṃkhyā), 態

(Upagraha), 性(Liṅga), 복합어(Vṛtti)와 같은 문법적 분석에 근거한

용어들을 각 장으로 구성해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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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9) 카라카는 행위하는 것 즉 행

위를 돕는 것이고, 동사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이다. 우

리는 편의상 카라카를 主格, 目的格, 具格, 與格, 奪格, 處格으로 명

칭하고 있다.10) 카라카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 문법학자 파니니

(Pāṇini, B.C 5C경)가 八章編(Aṣṭādhyāyī)에서 처음으로 소개하
고,11) 파탄잘리(Patañjali, B.C. 2C경)12)가 파니니 게송을 주석하

면서 처음 정의하고 있다. 파탄잘리는 카라카를 행위하는 것, 즉

행위자로서 정의한다. 그의 카라카에 대한 정의는 카라카를 행위

주체(kartṛ)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바르트리하리는 文章單語
論에서 카라카 대신에 행위성취수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행위성취수단을 행위를 완성하는 능력이나 힘(śakti)으로서

정의한다. 행위성취수단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파니니에 의해 카라

카에서 제외되었던 나머지 관계(śeṣa, 소유격)를 카라카에 포함시

킨다. 아울러 힘으로서의 행위성취수단이 현상세계의 근거인 언어

9) P. Chakravarti, The Philosophy of Sanskrit Grammar, Calcutta :

University of Calcutta, 1930, p. 214～215.

10) 파니니 문법용어 카라카는 격어미(kāraka-vibhakti) 즉 명사형 어미

(sup-vibhakti, 제1격～제7격)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카라카(kāraka)

는 행위주체(kartṛ), 행위대상(karman), 행위도구(karaṇa), 행위수혜

자(saṃpradāna), 행위기점(apādāna), 행위처소(adhikaraṇa)로 6종류

이다. 격어미는 제1격에서 제7격까지 있고, 보통 주격, 목적격 등으로

불리는 것이다. 격어미 중 제6격, 즉 소유격은 카라카의 종류에 해당

하지 않는다. 카라카를 격어미로 부르는 것은 단지 편의를 위해서일

뿐이다.

11) kārake. P.1.4.23

12) 파탄잘리(Patañjali)는 파니니(Pāṇini)의 八章編에 대해 大註解
(Mahābhāṣya)라고 불리는 주석서를 저술했다. 그는 파니니 체계를

주석하면서 언어철학의 중요한 철학적 관념을 제시하고 있다. 문법

학파의 파탄잘리가 요가 수트라의 저자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한 논

의가 있다.



240 ∙ 印度哲學 제13집 1호

원리(Śabda-tattva)의 힘들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고는 카라카(kāraka)와 차별되는 바르트리하리의 행

위성취수단(sādhana)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행위성취

수단을 정의와 종류 면에서 카라카(kāraka)와 비교한 후, 행위성

취수단의 의의를 행위성취수단과 문장의미, 행위성취수단과 경험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바르트리하리는 행위성

취수단, 행위(kriyā), 방향(dik), 시간(kāla)을 궁극적 실재인 언어

원리의 4가지 힘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그의 행위성취수단론을 고

찰하는 것이 그의 언어 철학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II. 행위성취수단(sādhana)의 정의

바르트리하리는 文章單語論에서 행위성취수단이란 용어를 카
라카 대신에 사용하고 있다. 카라카는 八章編에서 처격을 사용
하여 ‘카라카에서(kārake)’라는 표현으로 파니니(Pāṇini)에 의해

처음 언급된다. 문법학파의 공식적 창시자로 알려진 파니니는 8개

의 장으로 구성된 八章編에서 고전 산스크리트 문법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카라카를 제1장에서 행위주체(kartṛ), 행

위대상(karman), 행위도구(karaṇa), 행위수혜자(sampradāna), 행

위기점(apādāna), 행위처소(adhikaraṇa)의 6종류로 분류해서 설명

한다.13) 그리고 제2장에서는 각 카라카와 격어미(sub-vibhakti)와

의 관계를 보여준다.

격에는 제1격(prathamā), 제2격(dvitīyā), 제3격(tṛtīyā), 제4격(c

13) P.I.4.2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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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rthī), 제5격(pañcamī), 제6격(ṣaṣṭhī), 제7격(saptamī)이 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각각 主格, 目的格, 具格, 與格, 奪格, 所

有格, 處格으로 부른다. 제1격(主格)은 명사형 어간의 의미 性 量

數를 지시하는 명사형 어간 뒤에 사용되고,14) 제2격(目的格)은 행

위대상(karman-kāraka)에,15) 제3격(具格)은 행위주체(kartṛ-kārak

a)와 행위도구(karaṇa-kāraka)에,16) 제4격(與格)은 행위수혜자(sa

mpradāna-kāraka)에,17) 제5격(奪格)은 행위기점(apādāna-kāraka)

에,18) 제7격(處格)은 행위처소(adhikaraṇa-kāraka)에 사용된다19)

고 한다. 그리고 제6격(所有格)은 이 외의 나머지 관계(śeṣa)를 지

시한다고 한다.20)

파니니는 카라카를 6종류로 구분하고, 각 카라카를 지시하는데

사용되는 格을 소개하고 있다. 7종류의 격 중에서 제6격, 즉 소유

격은 6종류 카라카의 나머지 관계(śeṣa)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간

주되어 카라카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유격은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만 행위의 완성을 돕기 때문

이다.

파탄잘리는 파니니의 카라카 용어에 대해 “행위하는 것이 카라

카이다(karoti iti kārakam)”라고 설명하고 있다.21) 카라카는 동사

14) “제1격 3종류(prathamā)는 오직 명사형 어간의 의미 性 量 數를 지

시하는 (명사형 어간 뒤에) 소개된다.”(prātipadikārthaliṅga-

parimāṇavacanamātre prathamā.||) Ibid. 2.3.46.

15) karmaṇi dvitīyā. Ibid. 2.3.2.

16) kartṛkaraṇayos tṛtīyā. Ibid. 2.3.18.

17) caturthī sampradāne. Ibid. 2.3.13.

18) apādāne pañcamī. Ibid. 2.3.28.

19) saptamyadhikaraṇe. Ibid. 2.3.36

20) ṣaṣṭhī śeṣe. Ibid. 2.3.50.

21) P.1.4.23에 대한 Mahābhāṣya. Karunasindhu Das, A Pāṇinian

Aprroach to Philosophy of Language: Kauṇḍabhaṭṭ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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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근 kṛ에서 파생되어, 행위를 완성하는데 관계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 점은 카라카 개념이 행위(kriyā)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

음을 보여준다. 파탄잘리는 파니니의 ‘카라카에서(kārake)’가 ‘행위

에서(kriyāyām)’를 의미하고 실체 안의 행위로서 강조된다고 한

다.22) 파탄잘리는 많은 작용들의 집합인 행위가 지각될 수 없고

추리를 통해서만 인식된다고 했다.

데바닷타의 가는 행위는 출발점에 있던 데바닷타가 다음 순간

에 도착점에 있는 것을 본 후 추리되는 것이다. 가는 행위 이전에

존재한 데바닷타, 출발점, 도착점 외에 다음 순간에 새롭게 추가

된 요소가 바로 행위란 존재이다.23)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

동사 어근이고, 그것은 행위를 돕는 데바닷타, 출발점, 도착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다만 행위를 돕는 요소들, 즉 데바닷타,

출발점, 도착점에 의해서 다른 행위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가는 행

위(pravṛtti-viśeṣa)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특수한 행위를 지시하

는 동사 어근은 행위와 관계하는 모든 요소들의 의미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문장 “데바닷타는 장작으로 솥에 밥을 끓인다(Devadattaḥ kāṣṭ

haiḥ sthālyāṃ odanaṃ pacati)”에서 행위 ‘끓인다(pacati)’는 행

위주체(주격)인 ‘데바닷타(devadattaḥ)’와 행위도구(구격)인 ‘장

작(kāṣṭhaiḥ)’과 행위처소(처격)인 ‘솥(sthālyām)’과 행위대상(목

적격)인 ‘밥(odanam)’과 관계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는 행위

Vaiyākaraṇabhūṣaṇasāra critically edited and translated into English

(Sanskrit Pustak Bhandar, 1990), p. 48 재인용.

22) arthavā yāvad brūyāt kriyayām iti tāvat kārake iti. Mbh. p. 246.

Apurba Chandra Barthakuria, The Philosophy of Sanskrit

Grammar: a critical study of kāraka(Punthi-Pustak, 1997), p. 7

재인용.

23) K. A. Subramania Iyer, Bhartṛhari (Poona, 1969),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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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는 주체인 데바닷타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행위는 행위의 거

주처인 행위주체에 의존한다고 한다. 그래서 행위 ‘끓인다’는 ‘데

바닷타가 끓인다’ 외에도 ‘장작이 끓인다(kāṣṭhāni pacanti)’, ‘솥이

끓인다(sthālī pacati)’, ‘밥이 끓인다(odanaḥ pacati)’의 의미를 포

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작이 끓인다’와 ‘솥이 끓인다’는 의

미가 통하지만, ‘밥이 끓인다’라는 표현은 일상적이지 않다. 행위

대상 ‘밥’은 행위 ‘끓인다’의 거주처가 될 수 없고, 행위 ‘끓인다’가

포함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파탄잘리는 카라카들을 행위주체의 예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행위대상(목적격)과 행위수혜자(여격)를 행위주체(주격)로 표현하

지는 않는다. 이것은 카라카를 행위주체로 보는 관점이 모든 카라

카들에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24)

바르트리하리는 문법적 용어 카라카 대신에 행위성취수단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행위성취수단을 카라카의 의미로 처음 사용

한 이는 파탄잘리이다. 파탄잘리는 행위를 돕는 실체(dravya)를

행위성취수단이라고 한다. 행위성취수단으로서의 실체는 행위를

완성하는 힘을 가진 사물로 간주된다. 그렇다고 파탄잘리가 행위

성취수단을 힘과 별개인 힘을 가진 실체로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행위를 완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실체는 힘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것이다.25) 파탄잘리는 실체, 즉 행위를 완성하는 힘을 가진 기체

24) Bimal Krishna Matilal, The Word and the World: India's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Language(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 44.

25) dravyam kriyābhinirvṛttim prati sādhanabhāvam upaiti. M.Bhā. II.

p. 57, 1.9.

sādhanam vai dravyam, na dravyasya prakarṣāpakarṣau staḥ.

P.5.3.55에 대한 M.Bhā.

K. A. Subramania Iyer, The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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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사물을 행위성취수단으로 사용했다. 이와 같은 파탄잘리의

주장을 바르트리하리도 수용했다. 그러나 바르트리하리가 행위성

취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힘을 가진 사물보다는 그 힘이었다.

그는 文章單語論에서 행위성취수단을 “자신의 기체나 다른 기

체에 내재하는, 의도된 행위를 완성하는 능력 또는 힘”으로서 정

의하고 있다.26) 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은 행위와 간접적 또

는 직접적으로 관계하기 위해서 행위의 완성에 필요한 다양한 능

력을 가져야 한다. 행위와 관계하는 다양한 능력의 사물을 외계의

존재, 즉 일차적 존재(mukhya-sattā)에 근거한 언어형태로는 정

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외계의

존재가 아닌 정신적 존재, 즉 이차적 존재(upacāra-sattā)에 근거

한 것이다. 우리가 언어로 지시하는 대상이 바로 마음 속에 의미

형태로 있는 존재인 것이다. 바르트리하리는 언어 표현에서 정신

적 존재인 사물이 힘(śakti)이나 능력(sāmarthya)으로서 행위를

완성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 문장 내에서도 하나의 사물이 다수의 힘으로 지시될

수도 있다. 문장 “그는 자신을 스스로 죽인다(hanty ātmānam āt

manā)”에서 단어 ‘ātman’은 ‘자신을(ātmānam)’에서 행위대상의

힘을, ‘스스로(ātmanā)’에서 행위도구의 힘을 표현할 수 있다. 사

물은 행위주체의 힘, 행위대상의 힘, 행위도구의 힘 등을 가지고

있는 힘의 다발인 것이다. 화자는 그 힘 중에서 자신의 의도에 따

라 그 중 한 힘을 강조해서 말하면 된다.27)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III, pt.i English Trans.(Postgraduate and Research Institute Poona,

1971), p. 147～148 재인용.

26) svāśraye samavetānāṃ tadvadevāśrayāntare | kriyāṇāmabhiniṣ-

pattau sāmarthyaṃ sādhanaṃ viduḥ. VP.III.7.1.

27) śaktimātrāsamūhasya viśvasyānekadharmmaṇaḥ | sarvadā sarvat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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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도 또한 행위를 완성하는 행위성취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

다. 행위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행위성취수단일 수

있다.28)

파탄잘리가 행위의 기체인 행위주체, 즉 행위를 완성하는 힘을

가진 실체를 언급하면서 카라카의 정의에서 행위를 강조했다면,

바르트리하리는 행위성취수단이란 개념을 통해서 행위보다는 행

위를 완성하는 능력, 즉 힘을 강조하고 있다.29) 바르트리하리에게

있어 행위는 시간적 순서로 배열된 부분들이 한가지 목적을 위해

정신에 의해서 통합된 것이다.30) 하나로 통합된 행위는 어근에 의

해 지시되고 추리로 알려진다. 문장 “데바닷타는 장작으로 솥에

밥을 끓인다(Devadattaḥ kāṣṭhaiḥ sthālyāṃ odanaṃ pacati)”에서

‘끓인다(pacati)’라는 하나의 행위 속에는 작은 단위의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끓인다’라는 행위를 위해서 ‘장작이 타다’와 ‘솥이

밥을 담고 있다’와 ‘밥이 익는다’라는 부분적 행위들이 결합되어

있다. 요리하는 행위를 돕는 ‘장작’, ‘솥’, ‘밥’이라는 단어들은 각각

의 행위 ‘타다’, ‘담고 있다’, ‘익는다’ 속에서 행위주체(주격)로 작

용한다. 그러나 부분적 행위의 행위주체들은 요리하는 중심적 행

위 ‘끓인다’ 속에서 그 능력의 차이에 의해 ‘장작으로’라는 행위도

구(구격), ‘솥에’라는 행위처소(처격), ‘밥을’이라는 행위대상(목적

격)으로서 각각 지시된다.31)

bhavāt kvacid kiṃcid vivakṣyate. VP.III.7.2.

28) K. A. Subramania Iyer, The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chapter

III, pt.i English Trans., p. 158.

29) Barthakuria, Ibid, p. 9.

30) guṇabhūtairavayavaiḥ samūhaḥ kramajanmanām | buddhyā

prakalpitābhedaḥ kriyeti vyapadiśyate. VP.III.8.4.

31) “[행위] 성취의 측면에서만 모든 카라카에 행위주체의 속성이 존재

한다. 행위의 차별이 [알려지도록] 요구될 때, 행위도구 등의 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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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성취수단은 모두 각자의 행위에 관계하는 한 그 행위의 행

위주체로서 독립적이다. 그리고 중심적 행위와의 관계에서 각자의

능력, 즉 행위도구(‘장작으로’), 행위처소(‘솥에’), 행위대상(‘밥을’)

등으로서 행위주체에 종속된다. 행위주체는 행위결과를 의도하고,

행위의 완성에 도움이 되는 행위성취수단들을 작용하게 한다. 행

위주체는 처음부터 독립적이고, 그 외의 행위성취수단들은 그 행

위주체에 종속적이다. 그러나 중심적 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행위

주체에 종속적인 각 행위성취수단들도 자신의 독립성을 상실하지

는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행위와의 관계에서 ‘장작이’, ‘솥

이’, ‘밥이’와 같은 행위주체로서 독립적이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

를 중심 행위의 행위주체에 종속시킨다. 이러한 독립성이 중심행

위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성취수단이 되게 하는 것이

다.32) 그래서 행위도구 ‘장작’은 ‘타다’라는 행위로서 ‘끓인다’라는

행위에 도움을 주고, 행위처소 ‘솥’은 ‘밥을 담고 있다’라는 행위로

서 ‘끓인다’라는 행위에 도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행위대상 ‘밥’은

‘익는다’라는 행위로서 ‘끓인다’라는 행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행위대상의 행위인 ‘익는다’는 중심행위 ‘끓인다’의 결과

이고, 중심적 행위주체가 부분적 행위들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이다. 행위는 자동사이거나 타동사이다. 중심 행위는 행위주

체(kartṛ) 속에 내재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행위대상(karman)

속에 내재한다. 행위가 수동태가 될 때 행위대상이 그 행위의 기

체가 되는 것이다. 행위는 부분적 행위들이 내재하는 행위도구(ka

raṇa) 등의 행위성취수단(sādhana)과도 관계한다. 행위도구 등은

중심 행위와 직접 관계하지 못하고 행위주체나 행위대상을 통해

드러난다.”(niṣpattimātre kartṛtvaṃ sarvatraivāsti kārake |

vyāpārabhedāpekṣāyāṃ karaṇāditvasaṃbhavaḥ||) VP.III.7.18.

32) K. A. Subramania Iyer, Bhartṛhair, p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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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접적으로만 관계한다. 행위도구 등에 내재한 부분적 행위들

은 능동태일 때는 행위주체의 감독 하에서, 수동태일 때는 행위대

상의 감독 하에서 중심 행위를 완성한다. 부분적 행위들이 하나의

전체 행위를 형성한 것이다. 전체 행위는 부분적 행위들에 假託되

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행위로 인식한다.33) 이러한 행위는 행

위주체나 행위대상을 자신의 기체로 가지고, 행위도구 등의 행위

성취수단들을 다른 기체로 가진다고 한다.34)

바르트리하리는 행위성취수단을 행위 자신의 기체에만 내재하

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기체에 내재하는 힘들을

인정함으로써 행위도구 등의 행위성취수단들이 행위와 관계할 수

있도록 한다. 파탄잘리가 카라카 개념에서 중심적 행위만을 강조

했다면, 바르트리하리는 행위성취수단 개념에서 중심적 행위와 부

분적 행위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부분적 행위들을 인정

함으로써 다른 기체에 내재한 힘들도 행위성취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35)

33) K. A. Subramania Iyer, The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chapter

III, pt.ii English Trans.(Postgraduate and Research Institute Poona,

1971), p. 8～9, 17 참조.

34) kartṛkarmasthā tu pradhānakriyā karaṇādīnāmaiśrayāntara-

samavetā. VP.III.7.1.의 Helārāja 주석.

35) Barthakuria, Ibid, p. 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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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위성취수단(sādhana)의 종류

파니니는 카라카를 행위주체, 행위대상, 행위도구, 행위수혜자,

행위기점, 행위처소의 6종류로 간주한다. 각 카라카는 제1격(주

격), 제2격(목적격), 제3격(구격), 제4격(여격), 제5격(탈격), 제7

격(처격)에 의해 지시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제6격(소유격)을

‘나머지 관계(śeṣa)’로 표현하고 있다. ‘나머지 관계(śeṣa)’는 행위

의 완성을 돕는 6가지 관계 이후에 언급되는 관계(sambandha)를

지시한다고 한다. 그것은 사물과 행위의 관계가 아닌 사물과 사물

의 관계를 표현한다. 카라카는 사물과 행위의 관계를 지시하는 것

이다. 그래서 나머지 관계는 파니니에 의해서 카라카에서 제외된

다.

바르트리하리는 나머지 관계를 카라카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

다. 나머지 관계가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지시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 관계인 사물과 행위의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카라카의 종

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왕의 신하(rājñaḥ puruṣaḥ)’란 표현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는 수여자와 피수여자의 관계를 포함하고, 수여

행위와 피수여 행위에 의해서 왕과 신하란 종속 관계가 발생한다.

수여 행위와 피수여 행위의 이전 관계가 원인이 되어, 왕과 신하

란 이후 종속 관계가 초래된다.36) 그래서 바르트리하리는 카라카

를 7종류37)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행위대상, 행위도구, 행위주체,

36) K. A. Subramania Iyer, The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chapter

III, pt.i, English Trans., p. 237

37) sāmānyaṃ kārakaṃ tasya saptādyā bhedayonayaḥ | ṣaṭ

karmākhyādibhedena śeṣabhedastu saptamī. VP.III.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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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수혜자, 행위기점, 행위처소, 나머지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카라카에 속하는 나머지 관계(śeṣa, 소유격)는 바르트리

하리의 행위성취수단으로 간주되지 못한다. 나머지 관계는 사물과

행위의 6관계 중 하나를 이전 관계로 가진다. 그래서 나머지 관계

는 6관계와 구분되는 특수한 관계를 지시하지 못하고, 특수한 힘

으로서 행위성취수단이 되지 못한다. 파니니가 나머지 관계를 카

라카에서 제외시킨 것처럼, 바르트리하리도 행위성취수단을 6종류

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파니니와 파탄잘리가 생각하는 카라카

는 바르트리하리가 생각하는 행위성취수단과 동의어인 것이다. 다

만 바르트리하리는 행위성취수단을 행위와 관계하는 힘으로서 주

장한다. 6종류의 행위성취수단들은 모든 행위들을 발생시키고, 행

위를 완성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38)

1. 행위주체(kartṛ)

행위주체는 제1격(주격)에 의해 지시되는 것이다. 파니니는 행

위주체를 ‘독립적인 것’이라고 정의한다.39) 바르트리하리에 의하

면 행위주체는 다른 행위성취수단들의 작용 이전에 힘을 획득하

고, 다른 수단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수단들의 활동

을 멈추게도 할 수 있다. 다른 행위성취수단들은 행위주체에 종속

되어 있다.40)

38) niṣpattimātre kartṛtvaṃ sarvatraivāsti kārake | vyāpārabheda-

apekṣāyāṃ karaṇāditvasaṃbhavaḥ. VP.III.7.18.

39) svatantraḥ kartā. P.1.4.54.

40) “[다른 행위성취수단들의] 작용 전에 다른 것(원천)으로부터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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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활에서는 행위주체가 아니지만, 언어 표현에서 독립적

인 특성을 가진 것은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41) 실제로 행위 능력

이 없는 무생물도 문장에서는 행위주체로 지시될 수 있다. 기차를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이지만, 문장 “기

차가 달린다”에서 행위주체인 ‘기차’가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달

리는 행위를 완성한다. 그리고 문장 “싹이 없다(aṅkuro nāsti)”의

‘싹(aṅkura)’은 실제로 비존재이지만, 문장에서 행위주체의 힘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마음에 지시한다. 행위주체의 독립적 힘은 다

른 행위주체의 명령에 의해서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42)

획득하기 때문에, [다른 행위성취수단들을] 종속시키기 때문에, [다

른 행위성취수단들이] 그것(행위주체)에 의존해서 행위하기 때문에,

[다른 행위성취수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행위

주체에 대한] 대체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행위의 완

성을] 도울 때에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다른 부속물

들이 없을 때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주체의 독립성이 말해진

다.”(prāganyataḥ śaktilābhānnyagbhāvāpādanādapi | tadadhīna-

pravṛttitvāt pravṛttānāṃ nivartanāt|| adṛṣṭatvāt pratinidheḥ

praviveke ca darśanāt | ārādapyupakāritve svātantryaṃ kartur-

ucyate||) VP.III.7.101～102.

41) “[앞에서] 언급된 속성들에 의한 정의는 언어에 관련된 것이지, 실

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행위주체의 속성을 말하고자 의도할 때 행

위주체는 언어로부터 이해된다.”(dharmairabhyuditaiḥ śabde niyamo

na tu vastuni | karturdharmavivakṣāyāṃ śabdāt kartā pratīyate||)

VP.III.7.103.

42) prayogamātre nyagbhāvaṃ svātantryādeva niśritaḥ | aviśiṣṭo

bhavatyanyaiḥ svatantrairmuktasaṃśayaiḥ. VP.III.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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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대상(karman)

행위대상은 제2격(목적격)에 의해 지시된다. 파니니는 행위대상

을 “행위주체가 행위를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다.43) 바르트리하리는 행위대상을 7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7종류의 행위대상을 중심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의 두 부

류로 구분한다. 중심적인 것은 3종류이고, 부수적인 것은 4종류이

다. 중심적인 것에는 생산(nirvartya), 변형(vikārya), 목적(prāpya)

이 해당한다. 부수적인 것에는 3종류로 무차별적으로 획득되는

것, 행위주체가 싫어하는 것, 다른 행위성취수단으로 분류되지 않

는 것, 이전에는 다른 행위성취수단이었는데 이제 행위대상이 된

것이 있다.44)

바르트리하리는 행위대상 개념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산(nirvartya)과 변형(vikārya)은 결과가 질료인과 관계하는 개

념이다. 생산은 질료인과는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이고, 변형은

질료인과 다르지 않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바르트리하리는 이

러한 생산과 변형의 개념을 언어 속에 도입해서 행위대상을 설명

한다. 생산의 행위대상(nirvartya karman)은 질료인을 지시하는

단어와는 다르게 표현된 행위결과인 행위대상을 지시하는 것이고,

변형의 행위대상(vikārya karman)은 질료인을 지시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표현된 행위결과인 행위대상을 지시하는 것이다. 즉 질

43) karturīpsitatamaṃ karma. P.1.4.49

44) nirvartyaṃ ca vikāryaṃ ca prāpyaṃ ceti tridhā matam | tatre-

psitatamaṃ karma caturdhānyattu kalpitam. VP.III.7.45.

audāsīnyena yat prāpyaṃ yacca karturanīpsitam | saṃjñāntarair-

anākhyātaṃ yadyaccāpyanyapūrvakam. VP.III.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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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 ‘찰흙’이 행위결과 ‘항아리’와 동일하게 행위대상(목적격)을

지시할 때 행위결과 ‘항아리’가 변형의 행위대상이 된다. 그러나

질료인 ‘찰흙’이 행위결과 ‘항아리’와 다르게 행위성취수단(구격)을

지시한다면, 행위결과 ‘항아리’는 생산의 행위대상이 될 것이다.

바르트리하리는 문장 ‘찰흙을 항아리로 만든다(mṛdam ghaṭam ka

roti)’의 ‘항아리(ghaṭam)’를 변형의 행위대상(vikārya karman)으

로 간주하고, 문장 ‘찰흙으로 항아리를 만든다(mṛdā ghaṭam karo

ti)’의 ‘항아리(ghaṭam)’를 생산의 행위대상(nirvartya karman)으로

간주하고 있다.45)

목적의 행위대상(prāpya karman)은 생산의 행위대상과 변형의

행위대상과는 달리 행위의 결과가 지각되지도 않고 추리되지도

않는 행위대상을 말한다.46) 문장 “그가 태양을 본다(ādityaṃ paśy

ati)”에서 보는 행위는 태양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

다. 행위대상 ‘태양(ādityam)’은 보는 행위의 결과로 간주될 수 없

는 것이다. 그것은 보여지는 적합성을 가진 태양으로서 행위의 완

성을 돕는다고 한다. ‘태양’에는 ‘태양이 보여진다’라는 부분행위가

내재하고, 그 자신의 행위로 중심적 행위 ‘본다’를 완성한다. 자신

의 행위에서 행위주체인 태양은 중심적 행위의 목적이 되어 다른

행위성취수단들을 하나의 행위로 결합시킨다.

이와 같이 행위대상은 생산의 행위대상과 변형의 행위대상처럼

행위결과를 지시할 수도 있지만, 목적의 행위대상처럼 행위결과를

45) “[대상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간에, 물질적 원인에 의존하

지 않고(동일한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 변화하는 것에 대해 생산의

속성이라고 말한다.”(satī vāvidyamānā vā prakṛtiḥ pariṇāminī |

yasya nāśrīyate tasya nirvartyatvaṃ pracakṣate||) VP.III.7.47. K.

A. Subramania Iyer, Bhartṛhari, p. 301.

46) kriyāgataviśeṣāṇāṃ siddhiryatra na gamyate | darśanādanumānādvā

tatprāpyamiti kathyate. VP.III.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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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대상은 모두 자신의 행위와

관계해서 행위주체(karma-kartā)가 될 수 있다. 행위대상이 행위

주체가 될 때 중심적 행위는 지시되지 않고, 행위대상의 행위가

중심 행위가 된다.47) ‘태양이 보여진다’는 문장은 행위대상이 행위

주체가 되어 자신의 행위가 중심 행위가 된 경우이다. 즉 문법적

으로 능동태인 동사가 수동태가 되어 행위대상의 행위를 지시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행위결과가 행위대상에 존재하는 경우

(karma-stha-bhāvaka)나 행위가 행위대상에 존재하는 경우(karm

a-stha-kriya)에 가능하다.48) 행위대상인 행위주체(karma-kartā)

는 원래의 어근 의미 중 반만 가지고 자동사가 된다.49) 바르트리

하리는 어근의 의미 밖에 행위대상을 가지는 어근을 타동사로 간

주하고, 자동사를 “다른 의미로 사용된 어근, 행위대상을 어근의

의미로 포함한 어근, 잘 알려져 있는 행위대상을 가진 어근, 행위

대상이 표현되지 않은 어근”으로 설명한다.50)

47) “초래하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대상은 자신의 행위의 부분으

로 된다. [행위대상이] 더 이상 행위대상의 속성이 아닐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한 행위주체의 속성으로 된다.”(nivṛttapreṣaṇaṃ karma

svakriyāvayave sthitam | nivartamāne karmatve sve

kartṛtve'vatiṣṭhate||) VP.III.7.56.

48) K. A. Subramania Iyer, Bhartṛhari, p. 304.

49) K. A. Subramania Iyer, The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chapter

III, pt.i English Trans., p. 203.

50) dhātorarthāntare vṛtterdhātvarthenopasaṃgrahāt | prasiddher-

avivakṣātaḥ karmaṇo'karmikā kriyā. VP.III.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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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도구(karaṇa)

파니니는 제3격(구격)의 행위도구를 ‘최고의 행위성취수단’이라

고 정의한다.51) 바르트리하리는 화자가 특수한 것의 행위 이후에

행위가 완성된다고 의도할 때, 그 특수한 것이 행위성취수단이라

고 한다. 즉 행위도구는 행위를 즉시 완성하는 의도된 능력인 것

이다.52) 행위는 행위도구의 활동 이후에 즉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행위의 완성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은 행위주체가 아니라 바

로 행위도구이다.

행위도구는 행위의 완성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의도된 것에 의

해서 정해진다. 바르트리하리는 행위도구의 정의에서 ‘의도된 것

(vivakṣyate)’을 강조한다.53) 문장 “그가 낫으로 자른다(dātreṇa lu

nāti)”에서 화자는 ‘낫으로(dātreṇa)’가 자르는 행위를 즉시 완성한

다고 의도한다. 그리고 문장 “그는 힘으로 자른다(balena lunāti)”

에서는 ‘힘으로(balena)’가 자르는 행위를 즉시 완성한다고 의도한

다. 행위의 도구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서 ‘낫으로’ 또는 ‘힘으로’처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장에서 행위성취수단의 힘이 표현되는 방식은 화자의 의도에

근거한다. 그리고 화자의 의도는 정신 작용(buddhi)에 필연적으로

근거한다.54)

51) sādhakatamam karaṇam. P.1.4.42

52) kriyāyāḥ pariniṣpattiryadvyāpārādanantaram | vivakṣyate yadā

tatra karaṇatvaṃ tadā smṛtam. VP.III.7.90.

53) Barthakuria, The Philosophy of Sanskrit Grammar, p. 155.

54) “화자가 정신 작용의 형상을 대상에 가탁함으써 힘의 차별이 발생한

다.”(buddhipravṛttirūpaṃ ca samāropyābhidhātṛbhiḥ | artheṣu

śaktibhedānāṃ kriyate parikalpanā||) VP.III.7.6. Noriyuki K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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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위수혜자(saṃpradāna)

파니니는 제4격(여격)의 행위수혜자를 “행위주체가 행위대상을

통해서 수혜자로서 의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55) 바르트리하

리에 의하면 행위수혜자는 실제 생활에서 수여(授與) 행위와 관계

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수여 행위는 행위대상에 대한 소유권

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

주체가 수여하는 행위대상과 관계하는 자를 행위수혜자라고 한다.

행위수혜자는 행위대상을 통해서 행위와 관계하는 것이다. 바르트

리하리에 의하면 행위수혜자는 행위대상을 거절하지 않고, 행위주

체가 수여하는 행위를 막지도 않는다. 때로는 행위대상을 부탁하

기도 한다.56) 문장 “그는 선생에게 소를 준다(upādhyāyāya gāṃ

dadāti)”에서 ‘준다’라는 행위의 대상인 ‘소’를 받는 행위수혜자는

‘선생’인 것이다.

행위수혜자는 행위대상을 통해서 행위와 관계한다. 행위수혜자

가 간접적으로 관계하는 행위는 타동사이다. 그러나 자동사와도

행위수혜자는 관계할 수 있다. 문장 “그는 전쟁을 위해 준비하다

(yuddhāya sannahyate)”에서의 행위수혜자 ‘전쟁’은 행위대상의

도움 없이 ‘준비하다’라는 행위를 돕고 있다. ‘준비하다’라는 동사

는 자동사이다. 자동사도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전쟁을 의도하다’라는 이전 행위는 ‘준비하다’라는 이후

“The Notion of Kāraka Discussed by the Grammarians”,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44(No.1, December 1995), p. 483.

55) karmaṇā yamabhipraiti sa saṃpradānam. P.1.4.32.

56) anirākaraṇāt karttustyāgāṅgaṃ karmaṇepsitam | preraṇānumati-

bhyāṃ vā labhate sampradānatāṃ. VP.III.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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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다르고, 이전 행위는 이후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가시적

행위 ‘준비하다’는 이전 행위 ‘전쟁을 의도하다’의 목적이 되는 것

이다. 그래서 행위수혜자인 ‘전쟁’은 행위 자체가 목적인 행위, 즉

자동사와 관계할 수 있는 것이다.57)

5. 행위기점(apādāna)

행위기점은 제5격(탈격)에 의해 지시된다.58) 바르트리하리에 의

하면 행위기점은 분리나 출발을 지시하는 행위와 관계할 때 상대

적으로 안정된 출발점을 말한다. 출발점은 고정되어 움직임이 없

는 것이 아니라, 출발이나 분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

한다. “그가 달리는 말에서 떨어졌다”에서 움직이는 ‘말’도 떨어지

는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움

직임이 있는 사물조차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두 마리 양이 서로

떨어질 때, 활동적인 한 마리 양에 비해 비활동적인 한 마리 양이

출발점이 된다. A양이 움직일 때 B양이 행위기점이 되고, B양이

움직일 때 A양이 행위기점이 된다. 두 마리 양의 움직임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59)

출발이라는 행위는 행위기점과 관계하지 않고서는 출발이 될

57) K. A. Subramania Iyer, Bhartṛhari, p. 318.

58) dhruvamapāye 'pādānam. P.1.4.24.

59) “비록 두 마리 양이 [분리의 원인에 의한] 두 가지 행위에 의해서

움직일지라도, 분리의 두 가지 행위가 거기에서 다르다고 말해진

다.”(ubhāvapyadhruvau meṣau yadyapyubhayakarmaje | vibhāge

pravibhakte tu kriye tatra vivakṣite||) VP.III.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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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행위기점은 비록 움직이지 않지만 분리나 출발과 같은

운동들을 초래하도록 도움을 준다.60) 문장 “그가 마을에서 떠난다

(grāmād āgacchati)”에서 행위 ‘떠난다(āgacchati)’는 한 지점을

떠나 다른 한 지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지시한다. 행위기점 ‘마을

에서(grāmād)’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행위기점으로서 ‘떠난다’라는

행위를 돕는다. 그런데 문장 “그가 마을을 떠난다(grāmam āgacc

hati)”는 문장 “그가 마을에서 떠난다(grāmād āgacchati)”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면서도 출발이라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문

장은 행위기점과 관계하는 대신에 ‘마을(grāmam)’이라는 행위대

상을 목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마을을 기점으로 하는 출발하는 행

위가 아니다.

행위기점은 단순히 운동에서의 출발이나 분리하고만 관계하지

는 않는다. 그것은 정신적 출발이나 분리와도 관계하는데, 문장

“마투라 주민들은 파탈리푸트라 주민들보다 부유하다(māthurāḥ p

āṭaliputrakebhya āḍhyatarā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어떤 행위나 운동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단어 ‘파탈

리푸트라(pāṭaliputra)’는 비교라는 정신적 분리에 있어서 출발점

으로 간주될 수 있다.61)

60) “행위기준이 없다면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Bhāṣya에서 ‘나무의 잎이 떨어진다’와 같이 설명된다.”(gatirvinā

tvavadhinā nāpāya iti gamyate | vṛkṣasya parṇaṃ patatītyevaṃ

bhāṣye nidarśitam||) VP.III.7.143.

61) K. A. Subramania Iyer, Bhartṛhari, p.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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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위처소(adhikaraṇa)

제7격(처격)에 의해 지시되는 행위처소는 행위주체나 행위대상

이 존재하는 곳을 말한다. 행위는 직접적으로 행위주체와 행위대

상과 관계하고, 행위주체와 행위대상은 행위처소에 존재한다. 행

위처소는 행위주체와 대상을 소유해서 행위의 완성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다.62) 문장 “그가 자리에 앉는다(kaṭe āste)”에서 행위처

소 ‘자리에(kaṭe)’는 행위주체와 관계함으로써 행위 ‘앉는다(āste)’

와 간접적으로 관계한다. 행위처소는 결합관계(saṃyoga)나 내속

관계(samavāya)로 행위주체나 행위대상과 접촉한다.

행위처소는 행위주체나 행위대상과 정신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행위와 관계할 수 있다. 문장 “그는 스승 안에 산다(gurau vasat

i)”에서 단어 ‘스승’은 행위 ‘산다’의 행위주체 ‘그’가 거주한 곳으

로 나타나 있다. 스승은 실제 생활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가

될 수 없다. ‘스승’은 제자가 의지하는 곳으로서 제자와 정신적 접

촉을 가질 뿐이다. 그래서 문장 “그가 스승 안에 산다”의 의미는

그가 스승에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행위처소가 비존재인

경우도 행위주체나 행위대상이 존재할 수 있다. 문장 “적의 부재

에 행복이 있다(śatror abhāve sukham)”에서 실제 생활에서 행위

처소로 불가능한 비존재도 이 문장에서 행위처소로 표현되고 있

다. 행위처소 ‘부재에(abhāve)’는 이 문장에서 행복이 존재하는 장

소인 것이다.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든 정신적 존재이든 언어로 표

현할 수 있다.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62) kartṛkarmavyavahitāmasākṣāddhārayat kriyām | upakurvat kriyā-

siddhau śāstre' dhikaraṇaṃ smṛtam. VP.III.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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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언어가 전달하는 대상은 모두 그 거주처로 시간(kāla)과

공간(ākāśa)을 가진다.63)

Ⅳ. 행위성취수단(sādhana)의 의의

바르트리하리에 의하면, 행위성취수단은 행위를 완성하는 힘이

고, 카라카는 행위성취수단에 의해 만들어진 행위와의 관계를 말

한다. 행위성취수단은 의도된 행위를 완성할 수 있는 힘인 것이

다. 바르트리하리는 행위성취수단의 종류에 사물의 힘만을 한정

하지는 않는다. 행위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행위의 힘도 행

위성취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명사나 동사의 구분도

강조하지는 않는다. ‘완성된 것(siddha)’이라는 속성이 강하면 명

사가 되고, ‘완성되어야 할 것(sādhya)’이라는 속성이 강하면 동사

가 된다. 명사가 동사로 될 수 있고, 동사가 명사로 될 수 있다.

바르트리하리는 행위성취수단을 힘으로 정의함으로써 카라카의

범주에 행위성취수단 외에 나머지 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을 보았

다. 나머지 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지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바르트리하리는 나머지 관계도 행위와 사물의 관계

63) “‘이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표현은 존재들의 비존재로부터 가능할

수 없다. [존재들은] 그것에 대해 공간이라는 원인을 취한다. 시간

때문에 행위가 차별되고, 공간 때문에 모든 대상들이 차별된다. 차별

적인 다수는 무차별이 현현한 것이다.”(idamatreti bhāvānāma-

bhāvānna prakalpate | vyapadeśastamākāśanimittaṃ saṃpracakṣate

|| kālāt kriyā vibhajyante ākāśāt sarvamūrtayaḥ | etāvāṃścaiva

bhedo'yamabhedopanibandhanaḥ||) VP.III.7.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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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물과 사물의 관계는 자신의 이

전 행위의 결과이다. 나머지 관계는 이전 행위로 현재의 행위의

완성을 돕는다. 즉 현재의 행위는 나머지 관계를 통해서 이전 행

위와 관계한다. 바르트리하리는 나머지 관계를 카라카 속에 포함

시킴으로써 사물과 사물의 관계가 사물과 행위의 결과를 내포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물은 행위의 결과이고, 행위는 사물의 결

과이다. 이 점은 사물과 행위가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현실세계를

바르트리하리의 카라카(kāraka) 이론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단일한 문장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와 행위성취수단은 바르트리

하리에게 있어 모두 힘이다. 행위의 힘은 행위주체나 행위대상의

힘에 내재한다. 행위도구의 힘, 행위기점의 힘은 행위주체의 힘과

직접 관계함으로써 행위의 힘과 간접적으로 관계하고, 행위수혜자

의 힘은 행위대상의 힘과 직접 관계하면서 행위의 힘과 간접적으

로 관계한다.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행위주체와 행위대상의

힘은 행위처소의 힘에 내재한다.64) 행위의 힘은 하나이지만 시간

의 힘에 의해서 다양한 행위로 차별되고, 행위성취수단의 힘은 하

나이지만 방향의 힘에 의해서 행위주체, 행위대상, 행위도구 등으

로 차별된다. 바르트리하리는 행위의 힘, 행위성취수단의 힘, 방향

의 힘, 시간의 힘으로써 문장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65) 이 힘들은

모두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고 궁극적 실재인 언어원리(Śabda-tatt

va)66)로부터 현현되어 나온 것이다.67) 그래서 문장 의미는 행위

64) R. C. Pandeya, The problem of Meaning in Indian Philosophy

(Delhi: Motilal Banarsidass, 1963), 제5장 동사의 IV.격 참조.

65) dik sādhanaṃ kriyā kāla iti vastvabhidhāyinaḥ | śaktirūpe

padārthānāmatyantamanavasthitāḥ. VP.III.6.1.

66) Śabdatattva의 충분한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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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 행위성취수단의 힘, 방향의 힘, 시간의 힘이 불가분적으로

혼합된 하나의 의미인 것이다.

문장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의 힘, 행위성취수단의 힘, 방향의

힘, 시간의 힘은 또한 현상 세계를 현현시킨다. 하늘, 대지, 허공,

태양, 대양, 강, 방향 등은 이것이 외적으로 현현된 것들이다.68)

행위, 행위성취수단, 방향, 시간의 힘은 궁극적 실재인 언어원리

내부에 잠재태로 존재하다가 현현해서 현실태가 된다. 힘은 언어

원리와 다르게 보이지만,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힘은 언어원리

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힘이 언어원리

와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언어원리와 힘이 동일하다면 일원성

인 언어원리는 다수의 힘과 일치되어 모순된다. 그래서 힘은 언어

원리와 동일하지도 차별되지도 않는다. 행위의 힘은 시간의 힘의

작용 속에서 사물을 생산, 존속, 변화, 성장, 쇠퇴, 소멸시킨다. 사

물의 힘은 행위성취수단의 힘에 의해서 다양한 행위의 힘과 관계

한다. 그때 사물은 방향의 힘에 의해서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현현은 시간의 허용하는 힘(abhyanujñā)과 방해하는

힘(pratibandha)의 작용에 의해서 작용한 것으로 일자인 언어원리

렵다. G. Sastri는 Śabdatattva의 번역어로 logos의 최초의 개념에 매

우 일치하는 Supreme Word를 제안하면서, 현현의 매체인 단어 형태

나 소리와의 구분을 강조한다. Gaurinath Sastri, The Philosophy of

Word and Meaning(Calcutta : Sanskrit college, 1959), p. 1 참조.

67) 언어원리(Śabdatattva)의 힘(śakti) 개념은 브라만으로부터 현현된

현상 세계를 설명하는 불이론적 베단타의 환영(māyā)에 비견될 수

있다. Sebastian Alackapally, Being and Meaning: Reality and

Language in Bhartṛhari and Heidegger (Motilal Banarsidass, 2002),

p. 46 참조.

68) dyauḥ kṣamā vāyurādityaḥ sāgarāḥ sarito diśaḥ | antaḥ-

karaṇatattvasya bhāgā bahiravasthitāḥ. VP.III.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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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abda-tattva)에 근거한다.

언어원리의 행위의 힘, 행위성취수단의 힘, 방향의 힘, 시간의

힘은 불가분적 문장 의미를 구성한다. 그리고 사물과 행위가 밀접

하게 연관된 현상 세계를 현현시킨다. 전체 세계는 언어의 현현이

고,69) 모든 현현들은 언어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언어는 현상

세계의 경험 대상과 일치하는 형상을 인식 속에 일으킨다. 단어

‘항아리’는 인식 속에 형상을 가지는 사물 항아리와도 동일하다.

그래서 “항아리를 보라(ghaṭam paśya)”, “항아리에 물을 넣어라(g

haṭena udakam ānaya)”, “항아리에 물을 뿌려라(ghaṭe udakaṃ n

idhehi)”에서 각각의 행위와 관계하는 행위 수단들이 경험 대상으

로서 현현한다. 이와 같이 바르트리하리는 힘이란 개념을 사용하

여 현상 세계를 지시하는 문장을 설명하고 있다. 불가분적 문장

스포타는 행위와 사물이 밀접하게 연관된 불가분적 단일한 문장

의미를 지시하는 것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바르트리하리의 행위성취수단을 살펴보았다. 행위성

취수단은 인도 문법의 카라카와 유사한 개념으로 행위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돕는 능력, 힘이다. 행위성취수단이란 단어는 파탄잘

리에 의해서도 힘이나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파탄잘

69) “시작도 끝도 없는 불멸의 브라만은 언어를 본질로 하고, 사물로서

현현한다. 그로부터 세계 창조가 진행된다.”(anādinidhanaṃ brahma

śabdatattvaṃ yadakṣaram | vivartate'rthabhavena prakriyā jagato

yataḥ||) VP.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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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카라카의 정의로서 행위성취수단의 힘 대신에 ‘행위하는 것’

즉 행위가 내재한 실체를 강조한다. 파탄잘리의 “행위하는 것이

카라카이다”라는 설명은 카라카들을 행위주체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바르트리하리는 카라카라는 문법적 용어를 행위성취

수단으로 대체하면서 행위를 완성하는 힘을 강조한다. 그는 행위

성취수단을 “자신의 기체나 다른 기체에 내재하는, 의도된 행위를

완성하는 능력 또는 힘”으로서 정의한다. 행위가 자신의 기체로서

의존하는 힘은 행위주체와 행위대상이고, 행위가 다른 기체로서

의존하는 힘은 행위도구 등의 행위성취수단들이다. 바르트리하리

는 행위와 관계하는 것에 행위주체나 행위대상 이 외에 행위도구

등의 수단들도 포함할 수 있었다.

바르트리하리는 카라카와 행위성취수단을 미세하지만 구분하고

있다. 행위성취수단은 행위를 완성하는 힘이고, 카라카는 행위성

취수단에 의해 만들어진 행위와의 관계를 말한다. 카라카는 행위

주체(主格), 행위대상(目的格), 행위도구(具格), 행위수혜자(與格),

행위기점(奪格), 행위처소(處格), 나머지 관계(所有格)로 7가지이

다. 파니니에 의해서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지시하는 나머지 관계

는 카라카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바르트리하리에 의해서 나머지

관계는 카라카에 포함된다. 바르트리하리는 나머지 관계가 이전

행위의 결과로서 현재의 행위를 완성한다고 간주한다. 행위의 완

성에 도움이 되므로 나머지 관계는 카라카에 포함된다. 그러나 나

머지 관계는 이전 행위의 결과로서 별개의 새로운 힘이 아니다.

바르트리하리는 나머지 관계가 행위성취수단에는 속하지 않는다

고 한다.

따라서 바르트리하리는 행위성취수단을 카라카 대신에 사용함

으로써 나머지 관계를 카라카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나머지 관계

는 이전 행위의 결과인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지시하지만, 사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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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관계 속에 이전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사물은 행위의 결

과이고, 행위는 사물의 결과인 것이다. 행위성취수단이라는 개념

을 통해 우리는 현상 세계의 사물과 행위의 연기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사물은 행위성취수단들에 의해서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

지 않고, 행위와 역동적으로 관계한다. 사물은 힘의 다발이고, 언

어의 대상이 되는 정신적 사물이 된다. 다양한 힘을 지니는 사물

은 어간에 의해 지시된다. 그리고 행위성취수단들은 격어미에 의

해서 행위와 관계한다.

우리는 언어로 경험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 문장에서 행위성취

수단은 사물들을 지시하고, 행위(kriyā)는 변화하는 과정을 지시

한다. 그리고 사물과 행위는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드러낸다. 사물은 방향(dik)에 의해 한정되고, 행위성취수

단에 의해서 현현한다. 행위는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적 시간(k

āla)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문장에서 동사의 시제를 통해 표현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문장을 통해서 세계를 경험한다. 언어원

리(Śabda-tattva)는 행위성취수단의 힘, 행위의 힘, 방향의 힘, 시

간의 힘으로 문장을 구성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인식하고 경

험하는 현상 세계를 현현시킨다. 바르트리하리는 모든 존재가 언

어와 혼재되어 있다고 한다. 언어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참된 존

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바른 지식은 올바른 언어

사용을 도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 실재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Bhartṛhari의 Sādhana에 대한 연구 ∙265

참고문헌

1. 원전류

バルトリハリ, 古典 インドの 言語哲學 1. 赤松明彦 譯註, 平凡社,

1998.

Iyer, Subramania K. A.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with the Vṛtti and

the Paddhati of Vṛṣabhadeva. Kāṇḍa I, Critical edition, Deccan

College, Poona, 1966.

.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with the

commentary of Helārāja. Kāṇḍa III, pt i. Critical edition, Poona,

1963.

.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with the

Prakīrṇakaprakāśa of Helārāja. Kāṇḍa III, pt ii. Critical edition,

Poona, 1973.

. trans. The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with

the Vṛtti. Kāṇḍa I, Pune: Deccan College, 1995.

. trans. The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Kāṇḍa III, pt i, Poona: Deccan College, 1971.

. trans. The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Kāṇḍa III, pt ii,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4.

Katre, S. M. The Aṣṭādhyāyī of Pāṇini.

2. 단행본과 논문



266 ∙ 印度哲學 제13집 1호

小川英世. バルトリハリの<能成者>論 , インんドの文化と論理. 戶崎
宏正博士古稀記念論文集, 九州大學出版會, 2000.

Barthakuria, Apurba Chandra. The Philosophy of Sanskrit Grammar(a

critical study of kāraka). Punthi-Pustak. 1997.

Chakravarti, Prabhat Chandra. The Philosophy of Sanskrit Grammar.

Calcutta : University of Calcutta, 1930.

Iyer, Subramania K. A. Bhartṛhari. Poona, 1969.

Karunasindhu Das. A Pāṇinian Aprroach to Philosophy of Language:

Kauṇḍabhaṭṭa's Vaiyākaraṇabhūṣaṇasāra critically edited and

translated into English. Sanskrit Pustak Bhandar, 1990.

Matilal, Bimal Krishna. The Word and the World: India's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Language.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Noriyuki Kudo. “The Notion of Kāraka Discussed by the

Grammarians”,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44,

No.1, December 1995.

Pandeya, R. C. The problem of Meaning in Indian Philosophy. Delhi:

Motilal Banarsidass, 1963

Sarup, Lakshman. The Nighaṇṭu and the Nirukta. Delhi: Motilal

Banarsidass, 2002.

Sastri, Gaurinath. The Philosophy of Word and Meaning. Calcutta:

Sanskrit college, 1959.



Bhartṛhari의 Sādhana에 대한 연구 ∙267

Abstract

The study on Bhartṛhari of Sādhana

Choi, Yun-Jung

What is called Sādhana is the Power(śakti) of a thing

to accomplish actions, inherent in its own Substratum or

in other substrata. ‘Sādhana’ is the synonym of ‘kāraka’.

Generally speaking, Kāraka is recognized as six kinds,

the agent(kartṛ), object(karman), instrument(karaṇa),

recipient (sampradāna), starting-point(apādāna),

abode(abhikaraṇa). This is the argument of Pāṇini.

Pāṇini says that the sixth case affix denotes śeṣa. The

śeṣa means the ‘rest’, that is, what remains after the six

kāraka relations have been isolated. It also stands for

relation, but not for a relation in regard to the action

denoted by the verb. When any one of the six kāraka

relations is not meant as such, it becomes śeṣa. It is not

a kāraka relation; however, it is preceded by or rather it

involves a kāraka relation. That is why it has been

counted as a kind of seventh kāraka. The relation of

master and servant implies a previous of a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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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ādhana or rather of donor and recipient between two.

Thus, the śeṣa becomes a kind of kāraka not directly but

indirectly.

Patañjali first denotes that kārakas are doers. He also

says that they are independence in regard to the action.

That is why we can sometimes say, when we want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other kārakas: sthālī

pacati, edhāṃsi pacanti, odanaḥ pacyate. It means that

though verb pacati usually expresses the activity of the

main agent, it can on occasions express the activity of

some of the other kārakas also. It can express the activity

of three of them, karma, karaṇa and adhikaraṇa. But it

cannot express the activity of the saṃpradāna and

apādāna.

Bhartṛhari uses the substitutes of sādhana for kāraka.

He says that sādhana are means in the accomplishment of

the action. They are all in the nature of a power. They

can be called doers(kāraka), because they play some part

in doing the main action conveyed by the sentence. Each

of them performs a particular function in regard to the

main action and thus acquires a special name such as

instrument(karaṇa). Each sādhana may be dependent on

the main agent(kartṛ) in regard to the main action but it

is independent in regard to its own min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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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uses the term of sādhana and thus emphasize the

power of things than things itself in regard to expression

of them in words. The reason is that the object in the

outside world has a certain fixed character and cannot

explain the great variety of ways in which it figures in

our speech. It is not substance but power or capacity

which is the real means to action. A thing is a bundle

of powers, and the speaker emphasizes some power or

other in a particular context. Therefore the same object

can figure in different capacities in different sentences.

The power that Bhartṛhari says is to explain the

infinite variety of the cosmic phenomena. The cosmos is

thought of as consisting of an infinite number of concrete

objects situated in space. These are not static objects but

objects that reacting on one another by their mutual

cooperation. They are able to accomplish actions because

they are endowed with the requisite powers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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