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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 필요성

이 조사는 비교언어학의 측면에서 산스크리트(이하 ‘범어’로 통

일함)의 한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서 구상되었다. 일찍이

유럽에서는 범어가 Greek, Italic, Celtic, German, Balto-Slavonic,

Iranian로 구성되는 인도유럽어(Indo-European)라는 일가 친족임

이 발견되었으며, 이런 사실이 비교언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설립을 이끌었다. 이로부터 범어가 언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언어로 부상했다는 점은 더 이상의 재론할 필요가 없다.1)

범어가 다양한 음소를 발성할 수 있는 언어라는 점에서, 서양인

으로서 범어의 음성학적 가치를 최초로 인지한 사람은 Filippo Sa

ssetti(1540～1588년)였던 듯하다. 그는 서양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인도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점에 감명을 받았는데, 그 사실

이란 입과 혀의 다양한 운동에 의해 서로 다른 소리들이 생성된

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의 언어들이 수많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은 빈랑나무의 잎과 열매를 씹는 일반적인 관습 때문이라고 생각

했다.2) 다양한 발성의 이유로 그가 생각한 것은 선뜻 동조하기 어

1) 맥도넬은 “르네상스 이래 문화사에서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산스크

리트 문헌의 발견과 같은 전 세계적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라는 서술로 인도 문학사를 시작했다. Arthur A.

Macdonell, A History of Sanskrit Literature (2nd ed.;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1), p. 1. 맥도넬이 말하는 ‘산스크리트 문헌

발견’의 최대 공헌자인 윌리엄 존스(William Jones) 경은 1786년에

이렇게 썼다. “산스크리트는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훌

륭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스어보다 완벽하고 라틴어보다 풍부하

며, 그 둘의 어느 것보다 정교하고 세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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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지만, 인도의 언어에서 입과 혀의 다양한 운동을 발견한 것은

범어의 음성학적 특성을 인지한 셈이다.

범어의 음성학적 특성은 48자의 자모를 구사하는 데서 발휘된

다. 범어는 48자의 표음 문자로써 음소를 표시한다. 전통적으로는

50자까지 구현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48자를 사용하므로

범어는 48종의 음소를 발성할 수 있는 언어이다. 이는 영어의 2배

에 해당하는 음소이므로, 음성학적으로는 매우 풍부한 음성을 다

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범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범어에서 모든 음소가 균등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러

나 그 음소의 다양성과 사용 빈도는 다른 언어의 음소와 비교할

때, 범어의 발성적 특성, 더 나아가서는 음성학적 특성을 가늠하

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또 음소의 사용 빈도는 범어 자체의 발성

에서도 음소에 대한 가치 인식을 반영할 수 있으며, 발성 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이해는 데 보조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다른 언어에서 구사하지 않는

음소의 사용 빈도일 것이다. 이 빈도는 범어의 음성학적 특성과

발전을 대변한다. 그 음소들은 범어가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인위

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유와 표현의 폭을 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이 조사의 결과는 추후 발성 및 음소에 대한 과학적 실험 결과

와 대비하여, 범어의 음성학적 특성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Frits Staal, Ritual and Mantras: Rules Without Meaning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rivate Limited, 1996),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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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방법

흔히 고대 인도의 백과전서로 평가되는 마하바라타는 세계에
서 가장 방대한 서사시이다. 이 문헌은 특정한 사상이나 교의에

편향하지 않고, 방대한 분량만큼 풍부한 어휘로써 고대 인도의 온

갖 문화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3) 따라서 이 문헌은 범어의 자모

사용 빈도를 조사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범어의 자모나 어휘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는 데 마하바라타
와 같은 서사시가 적합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서사시의 범어

는 고전 범어의 문법을 정립한 파니니(Pāṇini)보다 후대 형태의

범어이며,4) 서사시의 언어는 힌두교의 대중적 성전인 푸라나(Pur

3) 마하바라타(Mahābhārata)는 ‘고대 인도의 생활과 지식에 관한 대

백과’로 인식되어 있으며, 이 점은 마하바라타 자체에 “여기에 있

는 것은 다른 어디서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없는 것은 다

른 어디서도 볼 수 없다.”(Mbh. Ādi. LⅩⅡ. 53 ; Ibid. Svarga. Ⅴ.

50)라고 천명되어 있다. cf. Prativa Verma, Social Philosophy of the

Mahābhārata and the Manu Smṛti (New Delhi: Classical

Publishing Company, 1988), pp. 6.

4) “마하바라타에서 파니니보다 앞선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서사시의 전통은 베다 시대로 거

슬러 올라가고, 파니니의 시대보다 앞선 사람들은 마하바라타의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현존하는 원전의 최초기 부분마저도

파니니보다 훨씬 후대의 것임에 틀림없다. 수세기 동안 서사시의 이

야기들은 베다의 학파들처럼 일정한 구전은 아니더라도 구전에 의존

하여 전달되었으므로, 베다 시대에 발생한 일군의 이야기들이 그 최

종 형태에서 고풍의 형태를 보존하지 않고 훨씬 후대의 언어를 드러

내게 된 것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T. Burrow, The Sanskrit

Language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rivat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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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ṇa)의 언어에 하나의 모형이 되기도 했다. 이 점에서 마하바라
타는 폭넓은 계층에서 사용한 보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범어를
반영한다.5)

조사 대상으로 채택한 마하바라타에 포함된 음소의 종류는 5

0종이며, 전체 분량은 6,048,594자에 이른다. 이중 모음은 2,548,39

0자, 자음 3,500,204자이다. 이 같은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예는 아직 없으나, W. D. Whitney에 의해 이루어진 유사한 선례

가 있다. 그러나 그는 분량상 마하바라타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10,000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구문을 대상으로 삼아 조

사했을 뿐이다.6)

과거에는 마하바라타와 같은 방대한 문헌에서 사용된 자모의
빈도를 조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현재처럼 마하
바라타의 원전이 전산화 문서로 공개된 상태에서는, 전산화의 정

확성에 비례하여 그러한 조사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

서 관건이 되는 것은 전산화 문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다.

전산화한 Pune판 마하바라타는 진즉 인터넷에 공개된 바 있
다. 그런데 이것이 근래에 개정되어7) 유니코드와 데바나가리 문

2001), p. 52.

5) cf. ibid., p. 53.

6) 전재성, 싼쓰끄리뜨어 및 빠알리어 음성론 , 팔리대장경 우리말 옮
김, Ⅰ(경전연구소, 1990), pp. 57-60 참조. 필자도 이 같은 조사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이 때는 자모 전체가 아니라 무성유기음(k, c,

t, p, s)의 사용 빈도만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Yukti-dīpikā라는 원

전의 일부로서 42,243개의 철자로 구성된 문장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무성무기음의 사용 빈도가 15.9%로 나타났다. 정승석, 불교 원어의

음역 표기 조사 연구 , 伽山學報, 제4집(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5),

p. 203. 한편 Whitney의 조사에서 무성무기음의 사용 빈도는 약

16.3%이다.

7) 이 개정 작업의 실무자는 John Smith와 Muneo Tokunaga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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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공개되었다.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정교하게 향상된 이 자료

는 신뢰할 만하다.8) 여기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몇 단계의 변환 과정을 거쳤다. 먼저

‘Unicode Roman’으로 작성된 문서를 한글 문서 작성기로 출력한

다음, 이것을 다시 학계에서 통용되는 로마자 발음 기호와 일치하

도록 교정했다.9) 다음으로 전체 음소를 정확히 헤아리기 위해 음

소 표기와는 무관한 기호 및 빈 칸을 제거하여, 순수한 음소만 남

기고, 이것을 대상으로 하여 자모 빈도를 통계화했다.

“This site houses the electronic text of the Mahabharata. Based on

John Smith's revision of Prof. Muneo Tokunaga's version of the text,

it was subjected to detailed checking by a team of assistants based

in the Bhandarkar Oriental Research Institute (BORI) in Pune, and

is made available with BORI's agreement.”

http://bombay.oriental.cam.ac.uk/john/mahabharata/statement.html

2002년 12월 24일 검색.

8) “Electronic text (C) Bhandarkar Oriental Research Institute, Pune,

India, 1999”로 제공되었던 이 자료는 2002년 6월 21일에 최종 수정되

었으며(Last updated: Fri Jun 21 2002), 이것은 다음의 주소에서 받

을 수 있다. http://bombay.oriental.cam.ac.uk/john/mahabharata/

pune_text/welcome.cgi 2002년 12월 24일 검색.

9) Text 문서(.txt)로 작성된 Unicode Roman 문서는 ‘글 2002’로 읽어

야 하며,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것을 다시 ‘글 97’로 변환하는

것이 좋다. Unicode Roman 문서에는 범어 1자가 두세 가지 기호로

구현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모두 찾아 내어 본래의 1자로

변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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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의 결과

-1. 모음 사용 빈도

자음과 모음의 전체 음소에서 모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

(42.1319%)이다. 전체 14개의 모음들을 사용 빈도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 제시한 비율은 모음 전체 중에서

사용되는 빈도를 표시한다.

표1. 전체 모음의 사용 빈도

1 a 47.9378% 8 ṛ 1.8839%

2 ā 18.5994% 9 ai 1.5699%

3 i 9.9760% 10 ū 1.0994%

4 u 6.3561% 11 au 0.6749%

5 e 6.1651% 12 ṝ 0.0198%

6 o 3.5621% 13 ḷ 0.0011%

7 ī 2.1545% 14 ḹ 0.0000%

여기서 ḹ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어의 음

성학적 이론상으로는 ḹ가 ḷ의 장모음으로서 존재하지만, 이것이 진

즉부터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ḷ의 사용 빈도가 0.0011%

에 지나지 않은 것은, 리그베다에서 사용된 ḷ와 ḷh가 고전 범어
에서는 ḍ와 ḍh로 바뀌었기10)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ḷ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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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줄어들었을 것이지만, 자음의 성격을 지닌 모음으로서의 음소

적 가치는 유지된다.11) 자음으로 분류한 m̐은 본래 anunāsika로

불리는 특수 비음인데, 자모 전체에서 0.0048%에 불과한 사용 빈

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50음의 전체 자모 중에서 ḹ과 m̐을 배제한

48음으로 일반화한 이유가 여기서 확인된다.12)

모음들 중에서 장음과 단음을 동종 모음으로 간주하면, 주요 모

음의 사용 빈도는 아래와 같다.

표2. 주요 모음의 사용 빈도

1 a와 ā 66.5372% 5 o 3.5621%

2 i와 ī 12.1305% 6 ṛ와 ṝ 1.9307%

3 u와 ū 7.4555% 7 ai 1.5699%

4 e 6.1651% 8 au 0,6749%

범어의 모음에서 ‘아’(a, ā) 음은 자음까지 포함한 전체 음소에

서도 약 28%(28.0334)의 사용 빈도를 드러낸다. 이 빈도는 영어와

비교하여 매우 파격적으로 높다. 영어의 a는 단어를 형성할 때

‘아’로 발음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10) cf. Burrow, p. 77.

11) Goldman은 ḷ가 모음 ṛ에 선행하는 l처럼 발음되지만, 이것이 범어에

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시해도 좋다고 지적한다. Robert P.

& Sally J. Sutherland Goldman, Devaāṇīpraveśikā (3rd ed.;

Berkeley: Center for South Asia Studies, 1999), pp. 13.

12) 현대의 범어 문법서에서는 ḹ과 m̐을 배제한 48음소의 문자만을 취급

한다. Thomas Egenes, Introduction to Sanskrit, Pt. 1 (2nd ed.;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rivate Limited, 1996), p. 44.

Goldman,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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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a가 사용되는 빈도만을 조사하더라도 약 8% 안팎에 불과

하다.13) 따라서 범어에서 ‘아’ 음소는 영어에 비해 최소한 3.5배

이상의 빈도로 사용된다.

범어에서 ‘아’ 음소를 모든 소리의 시작으로 중시하는 인식은

이처럼 그 사용 빈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인도에서 신앙

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통적으로 가장 신성시되는 소리인 oṁ은 영

원하고 편재하는 궁극적 소리일 뿐만 아니라, 궁극의 실재인 동시

에 모든 것으로 간주된다. 범어의 음성론에 의하면, oṁ은 a로부터

발성된다.14) 따라서 범어에서 ‘아’ 음소는 모든 소리의 시발로 그

치지 않고, 모든 존재의 시발로 중시되고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

13) 필자는 영어에서 a의 사용 빈도는 조사하는 데 인터넷에 공개된 저

서를 채택했다. 즉 Sanderson Beck의 ① The Future And How와 ②

Life As A Whole, Aurobindo의 ③ The Supramental Evolution와 ④

Savitri이다. a의 사용 빈도가 ①의 경우에는 177,498자 중에서 7.78%,

②의 경우에는 427,886자 중에서 7.82%, ③의 경우에는 1,577,875자

중에서 7.74%, ④의 경우에는 994,801자 중에서 7.64%로 나타났다.

저서의 성격으로 보아 ①②의 평균 7.8%는 ③④의 평균 7.69%보다

신뢰할 만하다. 특히 “사랑의 정신 철학에 의거한 교육 원리”가 부제

인 ②는 사회, 정치, 경제, 과학, 종교, 철학, 예술, 교육, 심리 등, 인

생의 모든 분야에 걸친 주제를 취급하고 있다.

14) “이 영원한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위대한 과

학적 개념인 oṁ이다. oṁ은 a, u, ṁ이라는 세 가지 다른 소리로 이루

어져 있다. 음성론에 따르면, a는 목구멍으로부터 발음되고, u와 ṁ은

입술로부터 발음된다. 이것은 oṁ의 발음이 목구멍으로부터 출발하여

입술에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 oṁ을 발음할 때 우리

가 조음의 거의 모든 장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베다는

oṁ에서 확립된다고 당연하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궁

극적인 것이며 모든 것이다.” Satkari Mukhopadhyaya, “Importance

of Sound in the Tradition of Vedic Chanting”. S.C. Malik(ed.),

Dhavani : Nature and Culture of Sound (New Delhi: Ind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 1999),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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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범어의 자음들도 단독으로는 소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a와 결

합하여야 소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3. 모음 사용 빈도 통계

단모음 장모음
이중

모음

통계 %

모음 대비 자모 전체 대비

단

모

음

a 1,221,643 47.9378

66.5372

20.1971

28.0334

ā 473,986 18.5994 7.8363

i 254,228 9.9760

12.1305

4.2031

5.1108

ī 54,904 2.1545 0.9077

u 161,979 6.3561

7.4555

2.6780

3.1412

ū 28,016 1.0994 0.4632

ṛ 48,009 1.8839

1.9037

0.7937

0.8020

ṝ 504 0.0198 0.0083

ḷ 29 0.0011

0.0011

0.0005

0.0005

ḹ 0 0 0

이

중

모

음

e 157,111 6.1651 2.5975

ai 40,006 1.5699 0.6614

o 90,776 3.5621 1.5008

au 17,199 0.6749 0.2843

모음

대비

수 1,685,888 557,410 305,092 2,548,390

% 66.1550 21.8730 11.9720 100

전체대비 % 27.8724 9.2155 5.0440 4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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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음 사용 빈도

자음과 모음의 전체 음소에서 자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

(57.8681%)이다. 범어의 음성학에서 반모음으로 분류되는 4음(y,

r, l, v)을 여기서는 편의상 자음에 포함시켰다.15) 또 범어에서 ḥ

는 앞에, ṁ은 뒤에 오는 음소에 따라 음질이 변하는 특수한 음소

이다. 따라서 범어의 음성학에서는 이것들을 자음이나 모음의 어

느 쪽에 포함시키지 않고, ḥ를 visarga로, ṁ을 anusvāra로 별칭한

다. 이 둘을 모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음소의 성격으로

보면 ḥ를 특수 기음으로, ṁ을 특수 비음으로 간주하는 것이 무난

하다. 이에 따라 이 조사에서는 ḥ와 ṁ을 자음에 포함시켰다.

자음 전체에서 발성의 위치에 따른 음소의 사용 빈도는 치음,

순음, 반설음, 구개음, 후음, 기음, 특수 비음의 순이다.16)

표4. 발성 위치에 따른 자음의 사용 빈도

1 치음 32.8734% 5 후음 5.7884%

2 순음 21.3216% 6 기음 5.3576%

3 반설음 15.2499% 7 특수 비음 4.4308%

4 구개음 14.9782%

한편 자음 전체를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구분할 때, 치찰음(ś, ṣ,

15) 비교 언어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한 인도유럽어의 자음 체계에 의

하면 l과 r은 流音, y와 v는 반모음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분류의 명

칭이 다르더라도 l, r, y, v는 범어 및 다른 언어들에 변함없이 보존

된 인도유럽어의 자음에 속한다. cf. Burrow, pp. 67-68.

16) 자음의 다양한 분류 명칭은 표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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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과 ḥ는 무성음에 속하고, 반모음과 비음과 h는 유성음에 속한

다. 이 구분에 따른 무성음과 유성음의 빈도는 각각 39%(39.133

6%)와 61%(60.8662%)이다. 유성음은 무성음에 비해 3 대 2의 빈

도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 범어에서 무

성음의 사용 빈도는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자음 전체를 음색에 따라 세분하여 그 사용 빈도를 높은 순서

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표5. 음색에 따른 자음의 사용 빈도

1 무성음 27.7192%(무성무기음 22.6947%,

무성유기음17) 5.0245%)

2 반모음 25.4550%

3 비음 20.6011%

4 유성음 14,8101%(유성무기음 8.3899%,

유성유기음18) 6.4202%)

5 치찰음 11.4144%

여기서는 자음에 포함시킨 반모음의 빈도가 약 25%(25.4550%)

로, 다른 언어의 자음에 대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 범어 자음에서도 무성음을 무기음과 유기음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무성무기음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반모

음이다. 이 점에서 반모음은 범어의 음소들 중 매우 중요한 기능

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기음 ḥ(2.9571%)를 배제하면 순수한 무성유기음의 사용 빈도는

2.0674%이다.

18) 기음 h(2.4005%)를 배제하면 순수한 유성유기음의 사용 빈도는

4.0197%이다.



범어의 자모 사용 빈도와 음성학적 특성 ∙51

자음 중에서 기음 ḥ와 h의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다. 이 둘을 무성유기음과 유성유기음에서 각각 분리하여 기음으

로 따로 분류하면, 기음의 사용 빈도는 약 5%(5.3576%)이다.

자음으로 분류한 음소들의 사용 빈도를 상위의 순서부터 나열

하면 아래와 같다.

표6. 전체 자음의 사용 빈도 순위

1 t 11.3493% 19 dh 1.7690%

2 r 10.1265% 20 ṇ 1.6816%

3 n 7.2333% 21 g 1.4838%

4 v 7.2242% 22 th 1.2636%

5 y 6.8660% 25 ṭ 0.4294%

6 m 6.7192% 26 ñ 0.3767%

7 s 6.0742% 27 ḍ 0.2768%

8 p 4.4894% 28 kh 0.2666%

9 ṁ 4.4225% 29 ch 0.2600%

10 d 3.9457% 30 gh 0.2224%

11 k 3.6561% 23 l 1.2383%

12 ḥ 2.9571% 24 b 0.8387%

13 ś 2.8581% 31 ṭh 0.2162%

14 c 2.7706% 32 ṅ 0.1595%

15 ṣ 2.4821% 33 ph 0.0609%

16 h 2.4005% 34 ḍh 0.0373%

17 bh 1.9892% 35 m̐ 0.0083%

18 j 1.8448% 36 jh 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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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에서 kṣ와 jñ는 두 자음이 결합한 복합 자음이지만, 그 보

편적 용도로 보면 이것들을 특수 자음으로 취급할 만하다. 특히 k

ṣ는 瑜伽金剛頂經釋字母品 1권19)에서 제시하는 50자 음역 표기법

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Bühler의 설명에 의하면, 중국의 玄奘은

범어의 자모를 47종으로 나열하면서 여기에 kṣ를 포함시켰다고

한다.20)

kṣ는 20,233자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자음들 중의 빈

도는 0.5781%, 자모 전체 중의 빈도는 0.3345%이다. 자음들의 빈

도 순서로 보면, kṣ는 제24위인 b와 제25위인 ṭ의 사이에 위치한

다.21)

jñ는 7,548자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자음들 중의 빈

도는 약 0.2%(0.2156%), 자모 전체 중의 빈도는 약 0.1%(0.124

8%)이다. 자음들의 빈도 순서로 보면, jñ는 제31위인 ṭh(0.2162%)

와 거의 동일하다.

19) 大正新脩大藏經, 제18권, pp. 328-9.

20) Bühler, Indische Palaeographie, 1896, p. 2. 그러나 大唐西域記 권2

에서 현장은 인도의 문자가 47자로 이루어진다는 점만을 언급하고

있다. 大正新脩大藏經, 제51권, p. 876c.

21) 단일한 복합음 kṣ에는 본래 두 가지 다른 복합음이 있었다고 한다.

짐작컨대 기록의 전통이 시작되기 그다지 멀지 않은 시기에는 ṭṣ가

kṣ로 바뀌었으며, ṭṣ는 ṣṣ에서 유래한 듯하다. cf. Burrow,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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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자음 사용 빈도 통계

s

무성음 유성음

비음
반모

음
치찰음

통계 %

무기 유기 무기 유기 자음 대비
자모 전체

대비

후

음

·

喉

音

k 127,970 3.6561

5.788

4

2.1157

3.3497

kh 9,331 0.2666 0.1543

g 51,936 1.4838 0.8587

gh 7,784 0.2224 0.1287

ṅ 5,584 0.1595 0.0923

구

개

음

·

口

蓋

音

c 96,975 2.7706

14.97

82

1.6032

8.6676

ch 9,102 0.2600 0.1505

j 64,573 1.8448 1.0676

jh 70 0.0020 0.0012

ñ 13,185 0.3767 0.2180

y
240,32

5
6.8660 3.9732

ś 100,039 2.8581 1.6539

반

설

음

·

反

舌

音

ṭ 15,029 0.4294

15.24

99

0.2485

8.8249

ṭh 7,568 0.2162 0.1251

ḍ 9,688 0.2768 0.1602

ḍh 1,304 0.0373 0.0216

ṇ 58,861 1.6816 0.9731

r
354,44

8

10.126

5
5.8600

ṣ 86,880 2.4821 1.4364

치

음

·

齒

音

t 397,249
11.349

3

32.87

34

6.5676

19.023

2

th 44,230 1.2636 0.7312

d 138,109 3.9457 2.2833

dh 61,917 1.7690 1.0237

n 253,180 7.2333 4.1858

l 43,343 1.2383 0.7166

s 212,610 6.0742 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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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음

·

脣

音

p 157,138 4.4894

21.32

16

2.5979

12.33

84

ph 2,133 0.0609 0.0353

b 29,356 0.8387 0.4853

bh 69,625 1.9892 1.1511

m 235,185 6.7192 3.8883

v 252,863 7.2242 4.1805

기음

h 84,023 2.4005
5.357

6

1.3891
3.100

3ḥ
103,50

4
2.9571 1.7112

ṁ 154,798 4.4225 4.430

8

2.5592 2.564

0

특수

비음 m̐ 289 0.0083 0.0048

자음

대비

수 794,361
175,86

8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

식

% 22.6947 5.0245 8.3899 6.4202 20.6011 25.4550 11.4144 99.9998

무성

유성

수 970,229 2,529,975 3,500,204

% 27.7192 72.2808 100

전체

대비 %
16.0406 41.8275 57.8681 57.8681

4. 사용 빈도로 본 음성학적 특성

앞에서는 모음과 자음을 분리하여 음소들이 모음과 자음의 각

영역에서 사용되는 비중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래에 제시한 사용

빈도 순위는 각 음소들이 모음과 자음의 전체, 즉 전체 음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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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자모 전체의 사용 빈도 순위

1 a 20.1971% 26 ṇ 0.9731 %

2 ā 7.8363 % 27 ī 0.9077 %

3 t 6.5676 % 28 g 0.8587 %

4 e 6.1651 % 29 ṛ 0.7937 %

5 r 5.8600 % 30 th 0.7312 %

6 i 4.2031 % 31 l 0.7166 %

7 n 4.1858 % 32 ai 0.6614 %

8 v 4.1805 % 33 b 0.4853 %

9 y 3.9732 % 34 ū 0.4632 %

10 m 3.8883 % 35 au 0.2843 %

11 o 3.5621 % 36 ṭ 0.2485 %

12 s 3.5150 % 37 ñ 0.2180 %

13 u 2.6780 % 38 ḍ 0.1602 %

14 p 2.5979 % 39 kh 0.1543 %

15 ṁ 2.5592 % 40 ch 0.1505 %

16 d 2.2833 % 41 gh 0.1287 %

17 k 2.1157 % 42 ṭh 0.1251 %

18 ḥ 1.7112 % 43 ṅ 0.0923 %

19 ś 1.6539 % 44 ph 0.0353 %

20 c 1.6032 % 45 ḍh 0.0216 %

21 ṣ 1.4364 % 46 ṝ 0.0083 %

22 h 1.3891 % 47 m̐ 0.0048 %

23 bh 1.1511 % 48 jh 0.0012 %

24 j 1.0676 % 49 ḷ 0.0011 %

25 dh 1.0237 % 50 ḹ 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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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의 사용 빈도에서 m̐보다 하위인 jh와 ḷ은 각각 0.0020%와

0.0011%로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결과가

jh나 ḷ, 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ḹ라는 음소의 음

성학적 가치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지적하겠지만, ḷ는 후대에 ḍ로 轉化한 예가 있다. 특히 j

h는 자음을 발성 위치에 따라 체계화한 범어의 음성학적 구조상

으로도 배제될 수 없는 음소이다. 또 범어의 발전 과정에서는 희

소 음소를 활용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가 있다. 즉, 범

어에서는 kṣ 대신 jh, jjh가 나타나 유성 복합음을 포함하는 드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는 속어화이며, 더 많은 예를 파니니 이후

의 인도아리야어(Indo-Aryan)에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인

도아리야어에서 방언을 수용한 변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22) 그

러나 이러한 변형 과정에서 범어는 음소의 폭을 더욱 확장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용 빈도는 조사 대상으로 채택한 문헌의 성격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헌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거나 주로 사

용하는 어휘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학술적 성격이 강한 종

교나 철학의 논서, 특정한 신앙을 선양하는 성전, 순수한 문학 작

품, 제식이나 사회적 관습을 취급하는 법전 등은 주제의 차이로

인해 선호하는 어휘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마하바라타는 각 문헌들의 성격을 모두 아우르고 있
다는 점에서 어휘 사용의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할 만하다.

다만 논서의 성격만은 여기서 배제할 수 있다. 논서는 그 성격상

특수한 집단이나 분야의 관심에 치중하므로, 여기서 구사하는 어

22) Burrow,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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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의 사용 빈도는 마하바라타의 그것과 다를 수 있으며, 그 어

휘를 구성하는 음소의 사용 빈도도 이 조사의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사용 빈도가 낮은 음소

에서 발견될 것이다.

범어의 음소 중에서 반모음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기는 하지만,

당장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y, r,

l, v를 ‘반모음’으로 취급하는 음성학적 발상에 특성이 있더라도,

그 음소 자체는 다른 언어에서도 흔히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반모음 중에서 r과 l의 사용 빈도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설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의 인도유럽어에서는 r와 l가 무차별적으로 r로 나타난다.

리그베다의 언어에서는 이런 경우가 현저하다. 고전 범어에서 r

와 l가 모두 나타나지만, 그 분할이 인도유럽어의 그것과 정확히 상

응하지는 않는다. 인도아리야어의 어느 동부 방언들(특히 아쇼카의

명문과 희곡의 Māghadhī)에서는 오직 l만이 발견된다.23)

이 설명의 요지는 초기에는 l가 r로 대체되어 사용되다가 동부

방언의 영향으로 고전 범어에서는 r와 l가 다시 구분되었다는 것

이다. 좀더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리그베다의 언어에 토대를

둔 방언은 북서쪽에 있었고, 고전 언어는 중부 지방에서 형성되었

다고 한다. 따라서 서부의 방언에서는 이란어의 경우와 같은 방식

으로 l가 r로 바뀌었다. 한편 보다 동부쪽의 방언일수록 본래의 구

분을 보유했는데, 고전 범어가 정교하게 되었던 곳은 동부 지역이

었다. 여기서 범어는 베다의 찬가를 이루는 옛 성전 언어의 변형

으로서 발전했다. 이 개발의 중심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중부 지방

23) ibid.,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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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아갔으며, 더욱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방언 형태로

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r가 오히

려 l로 대체되기도 하고, 본래의 l가 재현되기도 했다.24)

범어의 자음으로서 가장 독특한 음소는 반설음(ṭ, ṭh, ḍ, ḍh, ṇ,

r, ṣ)이다. 이것의 사용 빈도는 자음 전체에서는 약 15.%(15.249

9%), 자모 전체에서는 약 9%(8.8249%)이다. 표4에서 볼 수 있듯

이, 다른 언어에서는 발성하기 어려운 이 음소가 치음과 순음에

이에 셋째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반설음 중에서 r를 제외한 나

머지 6음소만이 범어 특유의 음소이다. 이것들은 卷舌音 또는 反

轉音으로 불린다.

범어 특유의 권설음(ṭ, ṭh, ḍ, ḍh, ṇ, ṣ)은 자음 전체에서는 약

5%(5.1234%), 자모 전체에서는 약 3%(2.9649%)의 빈도로 사용

된다. 이 비중이 작은 듯하지만, 발성의 특수성과 범어의 전체 자

모가 48자 또는 50자임을 고려하면, 그 비중이 작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래의 설명은 고전 범어에서 권설음이 지닌 음성학적 의의

를 시사한다.

일련의 반전음(ṭ, ṭh, ḍ, ḍh, ṇ, ṣ)에서 인도아리야어는 다른 인도

유럽어에 상반하는 혁신을 드러낸다. ··· 음성학적으로는 ‘권설’ 또는

‘後屈’이라는 말이 혀끝을 뒤로 구부려 입천장에 닿는다는 점에서

치음들과는 구분되는 이 음성들을 보다 적절하게 묘사한다. 이것들

은 독특한 인도인의 음성이며, 인도아리안들이 인도에 들어온 후에

얻은 음이었음이 분명하다. 반전음들은 또한 드라비다어에서 풍부

하게 발견되며, 이것들은 드라비다어족에서 확실히 고대의 것이

다.25)

24) cf. ibid., p. 84.

25) ibid.,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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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설음을 인도 고유의 언어 환경에서 범어로 유입된 음소로 간

주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예를 들면, 권설음은 고대 인도

의 토착어인 문다(Munḍa)어에서도 성행했다. 또 리그베다에서
는 ḷ와 ḷh였던 것이 나중에 ḍ와 ḍh로 바뀌었다. 범어의 반설음들

중에서 소수는 프라크리트(속어)에서 유래한다. 이 밖에 후대의

범어에서 반설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들 중에는 인도아리야어

나 드라비다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26) 이처럼 권설음

은 범어가 음소를 확장하여 발전해 간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

다.

범어의 음소에서 현저한 사용 빈도를 드러내는 것은 무성무기

음이다. 한국어로는 ㄲ(k), ㄸ(t), ㅃ(p), ㅆ(s), ㅉ(c)이라는 경음(된

소리)에 해당하는 이 음소의 사용 빈도는 자음 전체에서는 약 2

3%(22.6947%), 자모 전체에서는 약 16%(16.0406%)에 이른다. 영

어에서는 무성무기음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음소

를 한국어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범어에서 무성무기음이 차지하

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 개략적인 조사에 의하면, 범어에서 무

성무기음의 사용 빈도는 한국어에 비해 최소한 15배 이상이나 된

다.27)

한편 범어에서 기음 h를 배제한 유성유기음(gh, jh, ḍh, dh, bh)

의 사용 빈도는 자음 전체에서는 4%(4.0197%), 자모 전체에서는

26) cf. ibid., pp. 96-98.

27) 정승석, p. 203 참조. 여기서는 임의로 선택한 글들에서 ‘ㄲ, ㄸ, ㅃ,

ㅆ, ㅉ’로 표기되는 음소의 사용 빈도를 조사했다. 전체의 음절에서

경음이 포함된 음절의 비율은 0.5%를 상회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1%를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한국어의 경음

사용 빈도를 대강 1%로 넉넉하게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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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3263%)이다. 유성유기음에서 dh와 bh의 사용 빈도는 기

음 h를 배제한 유성유기음 전체의 93.5%를 차지한다. 범어에서

유성유기음은 무성무기음에 비해 매우 낮은 빈도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범어의 특성에 속하는 음소로 간주된다. 즉 “흔히 인도

유럽어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성유기음은 오직 범어에 의해

서만 한 부류의 자음으로 보존되어 있고, 그 밖의 언어에서는 다

양한 방식으로 변해 있다.”28)라고 한다. 다만 범어에서는 유성유

기음을 한 부류로 보존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불변의 상태

로 보존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dh와 bh는 최초기에도 h로

약화되었으며, 파니니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었다.29) 기

음 h의 사용 빈도(자음 중 2.4%, 자모 전체에서 16위)가 상대적으

로 높은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리그베다 이래 변형을 거치면서 고전 범어로 개
화하여 정착한 음소의 용도가 마하바라타에 이르러 자모의 사
용 빈도로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빈도는 고전 범어에서 사용

되는 음소들의 보편적 양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

소의 변형과 정착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례들, 특히 권

설음의 발전이나 반모음 r과 l의 교체 및 분리는, 고전 범어가 구

현 가능한 음소를 최대로 확보 또는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음

을 시사할 것이다.

인간의 음색을 통해 나오는 소리는 자모와 같은 음소들로 구성

되며, 특정한 발음을 생성하기 위해 발성된다. 이런 소리의 목적

은 화자의 내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문자

를 사용하여 특정하게 발음된 말이 형성될 때, 이 말은 듣는 사람

28) Burrow, p. 69.

29) cf. ibid.,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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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한정된 의미를 전달한다.30) 이 같은 음소와 말과 의미의 관

계에 비추어 볼 때 범어의 음소가 매우 다양하고 정교하다는 것

은, 언어 표현에서 발성 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반

영할 것이다. 이 사실은 또한 사유의 영역이나 방식과 직결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음소의 조합은 그만큼 다양하고

미묘한 의미를 차별화하여 언어로 구사할 수 있게 한다.

범어에서 의미론의 전개는 다양한 음소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구사한 음성학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범어에서

하나의 동사 어근은 자체의 곡용 어미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0

종의 접두사와 결합할 때, 이론적으로는 6,000～8,000가지의 조합

으로 의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또 하나의 조합이 약 80종에

이르는 파생어와 결합할 경우, 그 의미 변화는 약 50만 가지에 이

른다고 한다.31)

범어의 이 같은 의미 확장의 영역을 일반의 언어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그 같은 표현력이 가능하다

는 것은 그럴 만한 도구가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 도구가

바로 다양한 음소이며, 이 음소들을 체계적으로 구사하는 능력이

다.

이 조사의 결과는 차후 어휘 빈도의 조사 결과와 대비하여, 범

어의 특수 음소들이 주요 어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고찰

할 필요가 있다.

30) Mukhopadhyaya, p. 122.

31) cf. Sampad & Vijay, The Wonder that is Sanskrit (Pondicherry:

Sri Aurobindo Society, 2002),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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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quency of the Use of Sanskrit Alphabet

and Its Phonetic Character

Jung, Seung Suk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aking advantage of the

electronic text of the Mahābhārata.

The frequency of the use of vowels is about 42%, and

that of consonants is about 58% in the whole Sanskrit

phoneme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a and ā in vowels

is about 28% in all phonemes including consonants.

The order of frequency of the use of all consonants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pronunciation is dentals,

labials, retroflexes, palatals, gutturals, an aspirate, and a

special aspirate(visarga). Each frequency of the use of

unaspirated sounds and aspirated sounds in consonants is

39% and 61%.

The most particular phonemes as consonants of

Sanskrit are retroflexes(ṭ, ṭh, ḍ, ḍh, ṇ, r, ṣ). Th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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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use of them is about 15% of all consonants and

about 9% of the whole alphabet.

The Sanskrit's own retroflexes with the exception of r(ṭ,

ṭh, ḍ, ḍh, ṇ, ṣ) are used as the rate about 5% of all

consonants and about 3% of the whole alphabet.

Retroflexes are regarded as phonemes introduced into

Sanskrit from the linguistic environment of inherent India.

Therefore these will be the typical example in which

Sanskrit had developed through expanding phonemes.

Unvoiced unaspirates in Sanskrit are phonemes of high

frequency. The frequency of the use of them is about 23%

of all consonants, and is amount to about 16% of the

whole alphabet. The frequency of the use of unvoiced

unaspirates in Sanskrit is over fifteen times in comparison

with that of Korean.

Meanwhile voiced aspirates with the exception of an

aspirate h(gh, jh, ḍh, dh, bh) in Sanskrit are used as the

rate 4% of all consonants and about 2% of the whole

alphabet. The frequency of the use of dh and bh is

amount to 93.5% of all voiced aspirates excluding an

aspirate h. Despite voiced aspirates are used in very low

frequency as compared with unvoiced unaspirates in

Sanskrit, the former is considered as showing a

characteristic of Sansk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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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ought that the use of phonemes had come into

bloom and established as the classic Sanskrit undergoing

transformation since Ṛgveda, and that the use of

phonemes was reflected in Mahābhārata as the present

frequency of the use of alphabet. We can regard this

frequency as general aspects of phonemes used in the

classic Sanskrit. Further various examples appeared in

the process of modification and establishment, particularly

the development of retroflexes or the replacement and

separation between semivowels r and l, suggest that the

classical Sanskrit had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the

greatest securing or expanding phonemes that32)had been

able to be embo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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