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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논문 _3

미망사 수뜨라에서 유의미한 문장의 성립 요소들
*1)

-- 샤바라의 주석서(Śābara-Bhāṣya)를 중심으로 --

문을식
**2)

머리말. Ⅰ 범어에서 문장의 중심 요소. Ⅱ 미망사 수뜨라에서 동사 중심의

문장. Ⅲ 유의미한 문장을 성립시키는 요소들. 맺음말.

요약문 [주요어 : 동사, 만뜨라, 미망사 수뜨라, 이차적 의미, 일차적 의미]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논한다. 첫째, 문장의 중심은 동사인

가 명사인가? 둘째, 베다의 명령은 일차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지

만, 이차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이차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

들 사이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 미망사 수뜨라에서는 명사 중심이 아닌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중심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그것에 종속된다고 한다. 동사는

apūrva(하늘로 인도하는 비상한 힘)를 인식하는 수단이다. 미망사 수
뜨라는 동사로부터만 apūrva에 대한 인식이 일어난다고 한다. 동사는
베다 명령의 일차적인 행위와 이차적인 행위를 구별하는 수단이다.

둘째 : 문장의 이차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들의 우선 순위는 ‘직

접적인 말’,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힘’, ‘구문론적인 연관관계’, ‘문맥’,

‘어순’, ‘이름’의 순서이다. 왜냐하면 각각 뒤의 것은 앞의 것보다 최종

적인 목적인 하늘의 성취[生天]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라고 한다.

머리말

*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KRF-2002-074-AM1021)의 연구비로 조성되었음.

** 文乙植 :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candra21@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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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사(Mīmāṁsā) 학파는 브라흐마나 시대의 제사의식의 의의

를 충실하게 계승하여 연구하고 있기에 브라흐마니즘(brāhmaṇis

m, 婆羅門敎)의 정통 학파를 대표한다고 자처한다. 미망사 학파의

목적은 제사의식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해결하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

나면서 불교와 같은 제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제사

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고 제사를 집행한 방법이나 해석의 차이가

생겨서 이에 대한 의문을 품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망사 학파는 서력 전에 벌써 하나의 학파로 성립하여 활동을

하게 되지만 학파의 이념적 체계가 정비된 것은 그보다 훨씬 뒤

의 일이다.

그런데 미망사 학파는 6파 철학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면서도

베다(Veda)의 제사의식에 대한 진술(특히 명령문)에서 발췌한 문

구를 해석하는 데에 전념하였다. 이것을 배경으로 이후에는 네 가

지 영역1)에서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켰다.

미망사 학파에서 베다의 말(veda-vacana)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을 강조하는 것도 그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제사를 올바르

게 행하기 위한 방편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올바른 행위에 대

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미망사 학파의 소의 경전인 미
망사 수뜨라(Mīmāṁsā-Sūtra)2)는 간결하고 생략된 문장으로 이
루어져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

1) 첫째, 베다의 명령을 표현하는 문장을 통해 전례 규정에 근거한 행위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둘째, 언어와 대상 사이의 불변성을 전제로

제사의 명령과 제사의 실행을 나타내는 말과 구문을 분석한다. 셋째,

일반적인 말과 문장의 본질을 탐구한다. 넷째, 지식의 근거와 그 진위에

대한 인식론적인 연구를 한다. 김재천(1998), p. 12 참고.

2) Mīmāṁsā-Sūtra는 전체는 12권(adhyāya)으로 이루어지고, 각 권은 4개(1,

2, 4, 5, 7, 8, 9, 11, 12장), 8개(3, 6, 10장)의 章(pāda)으로 나누어 전 권은

60장이 된다. 이들 장은 몇 개의 논제(adhikaraṇa)로 성립하는데 각

논제를 구성하는 수뜨라(sūtra)와 논제의 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모한 랄

산달(Mohan Lal Sandal)의 텍스트에 의하면 전부 2721수뜨라와

890논제로 되어 있다. Sandal(1980) pp. ⅷ~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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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인도의 전통인 그에 대한 주석서를 통해야만 경구(Sūtra)의

참 뜻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망사 수뜨라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샤바라
(Śābara, 350-400년 무렵)가 주석한 샤바라-바샤(Śābara-Bhāṣy
a)에 한정해서 미망사 수뜨라에서 유의미한 문장성립의 요소들
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쁘라바까라(Prabhākar

a, 7-8세기 무렵)나 꾸마릴라(Kumalīla, 8세기 무렵)가 쓴 주석서

들과 같이 후대로 내려가면 제사 실행의 자체보다는 불교를 비롯

한 다른 학파들과의 언어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변 내용에

대한 논쟁과 자기 학파의 교리 성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

에 미망사 학파의 본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어느 하나

의 입장에서만 보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제는 사유의 토대가 되는 언어에 근거한 범어를 사

용한 인도인들의 유의미한 문장의 조건들을 탐구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상에서 가장 충실한 정통 철학파의 하나로

자처하는 미망사 학파의 소의경전인 미망사 수뜨라에 나타난

언어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인도인의 사유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또 미망사 학파가 정통파를

자처하면서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베다(Ved

a) 문헌들에 나타난 명령문을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문장이 성

립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논의는 범어 문장의 중심요소는 무엇이고, 왜 그것

이 중요하며, 또 베다의 명령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유의

미한 문장을 이루는 요건들로는 무엇이 있고, 그들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것에 더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

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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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격(N) 대격(Ac) 구격(Ins) 여격(D) 탈격(Ab) 소유격(G) 처격(L)

단

수

m -s -am -ā -e -as -as -i

f -ā -e -as -as -i

n -s -ā -e -as -as -i

양

수

m -au -au -bhyām -bhyām -bhyām -os -os

f -au -au -bhyām -bhyām -bhyām -os -os

n -au -ī -bhyām -bhyām -bhyām -os -os

복

수

m -as -as -bhis -bhyas -bhyas -ām -su

f -as -as -bhis -bhyas -bhyas -ām -su

n -i -i -bhis -bhyas -bhyas -ām -su

Ⅰ. 범어에서 문장의 중심 요소

완결된 의미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단위는 문장(vākya)이다. 먼

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범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단어

는 크게 명사와 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 문법학자인 빠니니(Paṇin

i)는 단어를 명사형 굴절어(sup-anta)인 명사와 동사형 굴절어(tiṅ

-anta)인 동사 2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명사는 뒤에 명사형 어미

(sup-vibhakti)가 와서 곡용 변화한 단어이고, 동사는 뒤에 동사형

어미(tiṅ-vibhakti)가 와서 활용 변화한 단어이다. 명사형 어미에

는 주격, 목적격, 구격, 여격, 탈격, 소유격, 처격의 7종류가 있다.

동사형 어미에는 parasmaipada(能動態, 爲他態)와 ātmanepada(返

照態, 爲自態)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각각 ‘제1인칭’, ‘제2인칭’, ‘제3

인칭’에 따라 변화한다. 명사형 어미와 동사형 어미가 모두 단수,

양수, 복수를 취한다.3)

명사(명사형 굴절어): 명사 + 명사형 어미

약호: m = 남성, f = 여성, n = 중성

3) suptiṅantam padam.(P.1.4.14. (P.1.4.99~P.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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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어미 제2차 어미 명령법 어미

P Ā P Ā P Ā

단

수

1 mi e m(am) i āni ai

2 si se s thās -(dhi, hi) sva

3 ti te t ta tu tām

양

수

1 vas vahe va vahi āva āvahai

2 thas ethe(āthe) tam ethām(āthām) tam ethām(āthām)

3 tas ete(āte) tām etām(ātām) tām etām(ātām)

복

수

1 mas mahe ma mahi āma āmahai

2 tha dhve ta dhvam ta dhvam

3 nti(anti) nte(ate) n(an, ur) nta(ata) ntu(antu) ntām(atām)

동사(동사형 굴절어): 동사 + 동사형 어미

약호: P = Parasmaipada, Ā = Ātmanepada, 숫자는 인칭

어원학자인 야스까(Yaska, 서력 전 5세기 무렵)는 Nirukta에서

단어를 명사(nāman), 동사(ākhyāta), 불변화사(nipāta), 접두사(up

asarga)로 구분하고 있다.4)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더 근본적으로는

실체(sattva)가 지배적인 ‘명사’와 행동(bhāva)이 지배적인 ‘동사’

4) Nirukta, 1. 1. 야스까의 Nirukta에 대한 주석을 한 두르가(Durga)에

따르면, 명사와 동사를 먼저 열거한 것은 이 둘이 뒤의 둘보다

문법적으로나 어원학적으로 더욱 중요하며, 더군다나 이 둘은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도 그 의미를 잃지 않지만, 전차사와 불변화사는 명사와

동사에서 분리될 때는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들 4품사와 더불어 ‘동사를 결정짓는 것’(후치사, karmapravacanīya)을

더하여 5품사를 세우기도 한다. 여기서 ‘동사를 결정짓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사어근이 지시하는 행위를 한정짓는 것인데 이것은 동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동사를 결정짓는 것’은 동사어근이 지시하는 행위를

한정짓는 것이고, 동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동사를 결정짓는 것’

은 관계를 한정하므로 문장에서 개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표적 예로 “śākalya의 상히따를 암송한 뒤에 비가 왔다”(śākalyasya sa

ṃhitām anuprāvarṣat)라는 문장에서의 anu가 있다. 이 문장에는 ‘상히따’

와 ‘비’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 관계는 상히따 경전을

암송하는 행위 때문에 일어나고, 제2격(목적격)에 의해서 지시된다. anu

라는 ‘동사를 결정짓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지시하지는 않지만,

암송이라는 특수한 행위에 의해 ‘비가 내린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제한한다. Chakravarti(1933) p. 145~14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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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둘로 구분되는데,5) 전치사는 동사의 부류에, 그리고 불변화사

는 명사의 부류에 포함될 수 있다. 그 근거는 공간을 점유하는 정

적이고 구체적인 사물(siddhārtha)과 시간 속에서의 운동과 과정

(sādhyārtha)의 두 가지가 이 세계를 구성하는 두 요소이지만 세

계를 구성하는 사물과 운동의 두 요소도 실제로는 두 개로 분리

된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를 표현

하는 문장도 명사와 동사가 유기적으로 통합됨으로써 완결된 하

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가 主(pr

adhāna)가 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종속자(guṇa)가 되어야 한

다.6) 그러면 문장 속에서 명사와 동사 가운데 어느 것이 주된 것

이고, 어느 것이 종속된 것인가?

니야야(Nyāya, 正理) 학파는 명사들 가운데서도 행동의 주체(k

artṛ, agent)를 나타내는 ‘주격 명사’가 문장의 중심이고, 다른 격

의 명사들과 동사는 모두 그것에 종속된다고 본다. 이 학파에 따

르면, 사물의 운동과 작용은 사물 그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에 의해 일어난다. 운동은 반드시 앎(jñāna)과 의욕(icch

ā)과 의지(yatna)를 가진 의식적인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 세계가

창조될 때 원자의 운동도 主宰神(Īśvara)이나 볼 수 없는 힘(adṛṣṭ

a, 不可見力)에 의해 유발되고, 그런 주체가 없는 무의식적인 물질

만으로는 어떤 운동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문장의 중심은 운동의 원천인 ‘주체명사’로 본다. 그러므로 동사는

인칭과 수(단수, 양수, 복수)를 주어에 일치시켜야 한다. 예를 들

면 ‘데바닷따가 마을로 간다’(Devadatto grāmaṃ gacchati)라는

문장은 ‘마을’을 목적으로 해서 ‘간다’는 행동을 지닌 ‘데바닷따’라

는 행동주체로 해석된다. 여기서 ‘데바닷따’는 한정을 받는 자[피

한정자]이고 나머지는 모두는 그것의 한정자가 된다.

5) 대부분의 인도문법가들은 빠니니의 八章篇(1. 4. 14)에 따라서 단어를
명사형 어미를 가진 단어(subtanta)와 동사형 어미를 가진 단어(tinaṅta),

곧 명사와 동사로 나눈다.

6) Pandeya(1963)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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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기 미망사 학파는 ‘동사’가 문장의 중심이고, 다른 성

분들은 모두 그것에 종속된다고 본다.7) 미망사 학파는 이 우주의

최초의 창시자(Īśvara)나 첫 번째 운동(kriyā)의 주체자와 같은 의

식적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사물이나 사람이 운동을 유발

시키는 것이 아니다. 운동은 사물 자체에 본래부터 지닌 힘으로부

터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운동이 없다면 사물이나 사람은 행동 주

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행동이 주체보다 더 우선적이다. 문장에

서도 동사 이외의 모든 단어들은 동사가 지시하는 행동을 지지하

고 한정짓는 역할만을 한다. 인도 언어철학자인 바르뜨리하리(Bh

artṛhari)의 文章單語論(Vākyapadīya)에 보면,

따라서 단순한 동사는, 만일 그것에 의해 지시된 행동의 성취를 위

한 결정된 수단이 이해되고, 따라서 그것의 의미가 완성되면 문장이라

고 말해진다.8)

이처럼 ‘동사’가 그의 의미가 완성되면 문장이라고 주장한다. 다

시 말해 동사 자체가 문장이 아니라, 동사가 문장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보통 한 문장에는 많은 단어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의 동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때에는 단순한 동사로부터 완전한 문장 의미를

7) 그러나 후기 미망사 학파의 문장가분설(khaṇḍa-pakṣa)의 입장에서

표시연관설(abhihitānvayavāda)과 연관표시설(anvitābhidhānavāda)로

나누어지는데, 표시연관설을 주장하는 꾸마릴라 계통의 학자들은 개별적

단어가 전달한 의미들의 연합(saṃsarga), 곧 ‘단어들의 집합’과 ‘단어들의

연속’이 문장 의미라고 말하고, 연관표시설을 주장하는 쁘라바까라 계통의

학자들은 ‘동사가 문장이라는 주장’, ‘최초의 단어가 문장이라는 주장’,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각각의 단어’가 문장이라고 주장한다. 또

언어철학자 바르뜨리하리의 문장불가분설(akhaṇḍa-pakṣa)의 입장에서는

‘단어들의 집합에 내속한 변형’, ‘일자인 불가분적인 언어’, ‘단일한 정신’이

문장이라고 주장한다. Iyer(1983) p. 1~2 참조.
8) ākhyātaśabde niyataṃ sādhanaṃ yatra gamyate/ tad apy ekaṃ samāpt

ārthaṃ vākyam ity abhidhīya.(VPa. 2.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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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도 있다. 만약 행동을 전달하는 동사가 행동의 완성을

의미하고 그 의미가 완전하다면, 동사를 문장으로 볼 수 있다. 그

래서 문장 의미는 행동이나 과정을 본질로 한다고 주장한다.9)

미망사 학파에 따르면, 위의 예문 ‘데바닷따가 마을로 간다’에서

‘데바닷따’라는 행동주체와 ‘마을’이라는 목적지에 한정된 ‘간다’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감’(gamana)이라는 운동은 한정을

받는 자이고, 나머지는 그것을 한정하는 자가 된다.10)

‘제사의 명령’을 ‘베다’로 보는 미망사 학파는 모든 동사는 직접

적으로건 간접적으로건 명령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명령이란 어

떤 목적(sādhya)이 성취되도록 하는 힘(bhāvanā, 생성력)인데, 이

것은 동사의 어근이 아니라 ‘어미’(pratyaya) 부분에 의해 지시된

다고 한다.11)

그 안(즉 문장)에서, (행위에) 이차적인 것인 명사가 동사를 요구한

다. 완수되어야 할 것을 표현하는 동사는 수단들(을 표현하는 단어들)

을 요구한다.12)

위의 게송은 ‘다른 단어를 요구하는 단어’가 문장이라고 주장하

는 것에 대한 바르뜨리하리의 견해이다. 특히 밑줄 친 부분은, 동

사가 행위를 전달하고, 명사가 행위에 이차적인 것을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동사의 행위는 ‘성취되어야 할 것’(sādhya)인데 이것은

성취수단(sādhana)과 연관되어야 한다. 그래서 행위가 행위의 성

취수단과 연관되어야 한다.

‘보조적인 것’(sādhana)은 ‘필연적으로 완수되어야 할’(sādhya) 행위

를 전제한다. 그리고 행위는 필연적으로 보조적인 것들과 연관된다.

9) Iyer(1983) p. 184 참조.

10) Pandeya(1963) p. 168 fn. 1 참고.

11) Bhāskara(1984) pp. 3~4.
12) guṇabhāvena sākāṅkṣaṃ tatra nāma pravartate. sādhyatvena nimittāni

kriyāpadam apekṣate.(VP . 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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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이러한 필연성은 (다른 단어들의 의미의) 현존에 증거가 된

다.13)

이와 같이 미망사 학파의 동사 중심설은 문법학파들도 지지하

며, Karaka14) 격의 이론에서는 동사가 지시하는 행동과의 관계에

서 6격(vibhakti)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한다.15)

Ⅱ. 미망사 수뜨라에서 동사 중심의 문장

1. 동사는 apūrva의 인식수단

미망사 수뜨라는 “그리고 이제 다르마(dharma)에 대한 탐구
가 (시작된다).”MS. 1. 1. 1)16)라는 말로 시작한다. 바로 이어서

“베다의 명령(codanā)을 특성으로 하는 이로운 것이 다르마이다.”

(MS.1.1.2)라고 하여, dharma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17) 이것

13) niyataṃ sādhane sādhyaṃ kriyā niyatasādhanā. sa saṃnidhānamātreṇ

a niyamaḥ saṃprakāśate.(VP . 2. 47.)

14) ‘행동을 돕는 것’이라는 뜻으로, 동사의 행동을 돕는 것이다. MB. 1. 4. 3.

15) Karaka 6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이지수(1993), pp. 337~338.
16) 미망사 수뜨라의 목적은 ‘다르마’(dharma)를 탐구하고 확립하는 데
있다.

17) dharma는 우주를 유지시켜주는 ‘ṛta’(理法)와 사회적 의미로서의

‘ṛṇa’(빚)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미망사 학파에서는 dhrama를

‘베다에서 말하는 인간에게 이로운 것’과 ‘인간을 지복과 결합시켜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dharma는 인간의 인식 영역을 초월한

것이지만 그것은 ‘제사’나 ‘행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dharma로서의 원칙 준수와 ‘제사’라는 구체적인 실천이

만남으로써 인간의 행복은 그대로 발현된다고 한다. 김재천(1998), p. 167

; pp. 65~6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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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망사 수뜨라는 dharma(제사, 제사행위)는 오로지 베다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샤바라 바샤(Śāb
ara-bhāṣya)에서 ‘베다의 명령’(codanā)은 ‘베다의 말’(veda-vacan

a)을 가리킨다. 또한 codanā는 ‘apūrva’(無前, 비상한 힘, 초월적인

힘)18)이다.

행위를 의미하는 말(karma-śabda, 동사)은 행동(bhāva, 일어나는

것)의 의미이다. 이로부터 (과보인 apūrva의) 성취에 대한 인식이 생

긴다. (동사가) 명령되는 것은 이런 사실 때문이다.19)

Apūrva가 베다의 명령이라고 할 때 apūrva를 발생시키는 행동

을 표현하는 말은 문장요소 중에서 명사인가 아니면 동사인가?

다시 말해 여기서 문제는 ‘apūrva’가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로부터

발생하는지 아니면 실체(tattva, dravya)와 속성(guṇa)을 의미하

는 명사가 나타내는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여

기서 ‘행동’은 ‘어떤 것이 발생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와 같은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20)

‘Apūrva’의 인식은 동사와 명사와의 양자로부터 발생한다고 주

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미망사 학파는 동사로부터만 그에 대한 인

식이 발생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무엇을 발생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 ‘하늘을 바라는 자’(svarga kāmaḥ)라는 말

과 결합될 때 이것은 바로 ‘하늘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

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부터 과보의 성취나 충족

18) ‘Apūrva’는 ‘pūrva’(앞, 前)의 부정적인 용어로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실재에서 인식될 수 있는 어떠한 가시적인 내용도 배제하는

것이다. 곧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 그것에 선행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견될 수도 없지만 의도된 결과인 ‘하늘’(svarga,

天上)로 인도하는 ‘비상한 힘’이다.

19) bhāva arthāḥ karmaśabdās tebhyaḥ kriyā pratīyeta eṣa hy artho

vidhīyate.(MS. 2. 1. 1)

20) Jha(1973)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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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늘에 태어남)이라는 생각이 도출된다. 이것은 ‘하늘을 바라

는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하늘을 발생시키는가?’라는 질문에, ‘제

사를 지내야 한다’ 등과 같은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의해서 발

생시킨다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그래서 ‘apūrva’의 존재

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다고 한다.

또 사실은 동사가 의미하는 제사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것이 발

생해야 하고, ‘하늘에 대한 욕망’이 어떤 수단에 의해서 충족되어

야 한다. 그래서 제사 등의 ‘행위’와 ‘하늘’ 사이에는 서로 연관성

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하늘을 바라는 자는 제사를 지내야 한

다.”(svarga-kāmaḥ yajeta)라는 문장의 경우에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yajeta)와 같은 동사는 어떤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무엇이 발생되는가’, ‘무엇에 의해 발생되는가’, ‘어떻게 발생되는

가’ 하는 것들이다. ‘하늘을 바라는 자’(svarga-kāmaḥ)'라는 말은

바로 ‘무엇이 발생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그와 같은

것은 명사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가

‘apūrva’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가축 등을) 죽이고자 하는 자는 쉬예나 제사로써 지내야 한다.21)

가축을 얻고자 하는 자는 찌뜨라 제사로써 지내야 한다.22)

여기서 ‘쉬예나 제사’나 ‘찌뜨라 제사’라는 말은 행위를 나타내

는 말이 아니고, 또한 특정한 과보를 바라는 행위자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 어미가 행위자를 나타내는 말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 주장에서는 “행위(bhāva)는 모든 (말들)에 의해서

표시된다.”23)라고 하면서 명사도 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며

앞의 주장을 논박한다. 앞의 인용문의 예에서 ‘(동물 등을) 죽이고

21) śyenenābhicaran yajeta.(ṢB. 3. 8. 1)

22) citrayā yajeta paśukāmaḥ.(TS. 2. 4. 6. 1)

23) sarveṣāṁ bhāvo 'rtha (iti cet.)(MS.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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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자’(주격 명사)라는 말과 ‘쉬예나 제사로써’(구격 명사)라

는 말 사이의 연관은 ‘제사를 지내야 한다’(동사)라는 말에 의해

주장되는 것이고, ‘가축을 원하는 자’라는 말과 ‘찌뜨라 제사로써’

라는 말 사이의 연관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말에 의해 주장되

고 있다.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는 동사뿐만 아니고, 그 밖

의 모든 말들은 그와 같이 그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망사 학파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면서 비판한다.

이 말들은 명사이다. 실제 사용에서 발화될 때 그것들에 의해 표시

되는 대상들의 모습들은 이해되어간다. 결과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특별히 사용될 때에만 실재

들이 성취된다.24)

명사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전달할 목적으로 발화되어 그 의

미가 실제로 사용될 때 이해되었기 때문에 발생해서 얼마 동안

지속하다가 소멸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apūrva’가 이해되

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통해서라고 한다.

한편 동사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인식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요소들

에) 의존하기 때문이다.25)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될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만 ‘apūrva’가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사가 완성된 실

체를 의미하는 말[명사]와 함께 발화될 때 완성된 실체를 의미하

는 말은 단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목적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기 때

24) yeṣām utpattau sve prayoge rūpopalabdhis tāni nāmāni tasmāt

tebhyaḥ parākānkṣā bhūtatvāt sve prayoge.(MS. 2. 1. 3)

25) yeṣām tu utpattāv arthe sve prayogo na vidyate tāny ākhyātāni

tasmāt tebhyaḥ pratīyeta āṣritatvāt prayogasya.(MS.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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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동사는 앞으로 발생되어야 할 목적을 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따라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목적(하늘의 성취 등)이 상정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제사는 벌써 완성된

실체[명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나아가 동사가 의미하

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라는 명사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될 때만 그렇게 불릴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는 자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svarga kāmo yajeta)라는 문장

은 인간의 행위, 제사, 그들 사이의 관계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지

만 “실체에 의해서 하늘을 바라는 자”(svargakāmo dravyena)와

같이 동사가 없는 문장은 인간의 행위와 실체라는 생각만 만들어

낼 뿐이다. 다시 말해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와 실

체 사이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apūrva’는 행위의 주체

인 명사[주격명사]가 아니라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에 의해서만 인

식될 수 있고, 또한 그런 문장만이 의미가 있다.

2. 동사는 베다 명령의 일차적 행위와 이차적 행위를

구별하는 수단

앞의 논의에서는 동사가 나타내는 모든 행위로부터 ‘apūrva’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개연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미망사 수뜨라
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사 행위를 ‘중요한 제

사행위’(pradhāna, 일차적인 행위)와 ‘부차적인 제사행위’(guṇa, 이

차적인 행위)의 둘로 나누어 말한다.26) 다시 말해 동사가 나타내

는 행위는 ‘일차적인 행위’와 ‘이차적인 행위’의 둘로 나누어진다

는 것이다.

먼저 일차적인 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26) tāni dvaidhaṁ guṇa pradhāna bhūtāni.(MS. 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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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물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제사행위이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물체는 이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27)

이 수뜨라는 어떤 행위가 ‘apūrva’를 발생시키고, 어떤 행위는

‘apūrva’를 발생시키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기준이 된다. 구체적인 물체는 인간이 진짜 바라는 행위의

성취를 돕는 이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물체를

만들지 않는 행위만이 ‘apūrva’를 낳는 ‘일차적인 행위’일 수가 있

다.

그러면 이제 ‘이차적인 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살펴보자.

반면에 구체적인 물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차적인 제사행위이

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구체적인 물체가 일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이

다.28)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야 한다’(yajeta), ‘(공물을 불속으로) 던

져 넣다’(juhoti), ‘베풀다’(dadāti) 등과 같은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

는 어떤 구체적인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반면에

‘우유를 짜다’(dogdhi), ‘가루로 만들다’(pinaṣṭi), ‘녹이다’(vilāpayat

i) 등과 같은 동사는 구체적인 물건을 만들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차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별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다. 原形

祭祀에서는 쌀(vrīhi)을 재료로 하여 그것을 탈곡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變形祭祀에서는 공물로 바치는데 사용되는 재료가 검은 개

자(Priyaṅgu)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만약 모든 행위가 똑같이 ‘주요

한 것’이라고 한다면 ‘쌀의 탈곡’은 주요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검

은 개자를 재료로 규정한 제사에서도 ‘쌀의 탈곡’을 행하는 것이

27) yair dravyaṁ na cikīrṣyate tāni pradhānabhūtāni dravyasya

guṇabhūtatvāt.(MS. 2. 1. 7.)

28) yais tu dravyam cikīrṣyate guṇas tatra pratīyeta tasya dravya

pradhānatvāt.(MS. 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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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검은 개자 대신 쌀을 사용해야 하게 될 것

이다. 그러나 미망사 학파에 따르면, ‘쌀의 탈곡’은 특정한 재료인

‘쌀’을 정화하기 위한 보조적인 행위이므로 검은 개자를 재료로

규정한 제사에서 ‘쌀의 탈곡’을 행하거나 쌀을 사용할 필요가 없

다는 것이다.

Ⅲ. 유의미한 문장을 성립시키는 요소들

1. 문장의 이차적 의미29)를 결정하는 6요소들

만뜨라(mantra)30)는 ‘말을 지시하는 힘’(liṅga)을 가리킨다. 만

뜨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힘을 가리킨다. 전자는 ‘일차적 의미’이라 하고, 후자는 ‘이차적 의

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뜨라를 실제로 사용할 때 그것이

‘일차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이차적인 의미’로 사용되

었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베다의) 말들로부터 직접 이해되는 것은 ‘일차적인 의

미’(mukhya)라고 하고, ‘일차적인 의미’로부터 어떤 연관성을 통

해 추론되는 것은 ‘이차적 의미’(jaghanya, gauṇa)라고 부른다. 이

에 대해 미망사 학파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만뜨라들의 이차적인 특성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만뜨라의 힘에

29)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단어의 일차적 의미(śakti,

abhidhā)라고 하며, 일차적 의미에 의존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이차적 의미(lakṣaṇa, gauṅī)라고 한다.

30) mantra는 찬가, 성전의 문구, 제사문구, 주문, 언어 등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베다 성전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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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뜨라들은 일차적인 의미와 연관하여 사용

되어야 한다. 특히 그들의 연관이 영원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은 그

의미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31)

샤바라 바샤에서는 다음과 같은 만뜨라를 들어 설명한다.

“나는 신의 자리에 있는 풀을 베고 있다.”32) 이 만뜨라는 ‘이차적

의미’가 아니라 ‘일차적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자

가 똑같이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만뜨라가 어떤 문맥에

서 언급이 될 때, 그것이 나머지 문맥과 연관되는 것은 일차적 의

미에서다. 그래서 만뜨라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그 만뜨라

에 의해서만 성취해야 한다. 또 ‘일차적인 의미’를 통해 ‘이차적인

의미’가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차적인 의미’의 표현에 의해

그 목적이 충족될 때, ‘이차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할 근거는 없

다.

그런데 문제는 ‘만뜨라는 그 일차적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칙이 어디에나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미
망사 수뜨라에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의 경우에 의지하여 이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⑴ 직접적인 말(śruti, 계시서인 聖典)

‘아인드리(Aindrī)’ 만뜨라는 그 일차적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

다. 거기에는 분명한 베다의 말(vacana,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33)

비록 (말들과 그들의 의미 사이의) 연관이 베다의 말에 의해 창조

된 것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속성 때문에 불[火]의 암시가 있을 수

있다.34)

31) artha abhidhāna sāmarthyān mantreṣu śeṣabhāvaḥ syāt tasmād utpatti

sambandho 'rthena nityasaṁyogāt.(MS. 3. 2. 1.)

32) varhirdevasadanam dāmi.

33) vacanāt tv ayathā artham aindrī syāt.(MS. 3. 2. 3.)

34) guṇād vā apy abhidhānaṁ syāt sambandhasya aśāstra hetutvāt.(MS.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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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인드리 만뜨라로 가르하빠뜨야 불을 숭배한다.”35)

라는 문장에서, 문제는 이 만뜨라에서 ‘아인드리’36)라는 이름이 지

시하듯이, 만뜨라가 ‘인드라’의 숭배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

니면 베다의 직접적인 언급처럼 ‘가르하빠뜨야 불’37)의 숭배에 사

용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다. 미망사 수뜨라는 이에 대해 베
다에 직접적인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만뜨라는 ‘인드라 신’(Indra)

이 아니라 ‘가르하빠뜨야 불’의 숭배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만뜨라는 불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한 이차

적인 행위[의미]이다.

⑵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힘(liṅga, 證據)38)

먼저 반대론자의 주장을 보기로 하자.

베다의 모든 章節(anuvāka)은 ‘지시하는 힘’과 ‘이름’을 통해 ‘먹는

것’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39)

이에 대해서 미망사 수뜨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형태(만뜨라의 단어들)와 베다의 명령 때문에 베다의 章節의 일부

는 (따로따로 사용하기 위해) 인용되어야 한다. 특히 (인용문이 사용

되는) 행위들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40)

35) niveśanaḥ saṅgamano vasūnām ityaindryā

gārhapatyamupatiṣṭhate.(MS. 3. 2. 4.)

36) Aindrī에서 남성명사로 aindra는 Indra 신에 속하는, 또는 Indra 신에서

유래한 것을 의미하고, 여성명사로 Aindrī는 Indra 신의 방위 곧 동쪽을

가리킨다.

37) gṛhapati(가장)에서 파생한 것으로 agni(불)과 함께 또는 agni를

보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이 서쪽에 있는 聖火라는

의미에서 가장의 불을 안치하는 서쪽 장소 또는 가정의 불을 의미한다.

38) MS. 3. 2. 1. 및 24-33 참조.

39) liṅga samākhyānābhyāṁ bhakṣa arthatā anuvākasya.(MS. 3. 2. 24.)

40) tasya rūpa upadeśābhyām apakarṣo 'rthasya coditatvāt.(MS. 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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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베다의 장절이 ‘먹는 것’과 연관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것

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 飮食만뜨라(Bhakṣānuvāka Mantra)41)에

서 이 章節(anuvāka) 전체는 ‘먹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가 아

니면 장절의 일부분은 따로따로 사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 만뜨라는 ‘박샤누바카’(bhakṣānuvāka, 음식의 장절)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그 만뜨라는 ‘마시는 것’과 관련하고, 또한 검

사하는 손에 즙을 ‘쥐는 것’이나 ‘마시는 것’ 등처럼 집합적으로

‘마시는 것’을 구성하는 모든 수반되는 행위들에서 사용된다는 것

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면 그 문장들은 그들의 이차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⑶ 구문론적인 연관 관계(vākya, 文章)42)

먼저 반대주장의 경우를 먼저 보자.

聖典에 의한 말들은 類(jāti)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43)

그들은 ‘릭’(ṛk)과 ‘사만’(sāman)과 ‘야주스’(yajuṣ)라는 말은 ‘리

그베다’나 ‘야주르베다’와 같은 베다의 상히따(Saṁhitā, 本集)와는

관계가 없고, 단지 ‘운문’이나 ‘산문’을 가리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미망사 수뜨라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자신의 입
장을 말한다.

릭(ṛk)과 관계있는 것은 ‘큰 소리로’, 사만(sāman)과 관계있는 것은

‘큰 소리로’, 야주스(yajuṣ)와 관계있는 것은 ‘작은 소리’로 행한다.44)

41). TS. 3. 2. 5. 1~3.
42) artha ekatve dravyaguṇayor aikakarmyān niyamaḥ syāt(재료와 속성이

같은 목적을 가질 때, 그것들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限定이

있어야 한다).(MS. 3. 1. 12.)에 대한 ŚB의 주석 참조.

43) śruter jāta adhikāraḥ syāt.(MS. 3. 3. 1.)

44) uccair ṛcā kriyate uccaiḥ sāmnā upāṁśu yajuṣā.(MaS. 3. 6. 5.)



미망사 수뜨라에서 유의미한 문장의 성립 요소들 ∙ 73

① “베다문헌에서 밝힌 것은 ‘베다’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

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베다를 다루는 문장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이다.”45) 다시 말해, 위의 베다의 문장은 “쁘라자빠띠만

이 그때 홀로 있었다. 그는 고행(tapas)을 했다. 그가 고행을 행하

자 그로부터 ‘아그니 신’, ‘바유 신’, ‘아디뜨야 신’의 3신이 나왔다.

신들은 고행을 했다. 그들이 고행을 행하자 그들로부터 세 베다가

나왔다. 아그니로부터 ‘리그베다’가, 바유로부터 ‘야주르베다’가, 아

디뜨야로부터 ‘사마베다’가 나왔다.”46)라는 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

이다.47) 따라서 ‘‘릭’는 큰 소리로 암송되어야 한다’는 명령은 베다

의 기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같은 문장의 연속이므로, 두 구문은

구문론적인 연관 관계에 의해 그 문장을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② “지시하는 힘 때문이다.”48) ‘릭’, ‘사만’, ‘야주스’의 단어들이

세 베다를 나타낸다는 사실의 표시도 또한 베다 문헌이다. 이것은

“아침에 신은 ‘릭’과 함께 움직이고, 한낮에 신은 ‘야주르베다’ 곁

에 머물며, 저녁에 신은 ‘사마베다’로 숭배를 받는다. 그와 같이 태

양은 세 베다가 없이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49)라는 문장을 염

두에 둔 말이다. 여기서 ‘릭’이 ‘리그베다’를 가리키듯이 위의 문장

도 그와 마찬가지다.

③ “또한 사마 베다의 (‘큰소리로’와 같은) 속성에 대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체 자체와 연관될 수 없다.”50)

가령 ‘사만’과 관련 있는 것은 ‘큰 소리로’라는 속성에 대한 명령

45) vedo vā prāya darśanāt.(MS. 3. 3. 2.)

46) prajāpatir vā idam eka āsīt, sa tapo'tapyata, tasmāt tapastepānāt trayo

devā asṛjyanta, agnirvāyur ādityaḥ, te tapo'tapyanta,

tebhyastepānebhyastrayo vedā asṛjyanta, agner ṛgvedo vāyor

yajurveda ādityāt sāmavedaḥ.(ŚB. 11. 5. 8. 1-3.)

47) cf. Garge(1952) p. 120.

48) liṅgāc ca.(MS. 3. 3. 3.)

49) ṛgbhiḥ prātar divi deva īyate, yajurvedena tiṣṭhati madhye ahnaḥ,

sāmavedenāstamaye mahīyate, vedair aśūnyaistribhireti sūryaḥ.(TB. 3.

12. 9. 1.)

50) dharma upadeśāc ca na hi dravyeṇa sambandhaḥ.(MS.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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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약 만뜨라의 한 유형인 운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릭’이라

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사만’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반복에 지

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마베다’를 의미하는 말이

다.

④ “‘뜨라이비드야(trayīvidya)’(세 가지 지식)라는 호칭은 세 베

다를 아는 자에게 적용된다.”51) ‘뜨라이비드야’는 세 베다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를 가리키므로 이에 의해서도 ‘릭’과 ‘사만’과 ‘야주

스’는 베다를 뜻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대주장에서는 “(리그베다에서 보이지 않

는 야주르베다의) 구절의 경우에 (‘크게’라는) 명령은 말 그대로

따라야 한다.”52)고 반박하고 있다. 위의 문장에 대한 반대주장의

해석을 인정한다면, ‘야주르베다’에 보이는 운문도 큰 소리로 암송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미망사 수뜨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논박하고 있다.

① “그렇지 않다. 동등함이 전체에 속하기 때문이다.”53) 곧 ‘큰

소리로’라는 속성은 ‘리그베다’ 전체에 속하고, ‘작은 소리로’라는

속성은 ‘야주르베다’ 전체에 속하기 때문에, ‘야주르베다’에 보이는

운문도 또한 ‘작은 소리로’ 암송해야 한다고 한다.

② “베다와 (‘크게’ 등의) 연관이 (구문론적인 연관에 의해 입증

되는 한) 그것은 문맥에 의해 배제될 수 없다.”54) 그러나 사실상

(‘큰 소리로’ 등) 모든 베다가 구문론적 연관에 의해 입증되고, 그

리고 맥락이 구문론적인 연관에 의해 배제된다면, 그것은 적절하

지 않다. 반대주장에서 말하는 것은 ‘문맥’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구문론적인 연관(문장)에 의한 것보다 낮은 판단 기준이다.

51) trayī vidyā ākhyā ca tadvidhi.(MS. 3. 3. 5.)

52) vyakti krame yathāśruti (iti cet.)(MS. 3. 3. 6.)

53) na sarvasmin niveśāt.(MS. 3. 3. 7.)

54) vedasaṁyogān na prakaraṇena bādhyeta.(MS. 3. 3. 8.)



미망사 수뜨라에서 유의미한 문장의 성립 요소들 ∙ 75

⑷ 문맥(prakaraṇa)

(달리) 연관이 없는 것은 문맥을 통해 연관된다. 순서에 대한 자세

한 사항들이 항상 요구되기 때문이다.55)

문맥은 이차적인 의미의 연관에 대한 표시이다.56) 예를 들어

“하늘을 바라는 자는 新·만월제(Darśa-Pūrṇamāsa)를 행해야 한

다.”는 문장과 관련하여, 예로 “사미드 제사(Samidh)를 행해야 한

다. 따누나빠뜨 제사(Tanūnapāt)를 행해야 한다. … ”57)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세 문장 속에서는 구문론적인 연관 관계가 없

고, 각 문장은 독립해서 있기 때문에 다른 제사의 명령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들 속에서는 사미드 제사․따누나빠뜨

제사와 신·만월제 사이의 어떠한 연관에 대한 지시하는 말로도 추

론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신·만월제와 관련해서는 ‘하늘’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미

드 제사나 따누나빠뜨 제사와 관련해서는 결과(과보)에 대한 언급

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의 두 제사도 베다에서 명

령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로 인도해야 할 것인

데, 그러한 결과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사에 대한 명령은 성취되어야 할 결과가

없이 명령의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있으므로 그러한 결과의

요소가 빠져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5) asaṁyuktaṁ prakaraṇād iti kartavyatā arthitvāt.(MS. 3. 3. 11.)

56) 이차적인 의미의 연관을 결정하는 세 가지 수단은 ‘직접적인 말’,

‘지시하는 힘’, ‘구문론적인 연관’인데 첫째, ‘직접적인 말’은 ‘Aindryā

gārhapatyam upatiṣṭhate’에서 대격어미(gārhapatyam)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에서 발견된다. 둘째, ‘지시하는 힘’은 만뜨라에 포함된

단어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만뜨라의 적용을 결정하는 데서

발견된다. 셋째, ‘구문론적인 연관’은 이차적인 의미의 연관을 결정하는

데서 보인다. Jha(1973) p. 446.

57) samidho yajati, tanūnapātaṁ yajati, (iḍo yajati, barhir yajati,

svāhākāraṁ yajati.)(TS. 2. 6. 1. 1; ŚB. 1. 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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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만월제에 대해서도 보면, 첫 문장에 담긴 명령이 제공

하고 있는 정보는 ‘하늘을 바라는 자는 신·만월제를 행해야 한다’

는 것뿐이고, 그러한 제사의 실행에서 채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이 명령도 또한 절차의 요소가 빠져 있

고, 절차 없이는 그 명령의 기능도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이제 이들 두 가지 명령을 합해 보면, 이들은 서로 부족한 것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신·만월제의 명령에서

언급하는 ‘하늘의 획득’은 사미드 제사와 따누나빠뜨 제사의 완성

을 돕는 결과로서 인정이 되고, 또 이들 두 제사는 신·만월제가

필요로 하는 순서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문맥(prakaraṇa)에 의해 알 수 있다. 그

래서 집합적으로 前祭(prayāja)라고 하는 사미드 제사와 따누나빠

뜨 제사는 신·만월제에 대해 ‘이차적인 행위’가 된다.

⑸ 어순(krama-sthāna)

어순(연관의 순서)도 장소의 동일성에서 (‘이차적인 의미’의 연관을

결정짓는다).58)

이것은 이차적인 의미의 연관은 어순에 의해 지시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당신은 미사일이니, 나는 다치지 말고, (적을) 무찌

르리라.”59)라는 문장에서는 이 만뜨라가 사용되는 장소에 대한 직

접적인 말(일차적인 의미)이나 지시하는 힘(이차적인 의미)도 없

고, 구문론적인 연관 관계나 문맥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아그네

야 제사(Āgṇeya)와 우빰슈야자 제사(Upāṁśuyāja)와 아그니쇼미

야 제사(Agnīṣomīya)라는 일련의 세 개의 제사가 명확한 순서로

언급되어 있고, 세 만뜨라 안에 언급되어 있으며, 같은 장소에 언

58) kramaś ca deśa sāmānyāt.(MS. 3. 3. 12.)

59) dabdhirnāmāsi … (MŚS. 1. 4. 2. 4.) cf. TS. 1. 6. 2. 4; 1. 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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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어 있다면, 첫 번째 만뜨라는 첫 번째 제사(Āgṇeya)에 사용

되고, 두 번째 만뜨라는 두 번째 제사(Upāṁśuyāja)에, 세 번째 만

뜨라는 세 번째 제사(Agnīṣomīya)에 사용될 것이다. 위에 언급된

만뜨라는 두 번째이므로, 두 번째 제사인 우빰슈야자 제사에서 이

차적인 행위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⑹ 이름(samākhyā, 命名)

이름도 또한 (이차적인 의미의 연관을 결정한다). 그것은 그러한 목

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60)

이것은 이름에 의해 이차적인 의미의 연관이 결정된다는 것이

다. 제사를 거행하는 여러 사제들이 암송하는 여러 만뜨라가 있는

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사제가 어떤 만뜨라를 암송하는지에 대

한 명확한 직접적인 명령이나 이에 대한 지시하는 말이 없다. 또

한 구문론적인 연관 관계나 문맥이나 어순도 찾을 수가 없다. 다

음과 같은 만뜨라에 적용되는 이름에 의해 그러한 상황에서 틀리

게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을 피할 수 있다.

ⓐ 하우트라(hautra)라고 이름이 붙여진 리그베다의 만뜨라는

주로 호뜨리 사제(hotṛ)가 암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 아드바르야바(ādhvaryava)라고 이름이 붙여진 야주르베다의

만뜨라는 주로 아드바류 사제(adhvaryu)가 암송하는 것을 가리킨

다.

ⓒ 아우드가뜨라(audgātra)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마베다의 만

뜨라는 주로 웃가뜨리 사제(udgātṛ)가 암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우트라’ 만뜨라가 호뜨리 사제에게 이차적인 행위라는

등의 사실은 만뜨라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된다.

60) ākhyā ca evaṁ tadarthatvāt.(MS. 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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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장의 이차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6요소들의 우선 순위

그렇다면 만약에 ‘이차적인 의미’를 결정할 때 지금까지 열거한

여섯 가지 방법들이 서로 상충한다면 어느 것에 더 권위를 주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 미망사 수뜨라에서는 그것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밝히고 있다.

성전·지시하는 힘·문장·문맥·어순·이름 가운데서 후자가 전자보다

약하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목적(하늘의 성취)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

져 있기 때문이다.61)

베다에서 직접적인 말(일차적인 의미)과 지시하는 힘(이차적인

의미)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 전자를 받아들이고 후자는 부

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이것으로 저것을 대신해야 한다는 사

상에 깔려있는 원리는, 다르마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베다에서

진술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샤바라 바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우
선순위를 밝히고 있다.

⑴ 베다의 ‘직접적인 말’은 ‘지시하는 힘’보다 더 권위가 있다.62)

‘직접적인 말’의 경우에 행해져야 하는 것은 베다에서 직접 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시하는 말’의 경우에 그것이 받아들

여진다고 하더라도 지시되는 행위의 과정은 그 힘에 의존하여 동

일한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말’이 상정된 이후에만 권위 있는 것

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둘 사이에 충돌이 있

을 때, 그 자체로 충족하는 ‘직접적인 말’은 ‘지시하는 말’이 상정

61) śruti liṅga vākya prakaraṇa sthāna samākhyānāṁ samavāye

pāradaurbalyam artha viprakarṣāt.(MS. 3. 3. 14.)

62) Jha(1973) pp. 4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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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직접적인 말’을 통해 그 자체로 성취하기 훨씬 이전에 그 목적

을 성취한다. 예를 들면 “ … ‘아인드리(Aindrī)’ 만뜨라로 가르하

빠뜨야(gārhapatya) 불을 숭배해야 한다.”63)라는 말이 있을 때, 여

기에는 가르하빠뜨야 불을 숭배할 때 ‘아인드리’ 만뜨라를 사용하

라는 ‘직접적인 말’이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오 인드라여, 당신

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祭主를 저버리지 않습니다.”64)에서

는 ‘인드라’라는 말은 그 ‘지시하는 힘’에 의해 그 만뜨라가 ‘인드

라’의 숭배에 사용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데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후자가 효력을 갖기 이전

에 이러한 힘에 의존하여 “‘아인드리’ 만뜨라는 인드라 신의 숭배

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말을 상정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정은 “‘아인드리’ 만뜨라는 가르하빠뜨

야 불의 숭배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실제와 상반된 직접적인 말

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결국 ‘지시하는 힘’은 그 힘을 상실하고

‘직접적인 말’에 의해 대체되어, ‘아인드리’ 만뜨라는 가르하빠뜨야

불의 숭배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⑵ 지시하는 힘은 구문론적인 연관 관계보다 더 권위가 있다.65)

예를 들면, “오 떡이여, 나는 당신을 위해 멋진 자리를 마련합

니다. 그리고 깨끗한 버터로 당신을 편하게 합니다. 오, 곡식의 진

수여, 편한 마음으로 이 위에 자리를 잡으소서.”66)라는 만뜨라에

서, 구문론적으로 연관된 말들은 만뜨라의 두 부분을 하나의 문장

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전체 만뜨라가 떡을 위해 풀(kuśa)로 만

63) niveśanaḥ saṁgamano vasūnām iti) aindryā gārhapatyam

upatiṣṭhate.(MaS. 3. 2. 4.)

64) kadācana starīrasi nendrasaścasi dāśuṣe.(TS. 1. 5. 6. 4; 1. 5. 8. 4; Ṛg

Veda Ⅷ. 51. 7; MS. 1. 5. 11.) cf. Garge(1952) pp. 78~79 ; 165~166.
65) Jha(1973) pp. 455~458.
66) syonante sadanam kṛṇomi ghṛtasya dhārayā suśevaṁ kalpayāmi.

tasmīn sīdāmṛte pratitiṣṭha vrīhīṇām medha sumanasyamānaḥ.(TB. 3.

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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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자리를 준비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만뜨라의 두 부분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앞

부분은 ‘자리의 준비’(sadanam kṛṇomi)에 사용되는 것이고, 뒷부

분은 풀 위에 떡을 놓는 데(tasminsīda)에 사용된다. 여기서 구문

론적 연관에 의한 앞의 의미보다 말을 지시하는 힘에 의한 뒤의

힘을 더 권위 있게 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구문론적 연관의 경우에는 첫째로 ‘자리의 준비’에 그 만뜨라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준비하다(kṛṇomi)’라는 말을 지시하는

힘과, 둘째로 전체 만뜨라가 그러한 준비 행위에 사용된다는 생각

을 지지하는 직접적인 말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시하는

말의 경우에 단지 필요한 상정은 ‘만뜨라의 첫 부분은 자리의 준

비에 사용되고, 뒷부분은 그 위에 떡을 놓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지시하는 힘은 구문론적 연관보다는 직접적인 말

에 한 단계 가까이 있다. 이것은 ‘최종적인 목적으로부터 더 멀기

때문에’라는 경전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다.

⑶ 구문론적인 연관은 문맥보다 더 권위가 있다.67)

예를 들어, 신·만월제와 관련된 기도문(sūktavāka nigada)이 있

다.68) 그 곳에서는 만월제(Paurṇamāsī, 매월 보름에 지내는 제사)

와 연관된 아그니·소마(Soma) 신과 신월제(Amāvāsyā, 매월 초하

루에 지내는 제사)와 연관된 인드라·아그니 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만월제의 경우에 문맥에 따라 인드라·아그니 신을

빼고 두 문장을 똑같이 반복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문론적인 연관

에 따라 신월제와 관련된 문장 전체를 빼고 해당 문장만을 암송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미망사 학파에서는 구문론적

인 연관이 문맥보다 더 우위에 있으므로 ‘해당 문장만 암송해야

67) Jha(1973) pp. 458~461.
68) agnīṣomāvidaṁ havirajuṣetām avīvṛdhetām maho jyāyo krātām.

indrāgnī idaṁ havirajuṣetām avīvṛdhetām maho jyāyo krātām. ….(TB.

3. 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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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다. 또 구문론적인 연관이 가리키는 것은 만뜨라의 자

연적인 구성과 해석이 제공하는 의미에 근거하고 있지만, 문맥이

가리키는 것은 잘해야 만뜨라 자체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의 입장

에서 말에 강요된 구성이나 해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문론

적인 연관이 문맥보다 더 권위가 있다.

⑷ 문맥은 어순보다 더 권위가 있다.

예를 들어 라자수야 제사(Rājasūya)에는 몇 개의 주요한 제사

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관정식(Abhiṣecanīya, 卽位式)이다. 이

관정식의 규정 가운데 쉬나흐쉐빠(Śunaḥśepa)69) 이야기에는 도박

과 같은 행위에 대한 언급이 있다. 관정식에 이러한 행위들이 가

까이 있다는 것은 도박이 관정식에 대해 이차적인 행위라는 사실

을 가리킨다. 또 도박이 라자수야 제사의 문맥에서 언급된다는 사

실은 도박이 라자수야 제사 자체에 대해 이차적인 행위라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도박은 라자수야 제사에 대해 이차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앞에서와 같이 문맥이 어순보다 성전의 직접

적인 말에 한 단계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문맥은 행위와 만뜨

라 사이의 상호 필요성을 통해서만 작용한다. 그러므로 문맥에서

어떤 만뜨라가 어떤 제사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킬 때,

문맥은 어순보다 그 작용에서 좀 더 직접적이다. 왜냐하면 행위와

만뜨라 사이의 연관은 만뜨라와 행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의 상호

필요성을 통해 성립되는 직접적인 구문론적인 연관을 통한 문맥

에 의해 지시되기 때문이다.

⑸ 어순은 이름보다 더 권위가 있다.70)

예컨대 “신의 행위를 위해 정화하라.”71)라는 만뜨라에서 이 만

69) Ajigarta의 아들로, Aitareya Brāhmaṇa의 유명한 한 삽화의 주인공.

70) Jha(1973) pp. 462~463.
71) śundhadhvaṁ daivyāya karmaṇe.(TS. 1. 1. 3. 1; 1. 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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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라는 떡(puroḍāśa)의 정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 이 만뜨라는 산나이야(sānnāyya, 凝乳와 우유의 혼합물) 그릇

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들과 가까이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사실로 미루어 이 만뜨라는 떡을 담는 그릇을 깨끗이 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어순이 이름보다 베

다성전의 직접적인 말에 한 단계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

맥’은 베다적인 것이고, ‘이름’은 좀 더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문장의

중심은 동사라는 점이고, 둘째는 만뜨라는 일차적인 의미로 사용

되어야 하지만, 이차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할 때 이차적인 의미

를 결정하는 6가지 요소들을 들고 있는데, 만약 그 요소들 사이에

서 상충될 때 어떤 요소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논의 내용의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

하겠다.

범어에서 문장의 중심 요소 : 니야야(Nyāya, 正理) 학파는 명사

들 가운데서도 행위의 주체(kartṛ, agent)를 나타내는 ‘주격 명사’

가 문장의 중심이고, 다른 격의 명사들과 동사는 모두 그것에 종

속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데바닷따가 마을로 간다’(Devadatto gr

āmaṃ gacchati)라는 문장은 ‘마을’을 목적으로 해서 ‘간다’는 행위

를 지닌 ‘데바닷따’라는 행위주체로 해석된다. 여기서 ‘데바닷따’는

한정을 받는 자[피한정자]이고 나머지는 모두는 그것의 한정자가

된다. 그러나 미망사 학파는 ‘동사’가 문장의 중심이고 다른 성분

들은 모두 그것에 종속된다고 본다. 위의 예문 ‘데바닷따가 마을

로 간다’에서 ‘데바닷따’라는 행위주체와 ‘마을’이라는 목적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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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간다’는 행위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감’(gamana)이라는 운

동이 한정을 받는 자이고 나머지는 그것을 한정하는 자가 된다.

‘제사의 명령’을 ‘베다’로 보는 미망사 학파는 모든 동사는 직접적

으로건 간접적으로건 명령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명령이란 어떤

목적(sādhya)이 성취되도록 하는 힘(bhāvanā, 생성력)이라고 부르

는데, 이것은 동사의 어근이 아니라 ‘어미’(pratyaya) 부분에 의해

지시된다고 한다.

동사는 베다 명령문의 1차적인 인식수단 : 샤바라 바샤에서
‘베다의 명령’(codanā)은 ‘베다의 말’(veda-vacana)을 가리킨다. 또

한 codanā는 ‘apūrva’이다.

행위를 의미하는 말( 동사)은 행위(bhāva)의 의미이다. 이로부터

(과보인 apūrva의) 성취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 (동사가) 명령되는 것

은 이런 사실 때문이다.

Apūrva가 베다의 명령이라고 할 때 apūrva를 발생시키는 행위

를 표현하는 말은 문장요소에 대해서, 미망사 학파는 동사로부터

만 apūrva에 대한 인식이 일어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무엇을 발

생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 ‘하늘을 바라는 자’(sv

arga kāmaḥ)라는 말과 결합될 때 이것은 바로 ‘하늘이 발생하도

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고, 이러한 말로부터 과보

의 성취나 충족(예, 하늘에 태어남)이라는 생각이 도출된다. 그래

서 ‘apūrva’의 존재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축 등을) 죽이고자 하는 자는 쉬예나 제사로써 지내야 한다.”

“가축을 얻고자 하는 자는 찌뜨라 제사로써 지내야 한다.”

여기서 ‘쉬예나 제사’나 ‘찌뜨라 제사’라는 말은 행위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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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 아니고, 또한 특정한 과보를 바라는 행위자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 어미가 행위자를 나타내는 말과 다르기

때문이다.

동사는 베다 명령의 일차적 행위와 이차적 행위를 구별하는 수

단 : 그런데 앞에서 논의에서는 동사가 나타내는 모든 행위로부터

‘apūrva’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개연성도 없지 않다. 미망사 학파

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사 행위를 ‘중요한 제

사행위’(pradhāna, 일차적인 행위)와 ‘부차적인 제사행위’(guṇa, 이

차적인 행위)의 둘로 나누어 말한다.

구체적인 물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제사행위이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물체는 이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수뜨라는 어떤 행위가 ‘apūrva’를 발생시키고, 어떤 행위는

‘apūrva’를 발생시키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기준이 된다. 구체적인 물체는 인간이 진짜 바라는 행위의

성취를 돕는 이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물체를

만들지 않는 행위만이 ‘apūrva’를 낳는 ‘일차적인 행위’이다. 그러

면 이제 ‘이차적인 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반면에 구체적인 물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차적인 제사행위이

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물체가 일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야 한다’(yajeta), ‘(공물을 불속으로) 던

져 넣다’(juhoti), ‘베풀다’(dadāti) 등과 같은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

는 어떤 구체적인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반면에

‘우유를 짜다’(dogdhi), ‘가루로 만들다’(pinaṣṭi), ‘녹이다’(vilāpayat

i) 등과 같은 동사는 구체적인 물건을 만들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차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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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이차적 의미를 결정하는 6요소들 : 만뜨라(mantra)는

‘말을 지시하는 힘’(liṅga)을 가리킨다. 만뜨라의 이러한 ‘힘’은 말

이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힘을 가리

킨다. 전자는 ‘일차적 의미’이라 하고, 후자는 ‘이차적 의미’이다.

어떤 만뜨라가 어떤 문맥에서 언급이 될 때, 그것이 나머지 문맥

과 연관되는 것은 일차적 의미에서다. 그런데 문제는 ‘만뜨라는

그 일차적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칙이 어디에서

나 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미망사 학파에서는 ⑴

직접적인 말(śruti), ⑵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힘(liṅga, 證據), ⑶

구문론적인 연관 관계(vākya, 文章), ⑷ 문맥(prakaraṇa), ⑸ 어순

(krama-sthāna), ⑹ 이름(samākhyā)와 같은 여섯 가지의 이차적

인 수단에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문장의 이차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6요소들의 우선 순위 : 그렇

다면 만약에 ‘이차적인 의미’를 결정할 때 지금까지 열거한 여섯

가지 방법들이 서로 상충한다면 어느 것에 더 권위를 주어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할까?

베다에서 직접적인 말(일차적인 의미)과 지시하는 힘(이차적인

의미)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 전자를 받아들이고 후자는 부

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이것으로 저것을 대신해야 한다는 사

상에 깔려있는 원리는, 다르마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베다에서

진술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의미이다. 그래서 6요소들의 우선순위는 ⑴ 직접적인 말, 간접

적으로 지시하는 힘, 구문론적인 연관 관계(文章), 문맥(prakaraṇ

a), 어순(krama-sthāna), 이름의 순서이다. 미망사 수뜨라에서는
이러한 것의 근거로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성전·지시하는 힘·문장·문맥·어순·이름 가운데서 후자가 전자보다

약하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목적(하늘의 성취)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

져 있기 때문이다.

86 ∙ 印度哲學 제20집

인도철학은 이론과 실천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동시에 성취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미망사 수
뜨라가 베다의 명령문을 정확히 해석하여 알고, 그것을 토대로

올바른 제사의식을 실행한다는 것은 인도인의 언어와 사유의 관

계를 살펴볼 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망사 수뜨라에 나타난 유의미한 문장을 이루는 요
소들은 초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후대의 쁘라바까라 계통이나 꾸

마릴라 계통 또는 바르뜨리하리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전된 논의

들보다는 덜 명확하고 분명하지는 않고, 또 얼른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 바탕에 올바른 제사의 실행과 그에

따른 과보로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날까지도 신상들에 대한 공양과 예배를 즐겨 행

하고 있는 인도인들의 사고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논의는 연구의 대주제인 인도인의 사유 토대로서 언어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데서 미망사 수뜨
라에 나타난 유의미한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나
름대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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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ctors consist of the meaningful sentence in

the Mīmāṁsā-Sūtra: with the priority given to

Śābara-Bhāṣya

Moon, Eul Sik

(Chungbuk Univ.)

I will examine that the factors consist of the

meaningful sentence classify two kinds in this treatise.

First, what is the key word in the sentence? Secondly,

mantra is used to the primary meaning, but when it is used

to the secondary meaning, there are six factors. But when

there are a contradictory view to decide to the secondary

meaning between these factors, how are these contended for

the order of precedence?

1. What is the key factor of the sentence in the

sanskrit? Mīmāṁsā-Sūtra is regarded as the key word of

the sentence is a verb and another factors subordinate to it.

2. What does recognize apūrva in the Vedic order? It

said to verb in the Mīmāṁsā-Sūtra. When is Apūrva in the

Vedic order, A word express the act to be produced Apūrva

in the sentence factors. Then Apūrva is happened to

recognition from verb only in the Mīmāṁsā-Sūtra.

3. What is the means which distinguishes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act? It said to verb in the

Mīmāṁsā-Sūtra. From the foregoing discussion it would

appear as if there were an Apūrva resulting from every act.

In order to remove this misconception, the auth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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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īmāṁsā-Sūtra now proceeds to point out the division of

acts into secondary and primary, the idea being that it is

only the primary act that directly brings about an Apūrva,

the secondary act only helps the primary. Those, on the

other hand, that are meant to be productive of a material

substance are to be regarded as subsidiary. Because in

regard to these, the material substance is the dominant

factor.

4. What is six factors to decide secondary meaning?

Mīmāṁsā-Sūtra is said that these are six secondary

meanings as direct assertion(śruti), indicative power(liṅga),

syntactical connection(vākya), context(prakaraṇa), word

order(krama-sthāna), name(samākhyā).

5. How are contended for the order of precedence of six

factors to decisive to secondary meaning? Among the six

means of determining the connection of subsidiaries - direct

assertion, indicative power, syntactical connection context,

order, and name - that which follows is weaker than that

which precedes, because it is more remote from the final

objective.

Key words : verb, mantra, Mīmāṁsā-Sūtra,

Śābara-Bhāṣya, apūrva, jaghanya, gauṇa,

mukhy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