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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용어의 의미 만들기

__인도의 니룩따(nirukta)전통과

냐야바샤(Nyāyabhāṣya)에서 설명된 ‘jāti’의 경우__
강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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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대 인도의 니룩따 — 니룩따(Nirukta)와 nirukta.
Ⅱ 쌍쓰끄릳 전통 내에서 니룩따의 특징들. Ⅲ ‘jāti’의 경우.

요약문 [주요어: 니룩따, 니룩띠, 야쓰까, 냐야바샤, 교묘한 받아치기]

베다시기의 텍스트에도 이미 나타나는 민간어원론에 가까운 인도의

전통 학문분야인 니룩따는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베다의 부속학문

(vedāṅga)에도 포함된다. 하지만 인도의 지성사적 전통들 중에서 니룩

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지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바차야나가 냐야바샤에서 ‘jāti’라는 전문용어에 대해 제공하는
설명이 니룩따의 틀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설명

의 정당성이 아니라 이 설명이 보여주는 니룩따로서의 탁월성이 바차야

나의 설명이 갖는 설득력의 근거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철학텍스트의 이해에 있어서 니룩따 전통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

다.

Ⅰ. 고대 인도의 니룩따 — 니룩따(Nirukta)와 nirukta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분

명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종종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왜 특정한 의미를 지닌 특별한 용

어로 지칭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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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자주 어원론적인 설명에 의지한다. 일상생활에서 동원되는

어원론적 설명들은 종종 유사～어원론 내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민간어원설’(folk etymology)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다. ‘민간어원

설’이라고 하는 용어는 독일어의 ‘Volksetymologie’라는 말에서 연

유된 것이며 특정한 단어의 근원에 대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오해를 일컫는다. 예로 중국을 ‘때국’이라고 폄하해서 부르는

말이 ‘때’라는 더럽다는 의미를 지니는 말 때문에 ‘더러운 나라’라

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인식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

지만 ‘때국’이라는 말은 한자어 ‘大國’에서 나온 말이고 따라서 굳

이 따지자면 ‘때국놈’이라는 표현에 사용할 수 있을 부정정인 말

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말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

지만 오해가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공유될 때에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고 또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언어적인 현상, 그리고 그와

연관된 문화적인 효과와 결부되어 이러한 오해를 근거로 해서 단

어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거나 조작하는 일이 역사적으

로 있어 왔고, 이러한 조작적인 개입이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들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우리는 ‘민간어원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

을 ‘어원론’(etymology)과는 -그리스어의 ‘참되다’는 뜻의 ‘ἔτυμος’
와 ‘말’을 뜻하는 ‘λόγος’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인데-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원론’이라고 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한

단어의 근원과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언어학의 한 분야로 이해되

며 이를 위해 해당되는 단어의 음성학적이고 형태론적인 진화과

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기초하는 연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러 다른 문화권들에서 우리는 쉽게 민간어원설에 해당하는

전통과 담론들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도 이외의 다른 문화

권에서 오직 이 분야의 작업에만 전념하는 고도로 발달된 지적인

전통을 수립했던 예를 필자는 본 적이 없다. 베다(Veda)시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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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인도의 전통 학문분야들 중의 하나가 ‘nirukta’(니룩따)라는

이름으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인도의 지성사적 전통에서는 일반

적으로 여섯 개의 베다에 대한 보조학문(vedāṅga)들을 세는데 니

룩따(nirukta)는 이들 중의 하나이다. 이 여섯 가지 베다에 대한

보조학문들은 니룩따(nirukta)와 śikṣā(음성학), kalpa(제식학),

vyākaraṇa(문법학/언어분석이론), chandas(운율학), jyotiṣa(점성

술/역법)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여섯 중에서 셋, 즉

śikṣā(음성학), vyākaraṇa(문법학/언어분석이론), nirukta가 언어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여섯 베다에 대한 보조학문들 중의 하나인 니

룩따(nirukta)는 왜 지칭되는 대상이 바로 그 단어의 소리로 지칭

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단어의 형태가 갖는 필연성

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주는 학문이다. ‘곰탕’이라는 말이 ‘곰’이라

는 동물을 사용해서 만든 음식이라고 하는 설명이거나, 혹은 ‘고

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거나 혹은 맹물에 넣

고 끓였다는 뜻의 ‘공탕’(空湯)에서 유래되었다거나 하는 설명은

모두 니룩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곰’이

라고 불리는 동물이 ‘곰’이라고 불리게 된 필연적인 이유, ‘고다’라

고 불리는 행위가 왜 유독 ‘고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 맹물에 넣고 끓인 요리가 ‘공탕’이라고 불려

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것이 바로 니룩따의

과제이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 ‘空’의 의미를 설명하면

‘공탕’이 맹물에 끓인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

지만 왜 ‘맹탕’, ‘물탕’, ‘수탕’이라고 불리우지 않고 ‘공탕’이라고 불

리우는지에 대한 필연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 점에 니룩따의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고대 인도의

베다 문화와 베다적인 종교 내지는 제사의식 안에서 언어가 차지

하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니룩따’(nirukta)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 의미

로 쓰인다. 하나는 바로 베다의 보조학문들 중의 하나로 종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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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어원론 전통’이라고 불리우는 지적인 전통을 말하며 또 하

나는 ‘야쓰까’(Yāska)라는 인물이 찬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니
룩따(Nirukta)라는 텍스트이다.1) 로마문자로 쌍쓰끄릳을 표기할

때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 전자의 경우는 소문

자로(nirukta) 적고 후자의 경우 대문자로(Nirukta) 적어 구별하

는 학자들이 많다. 이 야쓰까(Yāska)의 저작으로 알려진 니룩따
는 형식적으로는 베다텍스트에 나타나는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들

의 목록인 니간투(Nighaṇṭu)에 대한 주석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유사)어원론’2)이라고 할 수 있을 니

룩따의 방식에 따라 주어지는 (유사)어원론적인 설명 자체는 ‘니

룩띠’(nirukti)라고 부른다. 그리고 니룩따 전통에 속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쌍쓰끄릳으로 ‘나이룩따’(nairukta)라고 부른다.

베다의 텍스트 자체에서도, 쌍히따(saṃhitā)에서는 덜하지만 브

라흐마나(brāhmaṇa) 텍스트들에서는 아주 자주 왜 특정 대상이

특정한 말로 불리는지에 대한 이름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니룩따는 정확하게 베다전통의 연장선 상

에 서 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니룩따의 성립시기를 정하는

데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는 니룩따의 절대적인 시기확정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인 시기확정을 가능하게 할 어떠한 직접적이거

나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3) 나아가 니룩따가 베다

와 내용적으로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빠니니(Pāṇini)가

지은 아스따댜이(Aṣṭādhyāyī, 8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문법 텍트
스)보다 먼저 성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지도 못한

1) 여기서 저술이나 저작이라고 하지 않고 텍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전전통에 속하는 것들까지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성용(2009) pp. 140ff.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유사)어원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용어가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가치평가를 담고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3) Sarup(1920—1927) pp. 5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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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잠정적으로 필자는 니룩따의 편찬시기를 기원전 4 세기

정도로 받아들이고자 한다.5) 그리고 논의를 진행시키기에 앞서서

한 가지 밝혀 두어야 할 만한 사실이 있다. 니룩따전통이 고대 인

도의 의미론적 이론들이나 혹은 이와 연관되는 담론들을 대표하

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미론과 연관되는 논의들은 주

로 문법학전통이나,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철학전통들의 담

론에서 나타난다.6)

바차야나(Vātsyāyana)의 냐야바샤(Nyāyabhāṣya, NBh)는 
냐야쑤뜨라(Nyāyasūtra, NS)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석서이
다. 그런데 바차야나가 냐야쑤뜨라에 나타나는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설명의 전략들이 우리가 니룩따전

통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설명의 틀을 고려하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이 글에서 밝히고 싶다. 바차야나의 설

명이 언어학적인 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

는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불분명한 용어에 대한 설

명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도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왜

냐야바샤에 제시된 설명들이 후대의 전통 안에서 타당하며 권
위있는 설명들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인도의 철학전통에 속하는 텍스트

에, 특히 주석텍스트에 나타나는 어원론적인 측면을 학술적인 논

의를 위해 이 글에서 부각시키고자 한다. 세계 학계에서 니룩따에

대한 연구나 관심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7)

4) Sarup(1920—1927) p. 54에 보이는 주장, “there is also the unanimity

which sets down his [scil. Yāska’s] lower limit as not later than 500

B.C.”은 정당근거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5) Bronkhorst(2000) p. 167b 는 니룩따를 시기적으로 빠니니(Pāṇini)와
빠딴잘리(Patañjali)의 사이에 위치지우고자 한다. 야쓰까가 빠니니의

아스따댜이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Bronkhorst(2000) p. 168a를 참조하기 바란다.

6) 고대 인도에서의 의미론에 대해서는 Houben(199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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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전통뿐 아니라 니룩따전통도 인도정신사를 이해하는 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Ⅱ. 쌍쓰끄릳 전통 내에서 니룩따의 특징들

필자는 이 글에서 논의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니룩따의

특징적인 면들을 짧게 그려 보고자 한다. 니룩따 분야에 대한 연

구는 인고고전학의 여러 분야들 중 아직도 크게 미진한 분야인

사실을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만한 정도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니룩따전통을 이해하

는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분야의 논의를 이해하는 데에서

도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한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니룩

따전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고대 인도에 자리 잡고 있

었던 포괄적인 언어적 상황을 우선 이해해야만 한다. ‘쌍쓰끄릳’(s

aṃskr̥tam, 영어로 Sanskrit)은 언어의 이름으로서는 좀 독특한

이름이다. 이것은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에서

7) 니룩따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Kahrs(1998)이 출간되어 있기는 하나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연구결과로 제시될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필자로서는 쉽게 대답할 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Kahrs가 발표한

Histoire Épistémologie Langage 20(1998), 63—75에 실린 논문

L’interprétation et la tradition Indienne du Nirukta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니룩따전통의 인도 지성사에서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는

Madhukar Anant Mehendale가 니룩따에 대한 연구논문을 ‘Nirukta

Notes’라는 이름으로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는 학자인데 Nirukta Notes II.

Pune: Deccan College Postgraduate and Research Institute 1978이라는

논문모음 소책자 외에도 논문으로 Nirukta Notes IV: Yāska’s Etymology

of Daṇḍa. i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0(1960) pp.

112～115 등을 발표하고 있다. 더 자세한 최근의 연구성과들에 대한

소개는 Kahrs(1998)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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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도 아니고 이 언어의 화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을

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는 제사의식을 위

해 ‘준비된/적당한 말’(saṃskr̥tā vāk/bhāṣā, saṃskr̥tam)을 의미한

다. 폴록(Pollock)이 지적하듯이 쌍쓰끄릳 문학전통의 시작단계에

서는 제사의식의 맥락이 아닌 맥락에서 쌍쓰끄릳을 사용한 기록

물이 거의 없다. 대서사시인 라마야나(Rāmāyana)가 직접적으

로 제사의식의 맥락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기원전의 유일한 예외

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8) 베다(Veda)텍스트를 다루는 고대 인

도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함축을 지닌다. 니룩따

전통은 성인(r̥ṣi)들에게 계시되어진 것으로 간주되던 베다텍스트

안에 주어지는 개별적인 표현들의 형태로 나타나는 언어적 자료

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했다. 따라서 이 작업의 대상들은 시간과

는 무관하고 비역사적이며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전혀 아

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니룩따전통에서 다루어진 거의 모

든 언어적인 자료들은 아주 구체적인 제사의식의 맥락 안에서 직

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미와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

다.9) 그래서 나이룩따(nairukta)는 주어진 단어의 형태들은 그대

로 둔 채 설명을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필자가 첫 번

째 특징으로 꼽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이다. 즉 니룩따는 주

어진 언어적인 자료는 변형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8) Pollock(2006) pp. 75ff.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참조하라.

9) 흔히 간과되기 쉬운 것이 후대 인도의 토착 학문전통들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틀들이 베다적인 제사의식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로

빠니니의 문법전통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빠니니가 사용하는 전문용어들의

선택이 제사의식에 연관되는 행위를 모델로 삼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밝힌 ‘쌍쓰끄릳’이라는 언어

자체에 부여된 종교적이고 사회적이 지위와 의미에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나아가 이렇게 규정되고 이해되는 특별한 언어, 즉 쌍쓰끄릳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지적인 활동의 성격과 맥락의 결정에

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74 ∙ 印度哲學 제29집

아스따댜이(Aṣṭādhyāyī)에 의해서 대표되는 인도 문법전통의
성취들은 의심할 바 없이 고대 세계사가 겪어본 가장 감탄할 만

한 문화적 기적들 중의 하나이다. 빠니니문법의 성취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그 당시의 문법가들이 자연언어가 역사적으로 변화

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그 당시의 문법가들은 이미 일상에 사용되는 언어와 제사의식 및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괴리는 물론 지역적인 방언의

차이까지도 겪고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의 나이룩따들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던 일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언어사적으로

멀리 떨어진 초기 베다시절의 표현들이 갖는 형태와 의미들을 설

명해 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

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종류의 해석적인 작업은 베다전통 내지는

베다텍스트 자체 안에서 특히 브라흐마나(Brāhmaṇa) 텍스트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니룩따전통

의 작업 안에서 종종 벌어지는 단순한 추측의 작업이 이미 베다

텍스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이미 베다텍스트

자체에서부터 전승된 텍스트들이 해석을 위해 주어진 자료들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10) 한 단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이 주어

지는 것도 흔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 해석들이 병존적으로 가능하

다고 보는 극단적인 관점 자체도 베다텍트스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 예를 들어 베다텍스트 안에 주어진 언어적 표현의 형태들은

10) 무엇인가 복잡한 것들을 어원론적인 분석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마추어 학자들의 활동에서만 보이는 그런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베다에 나타나는 신들의 이름에 대한 논쟁과 그에 연관된 해석의

문제들에 대해 Oberlies(1998) pp. 342—343, n. 44를 보기 바란다.

구체적인 어원론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학술적인 어원론과 민간어원설의

구분선은 방법론적인 담론에서 보이듯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다. 예로

‘pāda’와 ‘pada’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니룩따에서 현대 어원론적

설명과 거의 같은 설명을 듣게 된다. 니룩따 II. 7에서
Sarup(1920—1927) p. 48, 6—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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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에게 주어진 위장된 형태이며 이것은 신들이 이러한 위장

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관념을 우리는 베다텍스트에서 아주 자

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여러 서로 다른 해석들이 주어지면서

또한 동시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 점이 아마도 니룩따가 역

사언어학으로부터 구분되는 원칙적인 큰 차이가 될 것이다. 이러

한 태도의 근거는 베다의 전통 그 자체 안에 있는데, 니룩따 스타

일의 설명들이 제사의식을 수행하는 것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것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데에서 사

용되기 때문이다. 즉 여러 병존하는 설명들이 다르게 주어진다면

그것들은 이 연관관계의 여러 측면들 중의 하나를 드러낼 수 있

는 것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특징으로 필자가 꼽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언어적인 자료는 다중적인 해석의 열린 가능성을 가진 것

이라는 전제이다.

어떤 궁극적인 기준에 의해서 주어진 니룩띠가 받아들여질 것

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니룩따안에 주어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성공적인 니룩띠의 특징들은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

나는데, 니룩띠를 통해 제안된 한 단어의 의미가 맥락이나 전체적

으로 주어진 문단의 해석에서 기대되는 의미와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점이 니룩띠에서 이루어지는 사

변적 추측을 통한 작업의 핵심을 드러내 준다. 모호한 말의 경우

에 나이룩따는 해당하는 단어가 쓰이는 각각의 다른 의미에 따라

그 단어를 각각 다른 동사말뿌리(root)들로부터 도출해야 한다.11)

11) 이런 의미에서 Sarup(1920—1927) p. 58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The third principle of etymology laid down by Yāska is that one should

derive words in accordance with their meanings. ‘If their meanings are

the same, their etymologies should be the same, if the meanings are

different, the etymologies should also be different.’ (N. ii. 7.)

니룩따 II. 7의 맥락은 주로 애매함(equivocation)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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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쓰까의 이러한 입장이 니룩따 II. 7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evam anyeṣām api sattvānāṃ sandehā vidyante. tāni cet samāna

karmāṇi samānanirvacanāni. nānākarmāṇi cen nānānirvacanāni.

yathārthaṃ nirvaktavyāni. itīmāny ekaviṃśatiḥ pr̥thivīnām adheyāny

anukrāntāni.12)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명사들에 대해서도 의심이 또한 있다. 그

것들이 같은 [가리키는] 대상을 갖는다면 같은 [어형분석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것들이 다른 [가리키는] 대상을 갖는다면 다른 [어형

분석의] 설명들이 있어야 한다.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어형분석의] 설

명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스물한 개의 ‘땅’(pr̥thivī)의 유의어

가 다루어졌다.”

말하자면 결정적인 점은 니룩띠가 주어진 단어의 의미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즉 얻고자

하는 의미는, 아주 종종, 설명되어야 할 단어에 대해 전제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니룩띠에 의해 제공되는 단

어의 의미 자체가 바로 니룩띠가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하는 기준

이 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단언은 어원론의 영역으로 제한되

는 것도 아니다. 문법적인 분석에 있어서도 의미론적인 고려는 필

요한 부분들 중의 하나이다. 야쓰까는 이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

다. 니룩따 I. 15에서 야쓰까는 이렇게 말한다.

athāpīdam antareṇa mantreṣv arthapratyayo na vidyate. artham

apratiyato nātyantaṃ svarasaṃskāroddeśaḥ. tad idaṃ vidyāsthānaṃ

12) Sarup(1920～1927) p. 48, 8～10. 싸룹(Sarup)의 번역은 같은 책 p. 26에

제시되어 있다. 야쓰까가 동음이의어(homonym)를 다의어(polysemy)와

구분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동음이의어는 서로 다른

형태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다의어는 같은 단어의 다른 의미론적

확장의 결과이다. 이 구분은 역사언어학적인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설명들에서 야쓰까가 주어진 단어를 동음이의어로 보았는지

아닌지만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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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ākaraṇasya kārtsnyam. svārthasādhakaṃ ca.13)

“또한 이것[, 즉 어원설명이] 없이는 베다텍스트들에 나오는 만뜨라

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조

와 어형에 대한 설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학술분야는 문

법을 보충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 주는 것이

기도 하다.”

이 맥락에서 “니룩따는 문법학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tad

idaṃ vidyāsthānaṃ vyākaraṇasya kārtsnyam.)고 말하는 니룩따
I. 15에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법’(vyākaraṇa)이라는

용어는 이 경우에 ‘(말의) 분석’이라고 용어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해한다면 앞서 언급한 문장은 니룩

따를 통한 분석이 형태론적인 분석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요구되

는 의미 자체가 니룩띠가 성공적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는 사실을 필자가 꼽고자 하는 니룩띠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

하고 싶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라는 것이 자의적인 어원론적 설명들로

가는 문을 열어 놓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또 하나의 니룩따

가 갖는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단어들은 동사말뿌리(verbal root)

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니룩따 I. 12에서 야
쓰까의 이러한 입장이 논의된다.

itīmāni catvāri padajātāny anukrāntāni. nāmākhyāte copasarganipātāś

ca. tatra nāmāny ākhyātajānīti śākaṭāyano nairuktasamayaś ca. na

sarvāṇīti gārgyo vaiyākaraṇānāṃ caike tad yatra svarasaṃskārau

samarthau prādeśikena vikāreṇānvitau syātām. saṃvijñātāni tāni yathā

gaur aśvaḥ puruṣo hastīti.14)

13) Sarup(1920—1927) p. 37, 21—22. 싸룹의 번역은 같은 책 pp. 15—16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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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단어의 종류들이 순서대로 다루어졌다.

[이 네 가지는] 명사, 동사, 앞토(preposition), 자투리말(particle)이다.

이것에 대해서 샤까타야나(Śākaṭāyana)는 명사들은 동사들에서 도출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이룩따들의 합의점이기도 하다. [말들이] 전

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가르갸(Gārgya)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것

이 또한 문법가들 중의 일부 몇몇의 입장이기도 한데, 이 입장이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조와 어형이 규칙적인 경우이고 규정적인 파생을 따

른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소’, ‘말’, ‘사람’, ‘코끼

리’와 같은 경우는 인정되어야 하는 [도출 불가능한] 형태라는 것이

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니룩띠의 과제란 문제가 되는 단어의 요청

되는 의미와 구체적인 동사말뿌리 사이의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 원칙을 다시 말하자면 이렇다: 한 니룩띠는

주어진 단어를 한 동사말뿌리에서 도출해 내야 한다. 한 주어진

단어를 두 동사말뿌리의 조합에서 도출한다는 것은 야쓰까에 의

해 거부된다. 니룩따 I. 13에서는 야쓰까의 입장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반론들이 제시되는데 그 중 한 단어를 두 다른 동사말뿌

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다.

athānanvite ’rthe ’prādeśike vikāre padebhyaḥ padetarārdhānt

saṃcaskāra śākaṭāyanaḥ. eteḥ kārtaṃ ca yakārādiṃ cāntakaraṇam

asteḥ śuddhaṃ ca sakārādiṃ ca.15)

샤까타야나(Śākaṭāyana)는 의미의 연관성이 없고 파생이 규정적인

14) Sarup(1920—1927) p. 36, 7—10. 싸룹의 번역은 같은 책 pp. 13—14에

있다.

15) Sarup(1920—1927) p. 37, 1—2. 싸룹의 번역은 같은 책 p. 14에 있고

다음과 같다.

Again, Śākaṭāyana derived parts of one word from different verbs, in

spite of the meaning being irrelevant, and of the explanatory radical

modification being non—existent, e.g. (explaining sat—ya) he derived

the later syllable ya from the causal form of (the root) i (to go), and

the former syllable sat from the regular form of (the root) a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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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말들로부터 말의 부분들 각각을 도출해

냈다. 그래서 [그는 ‘satya’를 도출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

—ya부분을 [동사말뿌리] √i에 kr̥t—뒷토가 붙는 형태로 [도출하고]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은 [동사말뿌리] √as의 규칙형에서 [도출한다.]

하지만 야쓰까는 이것을 개인적인 오류로 돌린다. 위의 입장에

대한 니룩따 I. 14에 제시된 야쓰까의 반박은 아래와 같다.

yatho etat padebhyaḥ padetarārdhānt saṃcaskāreti yo ’nanvite ’rthe

saṃcaskāra sa tena garhyaḥ. saiṣā puruṣagarhā na śāstragarhā iti.16)

이 사람이 여러 말들로부터 말의 부분들 각각을 도출해 냈다고 한

다면 그 사람은 의미의 연관성이 없고 파생이 규정적인 것이 아니므

로 비난받아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비난이지 학

문 [자체, 즉 니룩따]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최선의 경우라면 주어진 단어에 대해 동사말뿌리가 형태론적인

토대를 줄 뿐만이 아니고 주어진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동사말뿌리뿐 아니고 단어가 도출되

는 과정에서 사용된 형태론적인 요소들의 의미들이 개입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의 의미가 곧바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단어의 의

미를 구성하고 설명하는 데에 잘 맞아야 최선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싸룹(Sarup)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Yāska’s fundamental notion about language is, that all words can

be reduced to their primordial elements which he calls roots. With t

his idea he lays great emphasis on the point that as every word ca

n be traced to an original root, one should never give up a word as

underivable.17)

16) Sarup(1920—1927) p. 37, 16—17. 싸룹의 번역은 같은 책 p. 15에서 볼

수 있다.

17) Sarup(1920—1927)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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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어들을 특정한 동사말뿌리에서 도출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은

니룩따전통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필자는 니룩

따전통의 네 번째 특징으로 꼽겠다.

이제 필자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바는 (민간)어원에 기초한

설명들이 갖는 규정적인 성격이다. 특정한 (민간)어원에 기초한

설명이 특정한 단어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일반적인

인정을 얻고 나면, 이 설명에 따라 대중들이 용어를 이해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용어를 대중들이 사용하는 방식

까지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두 가지 현상이 언어

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나는 ‘어원론적 오류’

(etymological fallacy)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만약 누군가가

특정한 표현을 그것이 갖는 원초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어원적인

의미에서 사용했을 때 그 의미가 더 이상 해당 표현의 의미로 사

용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어떤 공무원이 자기보

다 직위가 높은 젊은 사람을 ‘직위가 높은 공직자’라는 의미에서

‘영감’이라고 불렀을 때,18) 이러한 방식보다는 ‘나이가 많은 남자’

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 얻게

되는 반응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현상은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겨나는 변형인데, 이것은 잘못

된 어원론 때문에 생겨난 의도적인 어형의 변형을 말한다. 발을

올려 두어도 될 만큼 길고 편하게 생긴 의자를 북미 영어에서는

종종 ‘chaise lounge’ 혹은 ‘lounge chair’라고 한다. 이 ‘chaise

lounge’라는 말은 불어의 ‘chaise longue’에서 나온 말이고 불어로

‘길다’는 뜻의 ‘longue’라는 단어가 영어의 ‘휴게실’을 뜻하는 ‘lounge’

와 혼돈되면서 생긴 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18) 필자의 경험으로는 아직도 검찰 조직에서는 ‘영감’이라는 용어를 젊은

검사들까지도 포함해서 검사들을 부르는 용어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 사회의 일부 집단에서 이처럼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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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민간)어원론적인 설명이 설명된 단어의

용례를 변형시킬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을 필자

는 니룩따의 다섯 번째 특징으로 꼽고 싶다.

Ⅲ. ‘jāti’의 경우

인도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들 중의 하나인 냐야쑤뜨라
(Nyāyasūtra = NS)는 냐야(Nyāya)전통의 근본텍스트로 꼽히는

텍스트인데 주로 인식론과 논리학이나 논쟁술에 연관되는 내용을

다룬다. 아주 간략하고 종종 암호화된 듯한 인상을 주는 쑤뜨라

(sūtra)텍스트의 스타일 때문에 구술로 전해지는 혹은 기록된 주

석텍스트는 쑤뜨라텍스트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냐야쑤뜨라에 대한 주석서인

냐야바샤(Nyāyabhāṣya = NBh)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냐야쑤뜨라에 주어지고 냐
야바샤에서 설명되는 한 전문용어 즉 ‘jāti’로 논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왜 바차야나가 이 용어에 대해 제공한 설명

들이 그 부족한 점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표준적인 설명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의

문제로 논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냐야쑤뜨라 제5권의 첫째 부분(āhnika)은 ‘교묘한 받아치기’(j
āti)를 다루는 데에 할애되어 있다. 교묘한 받아치기와 연관되는

주제들이 초기 냐야전통에서는 아주 중요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된

것보다 해명될 것들이 더 많다.19) 우선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밝

혀야 할 것은 ‘교묘한 받아치기’를 뜻하는 ‘jāti’라는 용어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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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그 의미와 연원이 불분명한 용어로 남아있다는 사실

이다. 필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20) 이 용어에 대한 철학사적이고

문헌학적인 해석의 문제들을 다루었으므로 본고에서는 NBh 1.2.

1821)과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냐야바샤에 포함된 여러 가지 형
태의 다른 설명들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겠다. 냐야바샤의 1.2.18
에주어진 ‘jāti’라는용어에대한핵심적인설명즉 “prayukte hetau22)

yaḥ prasaṅgo jāyate sā23) jātiḥ.” (근거가 [상대방에 의해] 제시되

는 경우, 교묘한 받아치기, 즉 [의도하지 않은] 귀결이 생겨나고

그것이 교묘한 받아치기이다.)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구절

이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민간)어원론을 동원한 설명, 즉 니룩따

방식의 설명이 바차야나 자신의 것인지부터 아직 해명되지 못하

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 학자들의 학술저작들에 나타나는

설명들까지를 모두 포함한 거의 모든 후대의 설명들은 ‘jāti’라는

용어를 동사말뿌리 √jan으로부터 도출해 내면서 설명하고 있으

며, 이러한 설명들이 모두 NBh 1.2.18에 주어진 설명을 따른 결과

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특별한 문장이 ‘jāti’라는 용어를 설명하

는 데에 인용되는 표준전거(locus classicus)가 된 이유를 묻는 것

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바차야나가 제시한 설명의

내용상의 설득력, 다시 말해서 태어나다(√jan)라는 동사에서 ‘교

묘한 받아치기’(jāti)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설명의 설득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인정해야 한다.24) 안타깝지만 필자도 정확하게 ‘jāti’라

1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ang(2009)를 참조하라.

20) Kang(2006)을 참조하라.

21) NS 1.2.18은 다음과 같다.

sādharmyavaidharmyābhyāṃ pratyavasthānaṃ jātiḥ. “교묘한

받아치기는 닮음과 다름을 근거로 해서 반대하기(pratyavasthāna)이다.”

22) hi hetau CEd, DEd.

23) sa CEd. DEd, p. 51 은 J
D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JD의 어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냐야알랑까라(Nyāyālaṅkāra) p. 335도
‘sā’라고 읽고 있다.

24)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Kang(2006)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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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의 의미와 역사적인 생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므로, 필자는 다른 이차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자 한다. 바차야나의 설명이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고

니룩따에 불과한 데에도 왜 그의 설명이 표준적인 설명으로 큰

비판을 받은 일이 없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용되어 왔을까? 이

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니룩따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발견될 수 있다

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NBh 1.2.18에 주어진 설명에서 우리가 니룩띠의 한 경우를 보

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주석가들이 어떤 대목을 설명할 때 해

당하는 대목의 중심적인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니룩따 방식의 설

명으로 해설을 시작하는 것은 보통의 관행에 속하는 일이다. 하지

만 ‘교묘한 받아치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jāti’라는 용어와 동사 말

뿌리 √jan(태어나다, 만들어진다)의 무연관성은 너무나도 명백하

다. 바차야나의 실질적인 해결책이란 이 니룩따 방식의 설명 안에

다‘jāti’라는 용어에 ‘의도하지 않은 논리적 귀결로서 생겨나는 [반

론]’이라는 의미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적합한 단어를 끼워 넣는

것이었다. 그 단어가 바로 ‘prasaṅga’이다. 이 ‘prasaṅga’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경우가] 생겨남 혹은 발생함’이다.

어떤 맥락에서는, 특히 철학저작들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논리적

인 귀결’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바차야나

가 제시한 설명의 약점을 드러낸다. ‘jāti’라는 용어의 의미로 요구

되는 ‘교묘한 받아치기’는 동사말뿌리 √jan과 아무런 상관이 없

고 바차야나 자신이 끼워 넣은 ‘prasaṅga’라는 용어와 연관되어

있을 뿐이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자면 ‘jāti’와 √jan의 연관관계로

해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25)

25) 이 명백한 문제가 후대의 냐야사상가들이 냐야바샤의 텍스트전승에서
‘sā’를 ‘sa’로 교정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되면 관계절의

문법적 주어가 ‘prasaṅga’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며, 도리어

‘jāti’라는 용어와 동치인 것으로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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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차야나의 설명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크게 호소력을 갖게 된

이유는 일정정도 ‘jāti’라는 용어에 ‘교묘한 받아치기’라는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

황에서 왜 우리는 ‘jāti’에 대한 다른 주석자의 다른 어떤 설명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왜 바차야나는 오직 하나의 니

룩띠만을 제안한 것일까?26)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바차

야나가 주는 니룩띠의 문제점은 바로 ‘jāyate’(나타나다, 생겨나다)

의 동사와 연관되어 그 내용상의 주어로 무엇이던 쉽게 삽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jāti’라는 용어는 이 선택의 폭을 좁히는 그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차야나는 그의 니룩띠

에서 ‘jāyate’라는 동사의 주어로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과연 나이룩따에게 이렇게 동

사말뿌리와 연관된 어떤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임의적으로

보충되는 단어를 택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었을까?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야쓰까의 대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답은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이와 연관된 경우가 야쓰까의 니룩

따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기된 가상의 반론으로 니룩따 I. 13 에
언급되어 있다.

athāpi niṣpanne ’bhivyāhāre ’bhivicārayanti. prathanāt pr̥thivīty

āhuḥ. ka enām aprathayiṣyat. kim ādhāraś ceti.27)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표현의 [(민간)어원론적] 도출에 있

어서 심하게 사변적인 사유를 한다. [니룩따에서는] ‘펼쳐짐’(prathana)

26) 종종 저자의 지적인 능력을 과시하거나 혹은 설명되는 주제의

복잡다단함을 보여주기 위해 한 저자가 하나의 용어에 대해 여러 개의

니룩띠를 제시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의 좋은 예로는

아비달마꼬샤(Abhdharmakośa, 阿毘達磨俱舍論)의 앞부분에 나오는
‘abhidharma’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들 수 있겠다.

베다텍스트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적인 설명들이 함께 주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27) Sarup(1920—1927) p. 36, 18—19. 싸룹의 번역은 Sarup(1920—1927) p.

14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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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땅’(pr̥thivī)이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도

대체] 무엇이 이것을 펼쳤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토대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니룩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야쓰까는 니룩따 I. 14에
서 아래와 같은 답을 준다.

yatho etan niṣpanne ’bhivyāhāre ’bhivicārayantīti bhavati hi niṣpanne

’bhivyāhāre yogaparīṣṭaḥ. prathanāt pr̥thivītyāhuḥ. ka enām aprathayiṣyat

kim ādhāraś ceti. atha vai darśanena pr̥thuḥ. aprathitā ced apy anyaiḥ.

athāpy evaṃ sarva eva dr̥ṣṭapravādā upālabhyante.28)

그리고 [이 사람들은] 표현의 [(민간)어원론적] 도출에 있어서 심하

게 사변적인 사유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현의 [(민간)어원론

적] 도출에 대한 활동이야말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니룩따에서는] ‘펼쳐짐’(prathana) 때문에 ‘땅’(pr̥thivī)이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펼쳤는지 그리

고 무엇이 그 토대였는지 [의문이 남는다]라고 하는 [반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할 수 있다.] 이런 것이라면 다른 것에 의해 펼쳐지지 않

은 경우에도 눈으로 보기에 펼쳐진 상태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라고 한다면 모든 실제 관찰되는 언어표현들은 문제삼

을 수 있는 것이 된다.

니룩띠를 위해 선택된 동사말뿌리를 사용하기 위해 구문론적으

로 요구되는 구성요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는 일은 문제되는 용

어를 설명하는 맥락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야쓰까는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야쓰까, 즉 나이룩따들 사이의 최고 권위

자의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바차야나는 바로 이 방식 안에 충실하

게 남아 있는 것일 뿐인 셈이다.

필자는 이제 필자가 위에서 스스로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필자가

28) Sarup(1920—1927) p. 37, 13—15. 이 대목에 대한 싸룹의 번역은 같은

책 p. 15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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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대답을 다시 분명하게 주고자 한다. 필자의 대답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 되겠다. 냐야바샤에서 주어진 설명은 훌
륭한 니룩띠가 갖추어야 하는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만족시키고

있다. 그래서 냐야바샤의 ‘jāti’에 대한 설명은 지배적인 해석으
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첫째 바차야나는 ‘jāti’라는 용어를 ‘교묘한

받아치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니룩따의 첫 번째

특징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jāti’

라는 용어가 냐야바샤의 다른 부분의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는
의미, 즉 ‘최초의 근원물질 혹은 그로부터 도출된 모든 개별자들

의 총체 혹은 추상적인 대상’29)이라는 의미는 동사말뿌리 √jan으

로부터 합당하게 도출된 명사적인 의미에 기초한 것이며 또한 
냐야바샤 이외의 텍스트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는 ‘jāti’의 의미이
기도 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로 냐야쑤뜨라까지도 ‘jāti’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것이 니룩따의 두 번째 특징

에 해당한다. 냐야바샤에서 주어지는 설명은 약간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prasaṅga’라는 용어를 삽입하는 것을 통해 ‘jāti’가 ‘교묘한

받아치기’를 의미해야 한다는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해내고 있다.

이것이 니룩따의 세 번째 특징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용어가 정확하게 한 동사의 말뿌리로부터

도출되고 있다. 이것이 니룩따의 네 번째 특징에 부합한다. 이러

한 모든 측면들이 합쳐져서 바차야나의 니룩띠를 훌륭한 니룩띠

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바차야나의 (유사)어원론적인 설명은 훌

륭한 니룩띠가 갖추어야 할 요구조건들을 아주 잘 충족시키고 있

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대 인도의 공개논쟁(vāda)전통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 있는 모든 다른 문헌들은 냐야쑤뜨라나 바차야
나가 이해하는 ‘jāti’의 의미에 상응하는 용어로 다른 용어들을 사

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냐야바샤에서 훌륭한 니룩띠가

29) NS 2.2.67: samānaprasavātmikā jātiḥ.와 Preisendanz (1994) pp. 660ff.를

참조하라. 철학사적인 맥락에서라면 ‘jāti’라는 용어는 개략적으로

‘보편’(universal)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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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이후로 모든 냐야전통의 지식인들은 ‘jāti’를 ‘교묘한 받아

치기’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간주해 왔다. 이것이 놀

라운 것은 냐야쑤뜨라에서 냐야바샤의 제5권의 초반부에서

다루는 주제를 그렇게 부른 일이 전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용어가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

가 위에서 언급한 다섯 번째 니룩따의 특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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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ke Meaning for Philosophical Terms:

The Case of ‘jāti’ Explained in the Nyāyabhāṣya

Sung Yong KANG

HK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xplanation on the term ‘jāti’ given in the

Nyāyabhāṣya, namely “prayukte hetau yaḥ prasaṅgo jāyate

sā jātiḥ.” (It is the sophisticated riposte, namely

[unintended] consequence which arises, if the reason is put

forward [by opponent].) is obviously an artificial one. All

the later explanations, however, including the ones given in

modern scholary works, impose a semantical connection

between the term ‘jāti’ and the verbal root √jan taking this

sentence as their starting point. Consequently this particular

sentence has become the locus classicus for the explanation

of the term jāti. It is obvious that we have a case of nirukti

in this passage. Considering this case, the question is not

the adequateness of this explanation, but the reason for the

general acceptance of this etymologizing explanation.

It will be attempted to demonstrate that the explanatory

strategies applied by Vātsyāyana follow the principles

known in the nirukta tradition. After a short sketch of the

characteristics of nirukta, one of the six traditional

subsidiary sciences for veda (vedāṅga), it will be argued

that the plausibility of the explanation given in the

Nyāyabhāṣya could be properly understood through the

analysis using the explanatory principles of niru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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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this case would be an interesting example for

the fact that if a (folk) etymological explanation is generally

accepted, such an explanation not only makes the term

intelligible, but also regulates further usages of the

explained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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