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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갈라나문법(Moggallāna-vyākaraṇa)의체계성고찰
김서리*1)

Ⅰ 들어가는 말. Ⅱ 문법규칙의 구조. Ⅲ 지시문자(anubandha)의 사용.

Ⅳ 어미의 형태. Ⅴ 나오는 말.

요약문 [주요어: 목갈라나 문법, 깟짜야나 문법, 삿다니띠, 빠알리 문법,

문법규칙, 지시문자]

대표적인 3종의 빠알리 전통 문법서, 즉 깟짜야냐 문법, 삿다니띠
, 그리고 목갈라나 문법 가운데 목갈라나 문법은 다른 문법서들과
는 차별되는 방식으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것이 바로 목갈라나 문법
이 다른 문법서들에 비해 체계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이 체계
성을 증명하고자 세 문법서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목갈라나 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규칙의 구성요소를 열거하지 않고 ‘ādi’와 같은 기능적 용어를

사용하여 짧고 함축적인 규칙을 만들어냈다. 둘째, 반복되는 문법적 기

능을 제시할 때 한 음절만으로도 그 기능이 전달되는 지시문자를 사용

하여 문법규칙의 함축성과 간결성이라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셋째, 어근

에 붙는 어미를 제시할 때, 문법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인 최초 형태의

어미를 제시하고 이 어미가 어근에 붙어 어간의 최종 형태를 형성하기

까지의 세세한 문법적인 과정을 일반화하여 제시한다. 다른 문법서들과

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은 목갈라나 문법이 가진 체계성
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Ⅰ. 들어가는 말

빠알리 전통 문법서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세 문법서는 깟짜야

나(Kaccāyana)의 깟짜야나 문법(Kaccāyana-vyākaraṇ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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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1) 악가왐사(Aggavaṃsa)의 삿다니띠(Saddanīti: 이하 Sadd),2)
그리고 목갈라나(Moggallāna)의 목갈라나 문법(Moggallāna-
vyākaraṇa: 이하 MV)3)이다.

빠알리 경전번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상기와 같은 빠알리

전통 문법서들의 한국어 번역본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

본도 충분하지 않다. MV는 심지어 판본 비교조차 이루어지지 않

아 로마자로 된 교정판이 없는 상태이다.4) 이러한 점에서 교정판

의 부재가 MV 번역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

은 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문법서는 구전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판본 비교를 통한 로마자 교정판의 부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MV 번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문법서가 가지고 있

는 공식과도 같은 체계에 있다.

빠알리 전통 문법서들을 제대로 번역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문법서들의 체계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기

의 세 문법서들의 체계는 얼핏 보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문법

서들 가운데 MV는 문법규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KV와 Sadd

와는 차별되는 방식으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차별되는 방식이

바로 MV가 다른 문법서들에 비해 체계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빠알리 전통 문법서가 가진 기본적인 체

계를 살펴보고 MV가 가진 체계의 특징을 다른 빠알리어 문법서

들과 비교분석하면서 MV의 체계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1) Pind는 KV가 7-8세기에 깟짜야나에 의해 저술되었다고 추정한다.

Pind(1989) p. 33 참조. KV의 저자와 저술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Malai(1997) pp. 35-40, Deokar(2002) pp. 8-10 참조.

2) Bode와 Kahrs에 따르면, Sadd는 미얀마의 파간 왕조 시대인 1154년에

악가왐사에 의해 저술되었다. Bode(1909) p. 16, Kahrs(1992) p. 2 참조.

3) MV의 맺음시에 따르면, MV는 1165년경에 스리랑카 아누라다뿌라의

목갈라나에 의해 저술되었다. MV의 맺음시의 영어번역과 MV 저자에

대해서는 D’alwis(1870) pp. 183-186 참조.

4) Chaṭṭha Saṅgāyana CD-ROM의 MV(MV3과 MV4)는 로마자로 변환이

가능하나, 이것은 판본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교정판이 아니다. 본고에서

활용한 MV의 다양한 판본의 약호와 서지정보는 참고문헌에 제시하였다.



목갈라나문법(Moggallāna-vyākaraṇa)의체계성고찰 ∙ 257

본고는 빠알리어 문법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빠알

리 전통 문법서의 체계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문법서의 문법규

칙이 가진 기본구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런 다음

에 MV의 체계성을 증명하기 위해 MV가 가진 문법규칙의 표현

방식과 문법적 장치, 그리고 규칙에서 제시하는 어미의 형태를 다

른 빠알리어 문법서들 즉, KV와 Sadd와 비교분석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문법규칙 내의 예시 단어들의 형성과정은

MV의 주석서인 목갈라나 빤지까(Moggallāna Pañcikā: MP)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빠알리어 문법서의 독자성

에 대한 이유로 본고는 범어 문법서와의 비교를 건너뛰었음을 미

리 밝혀두는 바이다.

Ⅱ. MV의 문법규칙의 구조

2.1. 문법규칙의 기본 구조 소개와 일반적 분석

MV 뿐 아니라 KV와 Sadd가 가진 문법규칙의 구조는 공통적

이다. 각각의 문법규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규

칙(sutta)과 해설(vutti), 그리고 예시(udāharaṇa)이다. MV는 총

810개의 문법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5) 이 중에서 아주 간단한

문법규칙 6.52를 예로 들어 펼쳐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MV의 문법규칙의 수는 판본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MV1과 MP는

810개의 문법규칙을 제시하고, MV2는 813개, 그리고 MV3과 MV4는

808개를 제시한다. 이 차이는 MV의 문법규칙을 주제별로 나눈 6장중에

제 2장의 문법규칙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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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sa tho. atthito parassa takārassa tho hoti. atthi, atthu. [6.52]

(tassa tho. 동사 atthi의 어근 뒤에 오는 음절 ta는 tha로 된다. 그

예로는 atthi와 atthu가 있다.)

이것을 규칙과 해설, 그리고 예시로 편의상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규칙] tassa tho.

[해설] atthito parassa takārassa tho hoti.

[예시] atthi, atthu.

이렇게 각각의 문법규칙은 규칙, 해설, 그리고 예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⑴ 규칙(sutta)

규칙은 문법규칙의 세 구성 요소 중에서 맨 앞에 위치하는 짧

고 간결한 단어의 모음이다. 이는 단어일 수도 있고, 구, 절, 또는

문장일 수도 있다. 규칙은 해당 문법규칙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핵

심적인 단어 또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어와 동사를 비롯

한 완전한 문장으로서의 구성 성분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 문법규칙에서 핵심적인 단어로 구성된 간결하고 짧은 규칙

은 해당 문법규칙을 연상해내기에 적합한 단어들로 구성된다.

상기의 문법규칙 6.52의 규칙인 ‘tassa tho’를 단어 그대로 번역

하면 ‘ta는 tha로’이다. 이것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지 않지만,

해설을 통해 이 문법규칙의 기능을 이해하고 나서 본다면 해당

문법규칙을 연상해내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의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⑵ 해설(vu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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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은 규칙 뒤에 오는 것으로 해당 규칙을 완전한 문장으로

갖추어 설명한 것이다. 규칙이 완전히 갖추어진 문장이 아닌데도

완전한 문장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 규칙 또는 그 이

전의 어느 규칙/규칙들에서 이미 있었던 단어/단어들이 보이지 않

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생략된 단어들을 되살려서 전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해설이다.

상기의 문법규칙 6.52의 해설 ‘atthito parassa takārassa tho hoti’

에는 규칙 ‘tassa tho’에 없는 atthito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문

법규칙 6.50(atthito eyyādicchannaṃ sa su sa satha saṃ sāma)6)

의 atthito를 가져온 것이다. ‘atthito’는 문법규칙 6.50의 규칙에서

명시되어 문법규칙 6.56까지 보이지 않게 연결이 된다. 규칙의

‘tassa(ta는)’는 해설의 ‘parassa takārassa(뒤에 오는 음절 ta는)’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고, ‘hoti(된다)’와 같은 존재 동사는 모든 규

칙에서 항상 생략되었다가 해설에서 제시된다.

⑶ 예시(udāharaṇa)

예시는 해당 문법규칙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제

시하는 것이다. 예시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법규칙에 따라

제시하는 예시의 종류가 다르다. 이 네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예시 a, 예시 b, 예시 c, 예시 d로 표기하겠다.

①예시 a:

예시 a는 해당 문법규칙이 적용된 단어이다. 각각의 문법규칙은

해당 문법 기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이 예시 a를 다 포함하고

있다.

6) 본고에서는 문법규칙을 표기할 때 문법규칙의 번호 다음에 규칙만을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atthito eyyādicchannaṃ sa su sa satha saṃ

sāma’는 MV의 문법규칙 6.50의 규칙(sutta)에만 해당하지만 해당

문법규칙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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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문법규칙 6.52의 예시인 atthi는 문법규칙 6.52가 적용된

단어이다. atthi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s + la(a) + ti → √as + ti → √as + thi → ath + thi → at +

thi → atthi.

어근 √as에 어간어미 la(a)와 3인칭 단수 현재형 어미 ti가 붙

지만 la(a)는 탈락한다.7) 그 다음 과정으로 어미 ti의 t가 th로 변

한다. 이것은 ‘어근 다음에 오는 음절 ta(t)가 tha(th)로 변한다’라

는 상기의 문법규칙 6.52가 적용이 된 것이다. ya외의 자음이 어

근 뒤에 올 때, 어근의 마지막 음절은 뒤에 오는 자음과 동일화되

므로 어근 √as의 마지막 음절인 s는 어근 바로 다음에 오는 자음

인 th로 변한다.8) ka행부터 pa행까지의 각 행에 있는 네 번째 음

(유성 대기음) 또는 두 번째 음(무성 대기음)이 반복될 때, 앞에

있는 네 번째 음은 세 번째 음(유성 무기음)으로, 두 번째 음은 첫

번째 음(무성 무기음)으로 변하므로 ath의 th는 t로 다시 변한다.9)

마지막으로, at와 thi가 결합하여 atthi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atthi는 상기의 문법규칙 6.52가 적용이 되는 단어

이다. 문법규칙 6.52가 제시한 다른 예시 atthu도 atthi와 마찬가지

로 해당 문법규칙이 적용이 되는 예시 a이다. 문법규칙 6.52는 예

시 a에 해당하는 단어만 제시하고 있다. 예시 b부터는 다른 문법

규칙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②예시 b:

예시 b는 해당 문법규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된 단어이다. 예시 b

가 포함된 문법규칙 5.126을 살펴보겠다.

7) MV 5.18(kattari lo), MV 5.161(kvaci vikaraṇānaṃ), MV 6.1(vattamāne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

8) MV 5.95(pararūpamayakāre byañjane).

9) MV 1.35(catutthadutiyesvesaṃ tatiyapaṭham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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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dahassa dassa ḍo.

[해설] dahassa dassa ḍo hoti vā.

[예시] ḍāho, dāho; ḍahati, dahati.

(dahassa dassa ḍo. 어근 √dah의 da는 선택적으로 ḍa로 되기도 한

다. 그 예로는 ḍāho, dāho, ḍahati, dahati가 있다.)

한 쌍을 이루는 예시 ‘ḍāho, dāho’와 ‘ḍahati, dahati’ 중에서 각

쌍의 앞에 있는 ḍāho와 ḍahati는 예시 a에 해당하고, 뒤에 있는

dāho와 dahati는 예시 b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ḍāho와 ḍahati

는 ‘어근 √dah의 da가 ḍa로 된다’라는 문법규칙 5.126이 적용된

단어이고, dāho와 dahati는 어근 √dah의 da가 ḍa로 되지는 않았

지만 ‘선택적으로(vā)’라는 조건에 의해 해당 문법규칙이 적용된

단어이다. ḍāho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ah + ghaṇ(a) → dāh + a → ḍāh + a → ḍāha → ḍāho.

접미사 a, ghaṇ(a), gha(a), 그리고 ka(a)는 자주 어근 뒤에 붙

어 명사를 만드는데, 여기서 어근 √dah에 ghaṇ(a)이 붙는다.10)

지시문자11) ṇ이 부착되어 있는 접미사인 ghaṇ(a)이 오므로 어근

의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의 a는 장음화된다.12) 어근 √dah의 da는

선택적으로 ḍa로 되기도 한다는 상기의 문법규칙 5.126에 의해 dāh

가 ḍāh로 변한다. 마지막으로, ḍāh와 a가 결합하여 ḍāha가 형성된

다. ḍāho는 ḍāha의 주격 단수형이다. 이 과정에서 ḍāho는 상기의

문법규칙 5.126이 적용이 되는 단어로서 예시 a에 속한다.

예시 a인 ḍāho를 제시하고 나서 예시 b인 dāho를 제시하는데,

이 dāho는 어근 √dah의 da가 ḍa로 되지 않은 경우이다. 하지만

ḍāho가 문법규칙 5.126이 적용되는 예에 속하는 이유는 ‘선택적으

10) MV 5.44(bhāvakārakesvaghaṇghakā).

11) 지시문자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12) MV 5.84(assā ṇānuband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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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dāho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ah + ghaṇ(a) → dāh + a → dāha → dāho.

dāho가 형성되는 과정은 ḍāho가 형성되는 과정과 동일한데 da

가 ḍa로 변한다는 규칙만은 적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법규칙

5.126에 ‘선택적으로’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dāho 또한 문법규칙

5.126이 적용이 된 단어라 할 수 있다.

옵션 용어인 ‘선택적으로’가 규칙이나 해설에 없다면 그 해당

문법규칙에는 예시 b가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vā의 언급이

있는 문법규칙은 항상 문법규칙이 적용된 예시(예시 a)와 문법규

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된 예시(예시 b) 둘 다를 포함한다.

③예시 c:

예시 c는 해당 문법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단어이다. 그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해당 문법규칙이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문법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이다.

예시 c가 포함된 문법규칙 6.48을 살펴보겠다.

[규칙] hissato lopo.

[해설] ato parassa hissa lopo vā hoti.

[예시] gaccha, gacchāhi. atoti kiṃ? karohi.

(hissato lopo. 모음 a 다음에 오는 hi는 선택적으로 탈락한다. 그 예

로는 gaccha, gacchāhi가 있다. 왜 ‘모음 a 다음에’라고 하는가? 그 예

로는 karohi가 있다.)

상기의 문법규칙의 예시로 gaccha(예시 a)와 gacchāhi(예시 b)

를 제시한 후 또 다른 예시 karohi를 제시하였다. karohi가 바로

예시 c에 해당한다. 이 karohi를 제시하기 전에 “atoti kiṃ?(왜 ‘모

음 a 다음에’라고 하는가?)”이라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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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해설에 왜 이러이러한 조건이 명시되어있는 지를 묻는 것이

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시 c인 karohi가 제시되었다. karohi

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r + ok(o) → karo + hi → karohi.

어근 √kar에 어간어미 ok(o)이 붙어 형성된 어간 karo에 2인칭

단수 명령형 어미인 hi가 붙는 과정을 살펴보자.13) 여기서 어미

hi는 모음 a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모음 o 다음에 오고 있으

므로 해당 규칙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

우에는 hi가 탈락한다는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예를 제시하는 이유는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해당 문법규칙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문법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④예시 d:

예시 d는 해당 문법규칙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규칙이 적용된 단어들이다. 이러한 예를 제시하는 경

우는 드물게 나타나므로 그 예는 생략하겠다.

이렇게 문법규칙에서 4가지 종류의 예시들을 제시하는 목적은 해

당 문법규칙의 기능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앞서 살펴본 규칙, 해설, 그리고 예시는 문법규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짧은 문법규칙도 있지만 많은 부연 설명이 첨가되어

상당히 긴 문법규칙들도 많이 있다. 규칙-해설-예시로 이어지는

이러한 문법규칙의 구조는 MV 뿐만 아니라 KV와 Sadd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3) MV 5.26(tanāditvok), MV 6.10(tu antu hi tha mi ma taṃ antaṃ ssu
vho e ām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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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규칙의 표현방식의 비교분석

규칙-해설-예시로 이어지는 문법규칙의 구조는 공통적이지만

규칙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MV가 KV와 Sadd에 비해 짧고 함

축적인 규칙을 만들어냈다. 세 문법서에서 제시하는 동일한 문법

기능을 가진 문법규칙을 예로 들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vam류의 어근에 붙는 어미로 athu를 제시하는 문법규칙을

세 문법서에서 각각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KV 646(vepu-sī-dava-vamu-ku-dā-bhū-hvādīhi thu-ttima-ṇimā

nibbatte).

Sadd 1271(vepu-si-dava-vamuto thu nibbattatthe).

MV 5.46(vamādīhathu).

KV와 Sadd는 이 문법기능에 해당하는 어근들로 √vep, √sī,

√dav, √vam을 규칙에 열거하고 있다. 그에 반해 MV는 이 문법

기능에 해당하는 어근들에 대해 vamādi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

데, 이것은 어근 √vam에 ādi(~으로 시작하는, ~등등)를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어근 √vam로 시작하는 어근들의 그룹’을 말한다.

수동형 어간어미 ya가 붙을 때 ā로 끝나는 어근의 마지막 음절

ā/a는 ī로 변한다는 문법규칙을 세 문법서에서 각각 발췌하여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KV 504(yamhi dā dhā mā ṭhā hā pā maha mathādīnaṃ).

Sadd 1014(dā-dhā-mā-ṭhā-hā-pā-maha-mathādīnaṃ yamhi ī).

MV 5.137(aññādissāssī kye).

KV와 Sadd는 이 문법기능에 해당하는 어근들로 √dā, √dhā,

√mā, √ṭhā, √hā, √pā, √maha, √matha를 규칙에 열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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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반해 MV는 이 문법기능에 해당하는 어근들에 대해 aññādi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어근 √ñā에 ādi(～으로 시작하는, ～

등등)를 결합하여 만든 ñādi(어근 √ñā로 시작하는 어근들의 그

룹)에 부정어 a를 앞에 붙여 만든 것이다. aññādi는 ‘어근 √ñā로

시작하는 어근들의 그룹을 제외한 어근들’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칙을 표현함에 있어서 KV와 Sadd가

규칙의 구성 요소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열거 방식을 취한 반면

에, MV는 ‘ādi’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짧고 함축적인 표현방식

을 취했다. MV의 ‘ādi’ 사용은 규칙 뿐 아니라 해설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기능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MV는 다른 빠알리

전통 문법서들에 비해 짧고 함축적인 문법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

었다.

Ⅲ. 지시문자(anubandha)의 사용

3.1. 지시문자의 소개와 일반적 분석

MV는 지시문자의 사용을 채택하여 문법서 전반에 걸쳐 활용하

고 있다. 빠알리어 anubandha는 접두사 ‘anu(~을 따라, 뒤에)’와

어근 √bandh(묶다)에서 파생된 ‘bandha(묶는 것, 접착)’를 결합하

여 만든 단어로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속박’, ‘부착’, ‘접착’이다.

빠알리 문법에서 anubandha는 어떤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내포

하는 지시문자로서 어근이나 접미사 또는 어미 등에 붙는다.

MV는 지시문자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ubandha는 표시 또는 지시문자일 뿐 이것은 부착하는 것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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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다.14)

다시 말해서, 지시문자는 어떤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

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시문자가 가진 문법적인 기능만 전

달해주고 나서 실제로 그 단어가 활용될 때에는 탈락한다는 것이

다. 12개의 지시문자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MV 전체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데 각각의 지시문자의 기능을 빠알리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지시문자 a:

지시문자 a는편하게발음하기위함이다.15) 예를들어, MV 5.19(maṃ

ca rudhādīnaṃ)에서 √rudh류의 어근 뒤에 붙는 어간어미로 maṃ

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어간어미는 ṃ이다. maṃ의 m과 a는

지시문자이므로 maṃ이 활용될 때에는 탈락한다. 여기서 a는 쉽

게 발음하기 위해 부착되었다.

⑵ 지시문자 u:

지시문자 u는 편하게 발음하기 위함이다.16) 예를 들어, MV 6.17

(bhūssa vuk)은 과거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어근 √bhu에 붙는 첨

가음으로 vuk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첨가음은 v이다. vuk의

u와 k는 지시문자이므로 vuk이 활용될 때에는 탈락한다. 여기서

u는 쉽게 발음하기 위해 부착되었다.

14) MV 1.23(saṅketo’navayavonubandho).

15) MV 5.19(maṃ ca rudhādīnaṃ)의 해설에 모음 a에 대한 설명이 있다:

akāro uccāraṇattho.

16) MV 6.17(bhūssa vuk)의 해설에 모음 u에 대한 설명이 있다: ukāro

uccāraṇat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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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지시문자 k:

지시문자 k가 부착된 단어는 문법규칙 내의 속격 형태의 단어

뒤에 붙는다.17) 예를 들어, MV 6.17(bhūssa vuk)은 과거 완료 시

제를 만들 때 어근 √bhu에 붙는 첨가음으로 vuk을 제시하고 있

는데 실제 첨가음은 v이다. vuk의 u와 k는 지시문자이므로 vuk이

활용될 때에는 탈락한다. 문법규칙 6.17의 규칙과 해설 어디에도

첨가음 vuk(v)이 붙는 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지시문자

k가 가진 문법적 기능으로 인해 첨가음 vuk(v)이 붙는 위치는 속

격 형태의 단어(bhūssa) 뒤, 즉 어근 √bhu 뒤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babhūva를 예로 들어 지시문자 k가 부착된 첨가음 vuk이 활

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hū + vuk(v) + a → bhūv bhūv + a → bhū bhūv + a → bha

bhūv + a → ba bhūv + a → babhūva.

어근 √bhu에 첨가음 vuk(v)이 붙는 과정에서 첨가음 vuk(v)은

지시문자 k의 문법적 기능 때문에 어근 √bhu 앞에 붙지 않고 뒤

에 붙는다.

⑷ 지시문자 gh:

지시문자 gh가 부착된 접미사가 어근에 붙을 때, 어근의 마지

막 자음인 c와 j는 각각 k와 g가 된다.18) 예를 들어, MV 5.28

(ghyaṇ)에서 불특정한 어근에 붙는 접미사로 ghyaṇ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접미사는 ya이다. ghyaṇ의 gh와 ṇ은 지시문자이므로

ghyaṇ이 활용될 때에는 탈락한다. vākya를 예로 들어 지시문자 gh

가 부착된 접미사 ghyaṇ이 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17) MV 1.20(ñakānubandhādyantā).

18) MV 5.98(kagā cajānaṃ ghānuband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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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ac + ghyaṇ(ya) → vak + ya → vāk + ya → vākya.

어근 √vac에 접미사 ghyaṇ(ya)이 붙는 과정에서 접미사 ghyaṇ

(ya)은 지시문자 gh의 문법적 기능 때문에 어근 √vac의 마지막

자음인 c를 k로 변화시킨다.

⑸ 지시문자 ṅ:

지시문자 ṅ가 부착된 대용어는 해당 단어의 마지막 음절을 대

체한다.19) 예를 들어, MV 5.173(gamayamisāsadisānaṃ vā cchaṅ)

는 어근 √gam, √yam, √isa, √āsa, 그리고 √dis의 대용어로

cchaṅ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대용어는 ccha이다. cchaṅ의 ṅ은

지시문자이므로 cchaṅ이 활용될 때에는 탈락한다. 문법규칙 5.173

의 규칙과 해설 어디에도 어근의 ‘마지막 음절’에 대한 언급은 없

다. 하지만 지시문자 ṅ가 가진 문법적 기능으로 인해 대용어 cchaṅ

은 어근 전체가 아닌 어근의 마지막 음절만 대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acchati를 예로 들어 지시문자 ṅ가 부착된 대용어 cchaṅ

이 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am + la(a) + ti → √gam + ti → ga-cchaṅ(ccha) + ti →

gacchati.

대용어 cchaṅ(ccha)이 어근 √gam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대용

어 cchaṅ(ccha)은 지시문자 ṅ의 문법적 기능 때문에 어근 √gam

의 마지막 음절 m만을 탈락시키고 붙는다.

⑹ 지시문자 ñ:

19) MV 1.18(ṅānuband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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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문자 ñ이 부착된 단어는 문법규칙 내의 속격 형태의 단어

앞에 붙는다.20) 예를 들어, MV 5.170(ñi byañjanassa)은 어간과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사이에 붙는 첨가음으로 ñi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첨가음은 i이다. ñi의 ñ는 지시문자이므로 ñi가 활용

될 때에는 탈락한다. 문법규칙 5.170의 해설 어디에도 첨가음 ñi(i)

가 붙는 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지시문자 ñ가 가진 문

법적 기능으로 인해 첨가음 ñi(i)가 붙는 위치는 해설에서 제시한

속격 형태의 단어인 byañjanādippaccayassa 앞, 즉 자음으로 시작

하는 접미사 앞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huñjituṃ을 예로 들어

지시문자 ñ이 부착된 첨가음 ñi가 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bhuj + ṃ + tuṃ → bhuṃj + tuṃ → bhuñj + tuṃ → bhuñj +

ñi(i) + tuṃ → bhuñjituṃ.

어간 bhuñj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tuṃ이 붙는 과정에서 첨

가음 ñi(i)는 지시문자 ñ의 문법적 기능 때문에 접미사 tuṃ 뒤에

붙지 않고 앞에 붙는다.

⑺ 지시문자 ṭ:

지시문자 ṭ가 부착된 대용어는 해당 단어의 모든 음절을 대체

한다.21) 예를 들어, MV 6.53(suhisvaṭ)은 어미 si나 hi가 올 때 어

근 √as의 대용어로 aṭ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대용어는 a이다.

aṭ의 ṭ는 지시문자이므로 aṭ이 활용될 때에는 탈락한다. 문법규칙

6.53의 규칙이나 해설 어디에도 ‘모든 음절’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지시문자 ṭ가 가진 문법적 기능으로 인해 대용어 aṭ(a)은

모든 음절을 대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si를 예로 들어 지시

20) MV 1.20(ñakānubandhādyantā).

21) MV 1.19(ṭānubandhānekavaṇṇā sabb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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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ṭ가 부착된 대용어 aṭ이 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s + la(a) + si → √as + si → aṭ(a) + si → asi.

어근 √as에 어미 si가 붙는 과정에서 대용어 aṭ(a)은 지시문자

ṭ의 문법적 기능 때문에 어근 √as의 모든 음절을 대체한다.

⑻ 지시문자 ṇ:

지시문자 ṇ이 부착된 접미사가 어근에 붙을 때, 어근의 첫 모음

a, i, 그리고 u는 각각 ā, e, 그리고 o로 된다.22) 예를 들어, MV

5.68(ṇvādayo)은 불특정한 어근 뒤에 붙는 접미사로 ṇu를 제시하

고 있는데 실제 접미사는 u이다. ṇu의 ṇ은 지시문자이므로 ṇu가

활용될 때에는 탈락한다. cāru를 예로 들어 지시문자 ṇ이 부착된

접미사 ṇu가 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r + ṇu(u) → cār + u → cāru.

어근 √car에 접미사 ṇu(u)가 붙는 과정에서 접미사 ṇu(u)는 지

시문자 ṇ의 문법적 기능 때문에 어근 √car의 첫 모음 a를 ā로 변

화시킨다.

⑼ 지시문자 p:

지시문자 p는 다른 단어와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23) 예를 들어,

MV 5.164(pyo vā tvāssa samāse)는 복합어 내의 절대분사 어미

22) MV 4.124(sarānamādissāyuvaṇṇassāeo ṇānubandhe).

23) MV 5.164(pyo vā tvāssa samāse)의 해설에 지시문자 p에 대한 설명이

있다: pakāro ‘pye sissā’ti visesanat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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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ā의 대용어로 pya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대용어는 ya이다.

pya의 p는 지시문자이므로 pya가 활용될 때에는 탈락한다. abhi

-bhūya를 예로 들어 지시문자 p가 부착된 대용어 pya가 활용되

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bhi + √bhū + ktvā(tvā) → abhi + √bhū + pya(ya) → abhibhūya.

절대분사 어미 tvā가 pya(ya)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지시문자 p

의 문법적 기능 때문에 ya는 수동활용을 위한 ya가 아니라 대용

어로서의 ya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

⑽ 지시문자 m:

지시문자 m이 부착된 단어는 어근의 마지막 모음 다음에 붙는

다.24) 예를 들어, MV 5.19(maṃ ca rudhādīnaṃ)은 √rudh류의

어근에 붙는 어간어미로 maṃ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어간어미

는 ṃ이다. maṃ의 m과 a는 지시문자이므로 maṃ이 활용될 때에

는 탈락한다. rundhamāna를 예로 들어 지시문자 m이 부착된 어

간어미 maṃ이 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udh + maṃ(ṃ) + a + māna → ruṃdh + a + māna → rundh +

a + māna → rundhamāna.

어근 √rudh에 어간어미 maṃ(ṃ)이 붙는 과정에서 어간어미

maṃ(ṃ)은 지시문자 m의 문법적 기능 때문에 어근 √rudh의 마

지막 모음 u 다음에 붙어 ruṃdh를 만든다.

⑾ 지시문자 r:

24) MV 1.21(mānubandho sarānamantā p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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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문자 r이 부착된 단어가 어근 뒤에 붙을 때, 어근 내에 마

지막 모음을 시작으로 하여 연결된 모든 음절이 탈락한다.25) 예를

들어, 5.153(tarādīhi riṇṇo)은 어근 √tar 뒤에 오는 과거분사 어미

ta의 대용어로 riṇṇa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대용어는 iṇṇa이다.

riṇṇa의 r은 지시문자이므로 riṇṇa가 활용될 때에는 탈락한다. tiṇṇa

를 예로 들어 지시문자 r이 부착된 접미사 riṇṇa가 활용되는 과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r + ta → √tar + riṇṇa(iṇṇa) → t + iṇṇa → tiṇṇa.

과거분사 어미 ta가 riṇṇa(iṇṇa)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riṇṇa(iṇṇa)

는 지시문자 r의 문법적 기능 때문에 어근 √tar의 마지막 모음 a

를 시작으로 하여 연결된 모든 음절인 ar을 탈락시킨다.

⑿ 지시문자 l:

지시문자 l은 다른 단어와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26) 예를 들어,

MV 5.18(kattari lo)은 어근에 붙는 어간어미 la를 제시하고 있는

데 실제 어간어미는 a이다. la의 l은 지시문자이므로 la가 활용될

때에는 탈락한다. pacamāna를 예로 들어 지시문자 l이 부착된 어

간어미 la가 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c + la(a) + māna → pacamāna.

어근 √pac에 어간어미 la(a)가 붙는 과정에서 지시문자 l의 문

법적 기능 때문에 a는 여타의 접사로서의 a가 아니라 어간어미로

서의 a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

25) MV 4.132(rānubandhe-nta sarādissa).

26) MV 5.18(kattari lo)의 해설에 지시문자 l에 대한 설명이 있다: lakāro

“ñilasse”ti visesanat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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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MV가 사용한 12가지의 지시문자를 살펴보았다. 상기

와 같이 지시문자는 각각의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함축하고 있다.

지시문자가 붙은 글자가 실제로 활용될 때에는 지시문자가 탈락

한다. 문법규칙에서 지시문자의 사용을 채택하는 이유는 매번 문

법적 기능을 설명하지 않고도 간단한 지시문자를 통해 문법적 기

능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지시문자는 문법규칙을 간결하고 정확하

게 만드는 문법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2. 지시문자 사용의 효과

KV와 Sadd도 지시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시문자의 종류가

MV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례도 드물게 나타난다. 동

일한 문법적 기능을 제시하는 문법규칙에서 KV와 Sadd는 지시문

자를 사용하지 않고, MV는 지시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

시문자의 사용 유무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겠다.

√rudh류의 어근에 붙는 어간어미로 ṃ을 제시하는 문법규칙을

세 문법서에서 각각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V 448(rudhādito niggahitapubbañ ca).

Sadd 926(rudhādito ca, majjhe niggahītaṃ).

MV 5.19(maṃ ca rudhādīnaṃ).

KV와 Sadd가 √rudh류의 어근에 붙는 어간어미로 niggahita,

즉 ṃ을 제시하는 반면에, MV는 지시문자 m이 부착된 maṃ을 제

시한다.

MV의 maṃ(ṃ)의 경우, ‘지시문자 m이 부착된 단어는 어근의

마지막 모음 다음에 붙는다’라는 지시문자 m의 문법적 기능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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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어 있다. 따라서 어간어미 maṃ(ṃ)이 붙는 위치가 어근 √rudh

의 마지막 모음 u 뒤라는 것을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다.

KV와 Sadd는 지시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어간어미 ṃ이

붙는위치를해설에서설명한다. 해설에서 KV는 ‘pubbe niggahitāgamo

hoti(ṃ은앞에붙는다)’라고언급하고있고, Sadd는 ‘dhātūnaṃ majjhe

niggahītagamo hoti(ṃ은 어근 가운데에 붙는다)’라고 언급하고 있

다.

√tar류의 어근에 붙는 과거분사 어미 ta의 대용어로 iṇṇa를 제

시하는 문법규칙을 세 문법서에서 각각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KV 583(tarādīhi iṇṇo).

Sadd 1184(tarādīhi iṇṇo).

MV 5.153(tarādīhi riṇṇo).

KV와 Sadd가 √tar류의 어근에 붙는 과거분사 ta의 대용어로

iṇṇa를 제시하는 반면에, MV는 지시문자 r이 부착된 riṇṇa를 제

시한다.

MV의 riṇṇa의 경우, ‘지시문자 r이 부착된 단어가 어근 뒤에

붙을 때, 어근 내에 마지막 모음을 시작으로 하여 연결된 모든 음

절이 탈락한다’라는 지시문자 r의 문법적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어근 √tar의 마지막 모음 a를 시작으로 하여 연결된 모든

음절인 ar가 탈락한다는 것을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다.

KV와 Sadd는 지시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대용어 iṇṇa로

인해 일어나는 문법적 변화를 해설에서 설명한다. 해설에서 KV는

‘anto ca byañjano no hoti(마지막 자음이 탈락한다)’라고 언급하

고 있고, Sadd는 ‘anto ca no hoti(마지막은 탈락한다)’라고 언급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설명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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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와 Sadd는 그 기능을 해설에서 매번 설명하고, MV는 한 음절

만으로도 그 문법적 기능이 전달되는 지시문자를 사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MV는 이러한 지시문자의 체계적인 사용으로

문법규칙의 함축성과 간결성이라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Ⅳ. 어미의 형태

4.1. 어미의 형태의 비교분석

앞의 Ⅱ장과 Ⅲ장은 해당 주제에 대한 소개와 일반적인 분석으

로 시작하여 후반부에 세 문법서를 비교분석하였으나, 이번 장은

어간을 형성하는 어미의 형태에 대한 것이므로 소개가 필요 없다

고 판단되어 바로 비교분석에 들어가겠다.

어미에 대한 같은 문법적 기능을 설명하는 문법규칙에서 KV와

Sadd는 어간의 최종 형태를 만드는 어미를 제시하는 반면에, MV

는 문법적 변화를 일으키기 전인 최초 형태의 어미를 제시한다.

세 문법서에서 제시하는 동일한 문법적 기능의 문법규칙을 예로

들고 그것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역형 어간어미를 제시하는 문법규칙을 세 문법서에서 각각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V 440(dhatūhi ṇe ṇāpe ṇāpayā kāritāni hetvatthe).

Sadd 914(ṇe-ṇaya-ṇāpe-ṇāpayā hetvatthe dhātuto, kāritā ca te).

MV 5.16(payojakavyāpāre ṇāpi ca).

KV와 Sadd가 사역형 어간어미로 ṇe(e), ṇaya(aya), ṇāpe(ā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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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ṇāpaya(āpaya)를 제시하는 반면에, MV는 ṇi(i)와 ṇāpi(āpi)

를 제시한다. MV에서 제시하는 i와 āpi는 문법적 변화를 일으키

기 전인 최초 형태의 어미들이고, KV와 Sadd에서 제시하는 e, aya,

āpe, 그리고 āpaya는 이미 문법적 변화를 일으킨 후의 어미로서

어근에 붙어 어간의 최종 형태를 만든다. 그 예로 kāreti가 형성되

는 과정을 MP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r + ṇi(i) + ti27) → kār + i + ti28) → kāre + ti29) → kāreti.

이 과정에서 어미 ṇi(i)는 ‘어떤 어미든지 뒤에 올 때 i와 ī는

e로, u와 ū는 o로변한다’라는문법규칙 5.82(yuvaṇṇāname-o paccaye)

에 의해 e로 변하였다. 이 e는 KV와 Sadd가 제시한 ṇe(e)이다.

kāreti의 옵션형인 kārayati가 형성되는 과정을 MP에 따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kar + ṇi(i) + ti → kār + i + ti → kāri + la(a) + ti30) → kāre +

a + ti31) → kāray + a + ti32) → kārayati.

이 과정에서도 kāret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법규칙 5.82(yuva

ṇṇāname-o paccaye)에 의해 ṇi(i)는 e로 변하였다. 이 e는 ‘모음이

뒤에 올 때 e와 o는 각각 aya와 ava로 변한다’라는 문법규칙 5.89

(e-onamayavā sare)에 의해 aya로 변하였다. 이 aya는 KV와 Sadd

가 제시한 ṇaya(aya)이다. 마찬가지로 ṇāpe(āpe)와 ṇāpaya(āpaya)

도 MV가 제시한 ṇāpi(āpi)의 마지막 음절인 i가 문법적 변화를

27) MV 6.1(vattamāne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 MV

5.16(payojakabyāpāre ṇāpi ca).

28) MV 5.84(assā ṇānubandhe).

29) MV 5.82(yuvaṇṇānameo paccaye).

30) MV 5.20(ṇiṇāpyāpīhi vā).

31) MV 5.82(yuvaṇṇānameo paccaye).

32) MV 5.89(eonamayavā s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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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후의 형태들이다.

MV가 제시한 최초 형태의 어미 ṇi(i)와 ṇāpi(āpi)가 KV와 Sadd

가 제시한 ṇe(e)와 ṇāpe(āpe)에 이르기까지는 통과해야 하는 한

개의 문법규칙이 더 있었고, ṇaya(aya)와 ṇāpaya(āpaya)에 이르

기까지는 두 개의 문법규칙이 더 있었다.

수동형 어간어미를 제시하는 문법규칙을 세 문법서에서 각각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V 546(vada mada gama yuja garahākārādīhi jja mma gga yhey

yā gāro vā).

Sadd 1129(vada-mada-gama-yuja-garah’-ākārādīhi jja-mma-gga

-yh’-eyyā, gāro vā).

MV 5.30(vadādīhi yo).

KV와 Sadd가 어미 jja와 mma를 제시하는 반면에, MV는 어미

ya를 제시한다. 그 예로 vajja가 형성되는 과정을 MP에 따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vad + ya33) → vaj + ya34) → vaj + ja35) → vajja.

이 과정에서 어근 √vad의 마지막 자음 d가 j로 변했다. 이것은

‘ya가 어근에 붙을 때, 어근의 마지막 음절의 ta행의 자모는 각각

ca행의 자모로 변한다’라는 문법규칙 1.48(tavaggavaraṇānaṃ

ye cavaggabayañā)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 과정으로 어미 ya가

ja로 변했다. 이것은 ‘ya는 앞 단어의 마지막 자음과 동일화된다’

라는 문법규칙 1.49(vaggalasehi te)에 의한 것이다. 또 다른 예

gamma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am + ya36) → gam + ma37) → gamma.

33) MV 5.30(vadādīhi yo).

34) MV 1.48(tavaggavaraṇānaṃ ye cavaggabayañā).

35) MV 1.49(vaggalasehi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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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ya가 ma로 변했다. 이것은 vajja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ya는 앞 단어의 마지막 자음과 동일화된다’라는 문법규칙 1.

49(vaggalasehi te)에 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MV가 제시한 ya가 KV와 Sadd가 제시한 jja 형태

에 이르기까지는 통과해야만 하는 두 개의 문법규칙이 더 있었고,

mma 형태에 이르기까지는 한 개의 문법규칙이 더 있었다.

어근 √labh 뒤에 붙는 아오리스트 어미 iṃ과 ī의 대용어로서

thaṃ과 tha를 제시하는 문법규칙을 세 문법서에서 각각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V 499(labhasmā ī-iṃnaṃ ttha tthaṃ).

Sadd 1003(labhato ī-iṃnaṃ ttha-tthaṃ, tadantalopo ca).

MV 6.73(labhā iṃ īnaṃ thaṃthā vā).

KV와 Sadd가 ī와 iṃ의 대용어로서 ttha와 tthaṃ을 제시하는

반면에, MV는 어미 tha와 thaṃ을 제시한다. 그 예로 alatthaṃ이

형성되는 과정을 MP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ñ(a) + √labh + la(a) + iṃ38) → a + √labh + iṃ39) → a + √labh

+ thaṃ40) → a + lath + thaṃ41) → a + lat + thaṃ42) → alatthaṃ.

아오리스트 어미 iṃ이 대용어 thaṃ으로 대체되고 나서 어근

√labh의 마지막 자음인 bh가 th로 변했다. 이것은 ‘ya외의 자음

36) MV 5.30(vadādīhi yo).

37) MV 1.49(vaggalasehi te).

38) MV 6.4(bhūte īuṃ ottha iṃ mhā ā ū se vhaṃ a mhe) 또는

6.5(anajjatane ā ū o ttha a mhā ttha tthuṃ se vhaṃ iṃ mhase), MV

5.18(kattari lo), MV 6.15(āīssādīsvaña vā).

39) MV 1.26(saro lopo sare).

40) MV 6.73(labhā iṃ īnaṃ thaṃ thā vā).

41) MV 5.95(pararūpamayakāre byañjane).

42) MV 1.35(catutthadutiyesvesaṃ tatiyapaṭham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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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근 뒤에 올 때, 어근의 마지막 음절은 뒤에 오는 자음과 동

일화된다’라는 문법규칙 5.95(pararūpamayakāre byañjane)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 과정으로 th가 t로 변했다. 이것은 ‘ka행부터 pa

행까지의 각 행에 있는 네 번째 음(유성 대기음) 또는 두 번째 음

(무성 대기음)이 반복될 때, 앞에 있는 네 번째 음은 세 번째 음

(유성 무기음)으로, 두 번째 음은 첫 번째 음(무성 무기음)으로 변

한다’라는 문법규칙 1.35(catutthadutīyesvesaṃ tatīyapaṭhamṃā)

에 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MV가 제시한 tha와 thaṃ이 KV와 Sadd가 제시한

ttha와 tthaṃ의 형태에 이르기까지는 통과해야만 하는 두 개의

문법규칙이 더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근에 붙는 어미를 제시할 때, KV와

Sadd에서는 어간을 형성하는 최종 형태의 어미를 제시하는 반면

에, MV는 문법적 변화를 일으키기 전의 최초 형태의 어미를 제

시한다. MV는 어미가 어근에 붙어 어간의 최종 형태를 이루기까

지의 세세한 문법적인 과정을 다른 문법규칙을 통해 일반화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MV는 다른 빠알리 전통 문법서에 비해

좀 더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Ⅴ. 나오는 말

빠알리 전통 문법서들을 제대로 번역하고 연구하는 것은 빠알

리어의 언어학적 토대와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들 중

하나이다. 번역과 연구의 기초적인 작업으로 그 문법서들의 기본

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한 본고는 빠알리 전통 문법서가 가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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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칙의 기본구조를 먼저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에 MV의 체계

성을 증명하기 위해 MV가 가진 문법규칙의 표현방식과 문법적

장치, 그리고 규칙에서 제시하는 어미의 형태에 관해 다른 빠알리

어 문법서들 즉, KV와 Sadd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렇게 비교분석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문법규칙은 규칙과 해설, 그리고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규칙-해설-예시로 이어지는 이러한 문법규칙의 구조는 비단 MV

뿐 아니라 KV와 Sadd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조

만 같을 뿐 MV는 규칙을 표현함에 있어서 차별되는 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 KV와 Sadd가 규칙의 구성 요소들을 장황하게 늘어놓

는 열거 방식을 취한 반면, MV는 ‘ādi’와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

여 짧고 함축적인 규칙을 만들어냈다.

반복되는 문법적 기능을 제시함에 있어 KV와 Sadd가 규칙이

나 해설에서 그 문법적 기능을 매번 설명하는 반면, MV는 한 음

절만으로도 그 문법적 기능이 전달되는 지시문자를 사용하고 있

다. 지시문자는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문법적 장치

로서 어근이나 접미사 또는 어미 등에 붙는 한 음절이다. KV와

Sadd도 지시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시문자의 종류가 MV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례도 드물게 나타난다. 각각의 문

법적 기능을 가진 12개의 지시문자는 MV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MV는 이러한 지시문자의 체계적인 사용으로 문법규칙의 함축성

과 간결성이라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어근에 붙는 어미를 제시함에 있어 KV와 Sadd에서는 어간을

형성하는 최종 형태의 어미를 제시하는 반면에, MV는 문법적 변

화를 일으키기 전인 최초 형태의 어미를 제시한다. MV가 최초

형태의 어미만 제시하고 완전한 어간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언급

을 하지 않았다면 MV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성은 무너지

고 만다. 그러나 MV는 다른 문법규칙을 통해 최초 형태의 어미

가 어근에 붙어 어간의 최종 형태를 형성하기까지의 세세한 문법

적인 과정을 일반화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점은 MV의 체계성을



목갈라나문법(Moggallāna-vyākaraṇa)의체계성고찰 ∙ 281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KV와 Sadd와는 달리 MV는 기능적인 용어인 ādi

와 문법적 장치인 지시문자의 사용으로 함축적이고 간결한 문법

규칙을 만들어냈다. 또한 최초 형태의 어미를 제시함과 동시에 세

세한 문법적 기능을 보유한 문법규칙까지 제시하면서 체계적으로

문법규칙을 전개해나갔다. 이러한 점에서 MV가 다른 빠알리 전

통 문법서에 비해 체계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문법서의 기본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작업은 결국 문법

서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문법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빠

알리 전통 문법서 중 가장 체계적이라 할 수 있는 MV에 관한 연

구는 원전조차도 완역이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시작점에 와있다.

본고에서 참고한 MV 원전과 원전의 저자가 직접 쓴 주석서 MP

를 제외하고도, MV는 다양한 주석서와 어근모음집을 아울러 갖

추고 있다. MV 원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 문헌을 제대로 번

역하고 연구하는 일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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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ystemicity of

Moggallāna-vyākaraṇa

Kim, Seori

Dongguk Univ. Gyeongju Campus

There are three influential works of Pāli grammar,

namely, Kaccāyana-vyākaraṇa(KV), Saddanīti(Sadd), and

Moggallāna-vyākaraṇa(MV). Out of them, MV is the most

systematic work. It is because Moggallāna, the author of

MV, adopts the distinguished method in developing his

grammatical rules.

The aim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prove MV’s

systemicity. Therefore, this research deals with some

features of MV’s treatment. The method for the present

research is to compare MV with the other Pāli grammars,

viz., KV and Sadd,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ly, the

basic structure of grammatical rule along with the forms of

expression used in sutta; secondly, the use of grammatical

device, i.e., the indicatory letter(anubandha); and thirdly, the

form of suffix.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the following

three points are observed:

Firstly, with regard to the basic structure of the

grammatical rules, there is no great difference among the

three texts. But, concerning the forms of expression, MV

gives significant and concise expression in sutta by using a

functional word ‘ādi’, while KV and Sadd enumerate all the

items.

Secondly, MV uses grammatical device, i.e., indic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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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anubandha) more often than the other texts. The use

of anubandha is for the sake of concise and efficient

expression instead of lengthy expression. Therefore, MV

presents the concise and efficient rules by using anubandha.

Thirdly, MV provides the initial form of suffixes which

do not undergo grammatical operation yet. This means that

there are more process to reach the final form of the verb

or verbal form. On this point, MV is more systematic than

the other texts.

In short, MV presents the concise and efficient rules by

using ‘ādi’ and ‘anubandha’. Besides, MV provides more

grammatical rules for the sake of detailed process. In these

respects, the systemicity of MV is clearly proved.

Keywords : Moggallāna-vyākaraṇa, Kaccāyana-vyākaraṇa,

Saddanīti, Pāli grammar, grammatical rule,

indicatory letter(anuban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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