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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다나 카라카(apādāna-kāraka)에 대한

파니니(Pāṇini)의 정의

김현덕*1)

Ⅰ 서론. Ⅱ 카라카(kāraka)의 의미와 종류. Ⅲ Aṣṭādhyāyī가 규정하는
아파다나 카라카(apādāna-karaka).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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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카, 파니니, 범어 문법]

카라카(kāraka)는 문장에서 동사와 연결되어 동사의 의미를 완성시키

도록 돕는 것이다. 파니니(Pāṇini)는 이 개념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文典(Aṣṭādhyāyī)의 P. 1.4.23에서 ‘처격으로 표시된 의

미조건’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하 P. 1.4.55에 이르기까지, 범

어 구문론의 중추를 이루는 이 개념을 행위 주체를 의미하는 kartṛ, 행

위의 목적(대상)을 나타내는 karma, 행위 성취의 수단을 나타내는 kara

ṇa, 증여를 표시하는 saṁpradāna, 분리를 나타내는 apādāna, 행위발생

장소인 adhikaraṇa라는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그중 파니

니가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5격 어미’를 취하여, ‘탈격’이라

고도 불리는 아파다나 카라카(apādāna-kāraka)로, P. 1.4.24-31에서 취

급되고 있다. 여기서 ‘아파다나 카라카’로 규정되고 있는 것들은, ① 떠

남(분리)와 관련된 행위에 관해 고정점, ② 두려움과 관련된 행위에 관

해 그 대상, ③ 굴복하는 행위와 관련된 대상, ④ 제지 행위와 관련하여

도달하고자 원하는 대상, ⑤ 숨는 행위와 관련하여 보이지 않기를 원하

는 대상, ⑥ 지식 획득과 관련된 행위에 관한 그 敎示者, ⑦ ‘태어남’을

의미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 주체의 탄생 근원, ⑧ √bhū와 관련

한 행위 주체의 初出 장소라는 8항목들이다. 이상에 대한 고찰은, 아파

다나 카라카라는 문장 구성 요소가 어떻게 행위 주체의 ‘행위 성취’를

돕는지(kāraka)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제5격의 적용 근

거가 분명히 드러남을 살펴보았다.

* 金玹德: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kama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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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범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단어(pada)들로 구성된다. 단어는 순수

한 형태의 語基1)로부터 형성된 것2)에 명사 격어미나 동사 활용어

1) 명사와 동사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prakṛti)은 각각 prātipadika과

dhātu라고 불린다. 이 둘을 지칭하는 명칭을, 편의상 ‘순수한 형태의

語基’라고 부르도록 한다. Dhātu는 보통 ‘동사 어근’이라고 번역되는

것이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prātipadika는 번역상의 난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명사 어근’이라고 번역한다. Prātipadika도 단어

형성과정상 ‘동사 어근’과 동일한 파생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어근에는 파생 형[어근]들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小川(

1984, 1985: 131 이하)와 Cardona(1976: 183 이하) 참조.

이들에 대한 파니니(Pāṇini)의 Aṣṭādhyāyī(이하 A)의 규칙(sūtra)은

다음과 같다.

“동사 어근도 아니고 접사도 아닌,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Prātipadika(명사 어근)이다.”(arthavad a-dhātur a-pratyayaḥ

prātipadikam ||) P. 1.2.45.

“kṛt(1차 접사)가 첨가된 말과 taddhita(2차 접사)가 첨가된 말, 그리고

복합어도 또한 [prātipadika이다.]”(kṛt-taddhita-samāsāś ca ||) P. 1.2.46.

“√bhū 등이 어근들이다.”(bhūvādayo dhātavaḥ ||) P. 3.1.32.

“saN 등의 접사로 끝나는 것들이 어근들이다.”(saN-ādi-antāḥ dhātavaḥ

||) P. 1.3.1.

이후 Pāṇini-Sūtra(이하 P.)를 제시할 때, anubandha(표지문자 it)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복합어는 모음 산디가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분절하여 표시한다(예: sUP, sUP-tiṄ-antam). 또한 원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 각 단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경우에는 병기하고

이후엔 한글표기를 우선한다. 예: 카라카(kāraka), 크쉐멘드라(kṣemendra).

아울러 anubandha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Devasthali(1967: 1 이하), 그

밖의 문법 용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강성용(2011)과 Singh(1991:

420-439) 참조.

2) 다음의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① 語基

② ‘①’에 kṛt나 taddhita 접사 등이 첨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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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abda (말)

vākya (문장)

pada (단어)

aham, gṛham…

ahaṁ gṛhaṁ gacchāmi

ahaṁ gṛhaṁ gacchāmi. tvam api gacchasi.

미가 첨가된 것3)인데, 이러한 단어들이 단순히 나열되는 것만으

로는 문장의 의미4)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의 문장이 분명한 의

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활용된 형태로 단어들이 제시되어야 한

다.5) 이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śabda ← {vākya ← <pada+pada+…> + vākya ← <pada+pada+…>+…}

《표 1. 말과 문장, 단어의 관계와 포섭도》

일반적으로 문장은 주어(主部)와 술어(述部)의 분석을 통해 이

해되지만, 범어의 경우에는 주로 단어들이 서로에 대해 지니고 있

는 관계의 파악을 통해 문장의 분석이 이루어진다.6) 이 관계를 범

;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도식은 강성용(2011: 216)과 Sharma(1987:

165-166) 참조.

3) “명사 어미와 동사 인칭어미로 끝나는 것이 pada이다.”(sUP-tiṄ-antaṁ

padam ||) P. 1.4.14.

4) 여기서 말하는 ‘문장의 의미’는, 범어 언어철학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님을 미리 언급해 둔다. ‘그는 집에 간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자면, 이 문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주어(주격), 목적어(목적격),

동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구조 속에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범어 언어철학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문장의 의미

(vākyārtha)’는, 논자가 파악하는 한, 상기의 구조가 ‘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의 의미’에는,

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바라 본 ‘문장의 성립’이라는 측면과, ②

형이상학적인 접근을 통한 보다 상층적이라 부를 수 있는 측면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인도 정통 문법학파에서는 후자적인 측면에서

‘pratibhā(직관지(直觀知)’를 ‘문장의 의미(vākyārtha)’로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小川(1991) 참조.

5) Shastri(1990: 1).

6) 범어에서 語順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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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법가들은 카라카(kāraka)라고 부른다. 이 개념은 파니니문법

의 파생 체계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정작 본인은 이에 대

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당시의 문법가들 사이에

이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7) 하

지만 또한 이점이 ‘카라카’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8)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보다 세분화된 고찰이 주는 명

료함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카라카(kāraka)’를 구성하는 제 요소

들 중의 하나를 그 고찰 대상으로 한다. 전체의 유기적 관계에 대

한 파악은 각각의 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 자연

스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P.가 카라

카의 하나인 ‘아파다나(apādāna)’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의 실제 적용상이 어떠한 지를, 파니니(Pāṇini)의 文典 Aṣṭād

hyāyī[이하 A]와 그 주석서인 Kāśikāvṛtti(이하 KV)의 해당 해석

과 예시9)의 검토, 분석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Mahābhāṣya(이하 Mbh) 등의 주석서도 언급한다.

없다. 語基에 첨가된 각각의 어미들이, 다른 단어들에 대한 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Āpte(2002: 1이하). 참조.

7) KARA(1975:ⅰ).

8) 범어 구문론을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카라카’ 자체가 또한

의미론적으로 파니니문법 해석상의 문제와 얽혀 한층 더 난해함을

던져주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본고는 이처럼 여전히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kāraka’의 의미론적·구문론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P.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살펴보는, 지극히

형태론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미리 언급해 둔다. cf.)

Cardona(1976: 215 이하)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강성용(2011: 288 이하)에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

9) 파니니가 규정하는 문법규칙들의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Rāvaṇavadha(라바나의 살육, 통칭 Bhaṭṭikāvya[이하 Bhk])라는 문헌이

있다. P.의 ‘용례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자료는 ‘문학’을 도구로

‘파니니문법’을 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찰은 기회를 달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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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카라카(kāraka)의 의미와 종류

일반적으로 ‘카라카(kāraka)’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10)’으로

‘성취자, 산출자’를 일컫는다.11) 다시 말해서 이것은 행위를 야기

시키는 요소로,12) 행위 참여요소13), 행위실현자(能成者)14) 등으로

불린다. ‘행위’는 동사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카라카’란 곧 ‘동사의

의미를 완성시키도록 돕는 것15)’을 의미하게 된다. 한마디로 ‘행위

의 성립 원인(kriyā-nimitta)’인 것이다.

카라카(kāraka)가 가지는 이러한 본연의 성격 때문에, ‘어떤 동

일한 요소’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카라카가 될 수 있는데16), 그때

그 다양한 카라카를 표시해주는 형태는 비박티(vibhakti)17)이다.

10) karotīti kārakam || P. 1.4.23에 관한 Mbh.

11) sādhakaṁ nirvartakaṁ kāraka-saṁjñaṁ bhavatīti vaktavyam || ibid.

12) KARA(1975:ⅰ).

13) Cardona(1976: 219).

14) 小川(2000: 533).

15) “kāraka라는 말은 원인과 동의어이다. kāraka는 hetu와 동일한 의미이다.

무엇의 원인인가? 행위의 [원인이다].”(kāraka-śabdaś ca

nimitta-paryāyaḥ | kārakaṁ hetur ity an-arthāntaram | kasya hetuḥ -

kriyāyāḥ |) P. 1.4.23에 관한 KV.

16) cf.) Cardona(1976: 277 이하).

17) 엄격한 의미에서 비박티(vibhakti)는 명사 격어미와 동사 어미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명사 어간에 첨가되는 격어미들과 동사 어기에

첨가된 인칭어미들이] vibhakti이다.”(vibhaitiś ca || P. 1.4.104) 하지만

범어 문법전통에서는 주로 前者를 지시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비박티도 前者를 지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kāraka-vibhakti와 upapada-vibhakti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동사들에 의해 지배받는 격 관계로 명사에 첨가되는 격 어미를

나타내고, 후자는 다른 단어(불변화사)의 지배를 받아 명사에 첨가되는

격 관계를 나타낸다. cf.) Ananthanarayana(1970: 18) & Āpt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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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라카와 관련하여, 한 문장의 구성요소들(名詞類)이 취하

는 최종적인 형태는 ‘동사’와 관련하여 각각이 어떠한 관계를 가

지는지에 따라 결정되고18)A 또 그에 따른 비박티形19)을 취하게

된다.B

이 중에서 본 논문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前者(A)로서 범

어 문법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를 6종으로 분류한다. 즉 ‘행위 주

체’를 나타내는 카르트르(kartṛ), ‘행위의 목적(대상)’을 나타내는

카르마(karma), 행위 성취의 ‘수단’을 나타내는 카라나(karaṇa),

‘증여’를 표시하는 삼프라다나(saṁpradāna), ‘분리’를 나타내는 아

파다나(apādāna), 그리고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아디

카라나(adhikaraṇa)가 그것이다. 다음 쪽의《표 2》는 상기의 내

용과 상응 규칙, 그리고 격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각 카

라카의 대강을 알 수 있다.

이들 6종의 카라카 중에서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대상

은 ‘아파다나 카라카(apādāna-kāraka)20)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을

16-17) & Kale(2007: 475) & Shastri(1990: 1, 43 이하) & Singh(1991:

53-68).

또한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kāraka-vibhakti가 upapada-vibhakti보다

우세하다. 예) muni-trayaṁ namas-kṛtya(이 경우 ‘namas’는 보통

제4격인 여격을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제2격인 목적격을 취하고 있다.)

(upapada-vibhakteḥ kāraka-vibhaitir balīyasī |) Paribh. 102.

18) 이렇게 결정된 것이 곧 6종의 카라카이다. 이것은 바른 격 어미를

각각의 단어에 첨가시키기 위한 도구(kāraka)로, 이야말로 카라카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cf.) KARA(1975: ⅳ).

19) 카라카는 이 형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소위 말하는 ‘주격’ 등으로 불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카라카에는 ‘格’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낼 수 없는

특성이 존재함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본고에서는 이후

원칙적으로 ‘카라카(kāraka)’라는 원어를 그대로 제시한다.

20) 아파다나(apādāna)의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된다. 이

용어는 종종 ‘탈격’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미

언급하였듯이(앞의 각주 19), 그 본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이후 ‘아파다나’ 혹은 ‘아파다나 카라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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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규칙 명칭(samjñā) 정의(samjñin) 표시 대상 격관계(vibhakti)

P. 1.4.5421) kartṛ 독립된 것 행위 주체 제1격 (주격)

P. 1.4.4922) karma
가장 원하는

대상
목적 제2격 (목적격)

P. 1.4.4223) karaṇa

행위 성취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도구 제3격 (구격)

P. 1.4.3224) saṁpradāna
목적을 통해

의도하는 대상
증여 제4격 (여격)

P. 1.4.2425) apādāna
떠남과 관련된

고정점(기점)
분리 제5격 (탈격)

p. 1.4.4526) adhikaraṇa 발생 장소 장소 제7격 (처격)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 2. 카라카의 분류》

21) “[kāraka 중에서] 자립적(독립적)인 것은 kartṛ[라는 명칭을

갖는다].”(sva-tantraḥ kartā ||)

cf. “[kāraka 중에서] 그것[kartṛ]을 자극하는 것은 또한 hetu(사역형

주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tat-prayojako hetuś ca ||) P. 1.4.55.

22) “[kāraka 중에서] 행위 주체가 얻고자 가장 원하는 [대상은] karma[라는

명칭을 갖는다].”(kartur īpsita-tamam karma ||)

23) “[kāraka 중에서 행위성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karaṇa[라는

명칭을 갖는다].”(sādhaka-tamaṁ karaṇam ||)

cf. “[다른 요소들에 의해 표시되지 않은 경우], kartṛ와 karaṇa를 나타낼

때 제3격 어미가 발생한다.”(kartṛ-karaṇayos tṛtīyā ||) P. 2.3.18.

24) “[kāraka 중에서] 대상을 통해 다가가고자 하는 목적물이

saṁpradāna[라는 명칭을 갖는다].”(karmaṇā yam abhipraiti sa

saṁpradānam ||)

25) “[kāraka 중에서] 떠남과 관련하여 기점은 apādāna[라는 명칭을

갖는다].”(dhruvam apāye’pādānam ||)

26) “[kāraka 중에서] 장소는 adhikaraṇa[라는 명칭을 갖는다].”(ādhāra

adhikaraṇ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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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ṣṭādhyāyī가 규정하는 아파다나

카라카(apādāna-kāraka)

A에서 파니니가 규정하는 카라카(kāraka) 관련 규칙들은, “[그

것이] 카라카인 경우”27)라는 지배(주제)규칙28) 아래에, 아파다나

(apādāna)를 시작으로 하여 삼프라다나(saṁpradāna), 카라나(kar

aṇa), 아디카라나(adhikaraṇa), 카르마(karma), 카르트르(kartṛ) 순

27) (kārake ||) P. 1.4.23 이 규칙은 “여기서부터 P. 2.2.38에 이르기까지는

오직 하나의 명칭(술어)만이 적용된다.”(ā kaḍārād ekā saṁjñā || P.

1.4.1)와 “규칙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후행 규칙이

유효하다.”(vipratiṣedhe paraṁ kāryam || P. 1.4.2)라는 규칙들의 영향

아래에서 P. 1.4.55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배규칙이다. cf.) 다음의 각주

28 참조. 또한 이 규칙 자체에 대한 논의가 카라카에 관한 논란의

도화선이 되고 있지만, 이미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Aj(1995: 78 이하)와 KARA(1975: ⅱ 이하) 참조.

cf. “‘karake’는 수식어(한정사)로, apādāna 등의 명칭(술어)를 대상으로

한 영역의 선두에 위치한다. ‘kārake’는 지배규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이 [규칙] 이하에서 차례로 서술하려는 것이 바로 ‘kārake’임을

알아야한다.”(kāraka iti viśeṣaṇam apādānādi-saṁjñā-viṣayam

adhikriyate | kāraka ity adhikāro veditavya yad ita ūrdhvam

anukramiṣyāmaḥ kāraka ity evaṁ tad veditavyam |) P. 1.4.23에 관한

KV.

28) P.는 일반적으로 문법조작을 규정하는 ‘vidhi-sūtra(조작규칙)’와 이를

보조하는 ‘saṁjñā-sūtra(술어규칙)’, ‘paribhāṣā-sūtra(해석규칙)’,

‘adhikāra-sūtra(지배·주제규칙)’, 그리고 ‘atideśa-sūtra(확대적용규칙)’,

‘niyama-sūtra(제한규칙)’, ‘pratiṣedha-sūtra(금지규칙, niṣedha-sūtra)’의

일곱 가지로 구분된다. Cardona(1976: 191-192, 1988: 4). 이중

지배(주제)규칙은, 여기에 뒤따르는 A의 규칙들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그 효력이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강성용은 Cardona와

Kiparsky(1979)의 구분을 참조하면서, P.를 atideśa를 제외한 여섯

가지로 분류·제시하고 있다. 기타 규칙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성용(2011: 11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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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되고 있다.29) 이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카라카인

아파다나30)를 살펴본다.

아파다나(apādāna)는 ‘분리, 제거’를 의미하며, 이것이 제5격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룬다.31) A에서는 P. 1.4.24를 시작으로 모두 8

개의 문법규칙(sūtra)이 ‘아파다나 카라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를 간략하게 분류하면 다음의《표 3》과 같다.

《표 3. P. 1.4.24-31의 분류》

규 칙 정의(saṁjñin32)) 관련 행위
P. 1.4.24 고정점(기점) 떠나는 행위

P. 1.4.25 두려움의 원인
√bhī ‘두려워하다’

√trā ‘보호하다’

P. 1.4.26 견딜 수 없는 대상 para-√jī ‘굴복하다’

P. 1.4.27 제지를 통해 도달하고자 원하는 대상 ‘저지’를 의미하는 동사들

P. 1.4.28 보이기 원치 않은 대상 ‘숨는’ 행위

P. 1.4.29 지식의 교시자 지식의 획득과 관련된 행위

P. 1.4.30 √jan의 행위 주체의 탄생 근원 √jan

P. 1.4.31 √bhū의 행위 주체의 근원 √bhū

29)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는 카라카들은 Ananthanarayana(1970)와

Cardona(1974)를 통해 그 대강을 이해할 수 있다.

30) 본 논문이 아파다나 카라카(apādāna-kāraka)를 고찰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A의 배열 순서를 존중해서이다. 파니니(Pāṇini)가 문법규칙들을

무분별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같은 문법규칙 배열 방식은 인도 문법전통의 독특한 형태로,

‘yathoddeśa’라고 불린다. 이는 ‘교시된 [순서]대로’라는 의미로,

‘kāryakāla (문법 조작이 이루어질 때)’와는 다른 배열 방식이다. cf.)

(yathoddeśaṁ saṁjñā-paribhāṣam | kāryakālaṁ saṁjñā-paribhāṣam ||)

Paribh 3. 한편 후자의 배열 방식은 Bhaṭṭojidīkṣita의

Siddhāntakaumudī(이하 SK)와 같은 Prakriyā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의 배열 원칙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강성용(2011: 189 이하)

참조.

31) Āpte(2002: 53). 또한 실제적으로든 상상에 의한 것이든, 분리·제거가

발생하는 기점이 ‘아파다나’라고 불린다.

32) Saṁjñin은 아파다나(apādāna)라는 ‘명칭·술어(saṁjñā)’가 부여되는

항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거론하는 규칙들에서는 각각의

명칭(apādāna)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cf.) DSG(1977: 405).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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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각 문법규칙들을 KV가 제시하는 해석(vyākhyāna)33)

을 통해 살펴본다.

3.1. ‘고정점(기점)’으로서의 아파다나(apādāna)

상기하였듯이 ‘분리, 제거’를 의미하는 ‘아파다나’라는 용어는 P.

1.4.24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dhruvam apāye’pādānam || P. 1.4.24.

떠남과 관련해서 기점은 아파다나(apādāna)[-kāraka34)라고 불린

다].

본고에서 검토되는 카라카 관련 P.는 모두 saṁjñā-sūtra(술어규칙)이다.

이 술어규칙과 그 밖의 규칙들에 관해서는 강성용(2011: 119 이하)과

Cardona(1976: 191-192, 1988: 14 이하) 참조.

33) 파탄잘리(Patañjali)에 의하면, 말(śabda)은 문법규칙의 단순한

분석(vigraha)만이 아니라 예시(udāharaṇa), 反例(pratyudāharaṇa),

문장보충(vākyādhyāhāra)으로 이루어진 해석을 통해서 이해된다. cf.)

“말은 단지 문법규칙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해석을 통해서 [이해된다.] 실로 규칙이 분석되는 경우에만

해석이 된다. [아니다] vṛddhiḥ, āt, aic처럼 단순히 반복된 단어들은

해석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例, 反例, 문장의 보충을 갖춘

것이 해석이다.”(na hi sūtrata eva śabdān pratipadyante | kiṁ tarhi |

vyākhyānataś ca | nanu ca tad eva sūtraṁ vigrahaṁ vyākhyānaṁ

bhavati | na kevalāni carcāpadāni vyākhyānaṁ vṛddhiḥ āt aij iti | kiṁ

tarhi | udāharaṇaṁ pratyudāharaṇaṁ vākyādhyāhāra ity

etat-samuditaṁ vyākhyānaṁ bhavati |) Vt. 13(Paspaśāhnika)에 관한

Mbh.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小川(2002: ⅹⅱ～ⅹⅵ) 참조.

34) ‘kāraka’는 P. 1.4.23으로부터 계속되는 것으로, 이를 문법용어로

‘anuvṛtti(효력의 지속)’라고 한다. 이것은 P. 1.4.55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성용(2011: 113 이하)와

DSG(1977: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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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름 아닌 “‘떠나는 행위’와 관련된 기점”이 “‘아파다나’라는

명칭을 가지는 카라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KV는 다음과 같은

해석35)을 제시하고 있다.

떠남과 관련된 고정점(기점)은, 떠남이 성취되어야 하는 경우 출

발점(한계점)이 되는 카라카(kāraka)로서, 아파다나(apādāna)라

는 명칭을 갖는다.36)

이처럼 ‘아파다나’라고 불리는 카라카는, ‘떠남’이 성취되어야 하

는 경우에 있어 그 기반이 되는 동사의 동작이 시작되는 지점임

을 알 수 있다. 이는 KV의 다음의 예시들로 확인된다.

[예시:] 그는 마을로부터 온다, 그는 하산한다, 그는 隊商에서

낙오했다, 그는 전차에서 떨어졌다.37)

여기서 마을(grāma), 산(parvat), 대상(sārtha), 전차(ratha)는 각

각 동사 어근들 ā-√gam, ava-√ruh, √hā, √pat가 의미하는 ‘오

는 행위, 내려오는 행위, 낙오하는 행위, 떨어지는 행위’와 결합된,

다시 말해서 이들 행위와 관련하여 그 기점(출발점)이 되기에 ‘아

파다나’라는 카라카가 된다. 이 경우, ‘떠남’은 분리(viśleṣa), 분할

(vibhāga)로38), 결국 이들 동사 어근들이 의미하는 분리[행위] 자

35) 여기서만 해석, 분석, 예시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하 원문과 번역을

제시하면서 예시와 반례만 표시한다.

36) 분석(vigraha)과 문장보충(vākyādhyāhara) ; dhruvaṁ yad

apāya-yuktam apāye sādhye yad avadhi-bhūtaṁ tat kārakam

apādāna-saṁjñaṁ bhavati | P.1.4.24에 관한 KV.

37) (udāharaṇa) ; grāmād āgacchati | parvatād avarohati | sārthād dhīnaḥ

| rathāt patitaḥ | ibid.

38) KV 자체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석서인

지넨드라붓디(Jinendrabuddhi, AD. 700년)의

Kāśikāvivaraṇapañjikā(Nyāsa)와 하라닷타(Haradatta, AD. 11세기)의

Padamañjarī(이하 PM)에 간략히 설명되고 있다. (apāyo viśleṣo

vibhāga ity arthaḥ |) P. 1.4.24에 관한 Nyā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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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떠남’과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KV는 그 밖에도 문장의 보충을 통해 아파다나의 적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혐오, 중단, 무시(혹은 태만)를 의미하는 [동사 어근들이] 추가된

다.

[예시:] ‘그는 불의를 경멸한다, 그는 부정을 그만둔다, 그는 정의

를 무시한다.’39)

이는 곧, 혐오(jugupsā)와 중단(virāma), 무시(혹은 태만, pramā

da)를 의미하는 동사 어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기점이 ‘아파다나’라고 불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40) 다시 말해서 √gup / vi-√ram / pra-√mad가 의미하는

‘혐오, 중지, 무시’ 행위의 시작 지점으로서의 카라카가 각각 불의

(adharma), 부정(adharma), 정의(dharma)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단어들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떠남’은 실제적이지 않고 심리

적인 것으로, 그 성취여부가 의문시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떠남’과 관련한 출발점은 ‘아파다나’가 된다.41)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P. 1.4.24는 실제적이든 심리적이든지에

관계없이 ‘떠남(apāya)’과 관련한 동사의 행위에 관해, 그 고정점

이 되는 대상에 ‘아파다나’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규칙이다.42) 그리

39) (vākyādhyāhara) ; jugupsā-virāma-pramādārthānām upasaṁkhyānam |

[예시:] adharmāj jugupsate | adharmād viramati | dharmāt pramādyati

| P.1.4.24에 관한 KV.

40) 이것은 P. 1.4.24에 관한 Vt. I.에 대한 Mbh를 KV가 재인용한 것이다.

41) 이와 관련하여 파탄잘리는, 심리적인 결합과 분리가 인정되는 만큼

Vt.Ⅰ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iha tāvat adharmāj

jugupsate adharmād bībhatsata iti | ya eṣa manuṣyaḥ prekṣāpūrvakārī

bhavati sa paśyati duḥkho’dharmaḥ nānena kṛtyam astīti |sa buddhyā

saṁprāpya nivartate | tatra dhruvam apāye’pādānam iti eva siddham

||) P. 1.4.24에 관한 Mbh. 그는 나아가 P. 1.4.25-31의 규칙들도 또한

불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Aj(1995: 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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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렇게 규정된 아파다나는 제5격 어미를 취하게 된다.43)

3.2. ‘두려움의 원인’으로서의 아파다나

다음으로 A는 두려움의 원인을 ‘아파다나’로 규정하고 있다. 관

련 문법규칙과 KV의 해석을 먼저 살펴본다.

bhī-trārthānāṁ bhaya-hetuḥ || P. 1.4.25.

√bhī ‘두려워하다’, √trā ‘보호하다’를 의미하는 [어근들이 사용되

는 경우], 두려움의 원인으로서의 [kāraka는 apādāna라고 불린다.44)]

‘두려워하다(√bhī)’는 의미를 가진 어근들과 ‘보호하다(√trā)’는

의미를 가진 어근들이 사용되는 경우, 두려움의 원인으로서의 카

라카는 아파다나라는 명칭을 갖는다.

[예시:] 그는 도둑들을 두려워한다. / 무서워한다. 그는 도둑들

로부터 지킨다. / 보호한다.

왜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하는가?

[반례:] 그는 숲 속에서 두려워한다. 그는 숲 속에서 보호한다.45)

42) 또한 dhruva와 관련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만 국한되는지

주석가들 사이에 異論이 있다. ‘rathāt pravītāt patitaḥ | 그는 나아가는

전차에서 떨어졌다 / aśvāt trastāt patitaḥ | 그는 놀란 말에서

떨어졌다.’등의 예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Aj(1995: 91)과

As(1990: 234-235), KARA(1975: ⅹⅹⅲ～ⅹⅹⅳ) 참조.

43) “apādāna를 의미하는 경우, 제5격 어미가 사용된다.”(apādāne pañcamī

||) P. 2.3.28.

44) P. 1.4.23과 P. 1.4.24로부터의 anuvṛtti에 의해 각각 ‘kārake’와

‘apādanam’이 계속된다. 강성용 (2011: 113 이하)와 DSG (1977: 26)

참조.

45) bibhety-arthānāṁ trāyaty-arthānāṁ ca dhātūnāṁ prayoge

bhaya-hetur yas tat kārakam apādāna-saṁjñaṁ bhavati | caurebhyo

bibheti | caurebhya udvijate | trāyaty-arthānām - caurebhyas trāyate

| caurebhyo rakṣati | bhaya-hetur iti kim - araṇye bibheti | araṇ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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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는 선행 규칙과 달리 새로이 ‘두려움의 원인(bhaya

-hetu)’을 ‘아파다나’라고 칭하고 있다. KV의 예에서, 어근 √bhī

와 √trā(=√trai)가 나타내는 행위인 ‘두려움과 보호’는 도둑들을

그 원인(bhaya-hetu)으로 하며, 따라서 아파다나가 된다. 반례(pra

tyudāharaṇa)46)에서 보듯이, 숲(araṇya)이 처격으로 표시되는 것

은 그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47)

이상의 설명을 통해, ‘두려움’과 ‘보호’를 의미하는 동사 어근들

과 관련해서 그 대상이 아파다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원

인’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48)

3.3. ‘견딜 수 없는 것’으로서의 아파다나.

parājer asoḍhaḥ || P. 1.4.26.

어근 ‘parā-√ji’가 사용되는 경우, 견딜 수 없는 것은 [apādāna-kār

aka49)라고 불린다.]

parā가 접두하는 어근 √ji가 사용되는 경우(parā-√ji), 못 견디

는 대상, 즉 견딜 수 없는 대상으로서의 카라카는 ‘아파다나’라는

명칭을 갖는다. 

[예시:] 그는 공부를 견디지 못한다.(공부에 굴복한다). 

왜 견딜 수 없음이라고 하는가?

[반례:] 그는 적들을 정복한다.50)

trāyate || P.1.4.25에 관한 KV.

46) araṇye bibheti | araṇye trāyate || ibid.

47)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kāraka로서 adhikaraṇa이다. cf.)

“‘장소’로 기능하는 것은 adhikaraṇa-kāraka이다.”(ādhāro’dhikaraṇam ||)

P. 1.4.45.

48) ‘bhaya-hetur iti kim’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9) 앞의 각주 44 참조.



아파다나 카라카(apādāna-kāraka)에 대한 파니니(Pāṇini)의 정의 ∙ 19

이 규칙은 동사 어근 parā-√ji의 의미를 ‘견딜 수 없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는 ‘승리하다, 패

배시키다’이다.51) 하지만, parā-√ji와 관련된 카라카가 ‘아파다나’

가 되기 위해서는 동사의 의미가 ‘견딜 수 없음’을 나타내어야 한

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만 ‘아파다나’라고 불리게 된다. KV가

반례를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예시에서의 adhyayana는 ‘견딜 수 없음’을 의미하는 동사의 행

위 주체가 ‘견딜 수 없는 대상’이므로 아파다나로서 제5격 어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반례의 경우, 동사의 의미가 ‘견딜 수 없음’이

아니기에 śatru는 ‘견딜 수 없는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 규칙은 parā-√ji가 사용되더라도 그 대상이 극

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것이 오로지 ‘거역할 수

없는 것, 견딜 수 없는 것’일 때만 적용가능하다는 점이다.

3.4. ‘제지를 통해 도달하고자 바라는 것’으로서의

아파다나

vāraṇārthānām īpsitaḥ || P. 1.4.27.

제지를 의미하는 어근이 사용되는 경우, 바라는 것은 [apādāna-kār

aka라고 불린다.]

50) parā-pūrvasya jayateḥ prayoge’soḍho yo’rthaḥ - soḍhuṁ na śakyate,

tat kārakam apādāna-saṁjñaṁ bhavati | adhyayanāt parājayate |

asoḍha iti kim - śatrūn parājayate || P.1.4.26에 관한 KV.

51) cf.) “그 높이로 하늘을 정복하는 그 산은 Hanūmān에게 말했다. ‘그대는

내게 의존하여 적을 쓰러뜨렸다.’”(khaṁ parājayamāno'sāv unnatyā

pavanātmajam | jagād-ādrir vijeṣīṣṭhā mayi viśramya vairiṇam ||)

Bhk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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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를 의미하는 어근들이 사용되는 경우, 소망되는 대상으로서

의 카라카는 아파다나라는 명칭을 갖는다. [능동적] 활동의 억제

가 제지이다.

[예시:] 그는 보리를 [먹으려는] 소들[의 능동적 활동]을 제지한

다. 그는 소들을 콩으로부터 제지한다.52)

‘저지·제지’에 관한 동사 어근이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 소망되

는 대상(īpsita)은, ‘제지하는’ 동사 어근의 행위자가 그 행위의 달

성을 통해 바라는 대상을 의미한다. 이를 KV가 제시하는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yavebhyo gā vārayati라는 문장에서 동사 어근 √vṛ가 의미

하는 제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a. 우선, 행위자는 [능동적인] 활동을 억제53)하게 된다.

b. 이때, ‘제지’ 즉, [능동적인] 활동의 억제의 대상은 소(go)이다. 보

리(yava)를 향해 다가가려는 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제지’이기

때문이다.

c. 이 경우, 행위자가 ‘소를 제지하는’ 행위의 달성을 통해 바라는

것은, 보리(yava)를 소로부터 떼어 놓는 것이다.

d. 즉 행위 달성을 통해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보리를 원하여 향하

는 소를 저지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행위자가 원하는 것(īpsita)임

을 알 수 있다.

e. 따라서 ‘보리’는 아파다나(apādāna)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제5격 어미를 취하게 된다.

한편 KV는 ‘바라는 것’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밭에서

보리로부터 소를 제지한다.’는 반례를 들고 있다.54) 이는 ‘제지’ 행

위가, ‘밭’으로부터가 아니라 ‘보리’로부터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52) vāraṇārthānāṁ dhātūnāṁ prayoge ya īpsito'rthaḥ tat kārakam

apādāna-saṁjñaṁ bhavati | pravṛtti-vighātaḥ vāraṇam | yavebhyo gā

vārayati | māṣebhyo gā nivartayati | P.1.4.27에 관한 KV.

53) pravṛtti-vighātaḥ vāraṇam | ibid.

54) īpsita iti kiṁ - yavebhyo gā vārayati kṣetre ||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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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5. ‘보이기 원치 않는 것’으로서의 아파다나

antardhau yenādarśanam icchati || P. 1.4.28.

숨는 행위가 있을 때, 그가 누군가에 의해 [자신이]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그 누군가는 apādāna-kāraka라고 불린다.]

숨는 것이 antardhi이다. 숨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그 누군가로서의] 카라카는

아파다나라는 명칭을 갖는다.55)

이 규칙은 행위자가 ‘숨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

하지 않는 대상을 ‘아파다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 행위자의 ‘숨는’

행위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감추길 원하기 때문이다. KV의 다음

의 설명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선생으로부터 [자신을] 감춘다. 그는 선생으로부터 숨는다.

'선생님이 나를 보아선 안 된다'며 [의도적으로] 숨는 것이다.56)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P. 1.4.28의 성립 조건은 우선 ‘숨는’

행위이고 또한 의도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숨고자 원해야’한다

는 것이다. 다음의 설명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 ‘숨는 경우’라고 하는가? [반례:] 그는 도둑들을 보고자 원하

지 않는다.

55) vyavadhānam antardhiḥ | antardhi-nimittaṁ yenādarśanam ātmana

icchati tat kārakam apādāna-saṁjñaṁ bhavati | P.1.4.28에 관한 KV.

56) upādhyāyād antardhatte | upādhyāyān nilīyate | mā mām upādhyāyo

drākṣīd iti nilīyate |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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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원하다(√iṣ)’는 용어가 사용되는가?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보이고 있는 경우라도 [apādāna라고 불리기 때문이다.]57)

즉, 만일 ‘숨고자 원하는’ 조건이 없어도 P. 1.4.28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위의 반례에서 도둑들(caura) 역시 아파다나가 된다. 왜냐

하면 그가 도둑들을 보고자 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도둑들에 의

해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반례는 성

립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위의 반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숨

는’ 행위가 성립 조건이 되어야 한다.

3.6. ‘지식의 敎示者’로서의 아파다나

ākhyātopayoge || P. 1.4.29

지식 획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시자는 [apādāna-kāraka라고 불린

다.]

규율에 따른 지식 획득이 성취되는 경우, [그] 교시자로서의 카

라카는 아파다나라는 명칭을 갖는다.

[예시:] 그는 선생으로부터 배운다. 그는 선생으로부터 [지식을]

오게 하다, 즉 배운다.58)

이 규칙은 ‘지식의 전수자’를 ‘아파다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

로, 이때 지식의 전수는 규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KV는 규칙

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이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59) ‘(바른) 지

57) antardhāv iti kim - caurān na didṛkṣate | icchati-grahaṇaṁ kim -

adarśanecchāyāṁ satyāṁ saty api darśane yathā syāt || ibid.

58) upayoge sādhye ya ākhyātā tat kārakam apādāna-saṁjñaṁ bhavati |

upādhyāyād adhīte | upādhyāyād āgamayati | P.1.4.29에 관한 KV.

59) “‘pratipādayitā(교사, 설하는 자)’가 바로 ‘ākhyātā’이고, ‘규율에 따라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upayoga’이다.”(ākhyātā pratipādayitā | upay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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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자격을 갖춘 이(=敎示者, 선생)을 통해 규정된 방식·순서 등

을 거쳐 습득되어야 한다. KV의 예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함축하

고 있는 것으로, 선생(upādhyāya)이 아파다나라 불리는 것은, 오

랜 전통에 근거하여 획득한 지식을 규율에 따라 전수해 주는 사

람(ākhyātā, pratipādayitā)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

으면 지식의 획득이 있더라도 아파다나가 될 수 없다. KV의 反例

는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왜 규율에 따른 지식 획득이라고 하는가?

[반례:] 그는 배우(댄서)의 종교적인 시(노래)를 듣는다.60)

이 예시에는 ‘규율에 따른 지식 획득(upayoga)’이 없다. 왜냐하

면 ‘naṭa’는 ‘종교적인 시’를 선생과 같은 과정을 통해 획득하지 않

았고 또 그런 ‘배우’로부터의 지식 획득 역시 규율에 따른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naṭa’는 단지 ‘gāthā’와의 관계

를 나타낼 뿐이다.61)

3.7. ‘√jan의 행위 주체의 탄생의 근원’으로서의 아파다나

jani-kartuḥ prakṛtiḥ || P. 1.4.30.

√jan의 행위 주체의 근원은 [apādāna-kāraka라고 불린다.]

이 규칙에서는 √jan의 행위 주체의 근원을 아파다나로 규정하

고 있다. 이때 √jan의 행위 주체(jani-kartṛ)와 근원(prakṛti)이 무

niyama-pūrvakaṁ vidyā-grahaṇam |) ibid.

60) upayoga iti kiṁ - naṭasya gāthāṁ śruṇoti || ibid.

61) 이것은 ‘명사류’와 ‘동사’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라 ‘명사 간의

관계’이므로 카라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제6격(속격)으로 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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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에 관해 KV는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동사 어근 √jan의 행위 주체가 jani-kartā이다. √jan(발생하다,

생기다)의 의미를 가진, 즉 기원·탄생[행위]의 [지금] 생겨나 있

는 행위 주체에 있어서 그 근원은 원인(kāraṇa), 다시 말해 이유

(hetu)로서의 카라카로, 아파다나라는 명칭을 갖는다.

[예시:] 화살은 뿔로부터 생긴다. 전갈은 소똥에서 발생한다.62)

이 설명에 의하면, 동사 어근 √jan의 의미를 가진, 탄생과 관련

된 행위의 ‘현재 생겨나 있는 행위 주체의 원인·이유’가 바로 아파

다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jan의 의미를 지닌 새로이 생겨

난 무언가의 발생원’에 ‘아파다나’라는 명칭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면, ‘화살(śara)’은 √jan의 의

미를 가진 탄생·기원에 있어서 지금 태어나 있는 주체로, 바로 그

행위 주체로서의 화살의 발생 근거가 ‘뿔(śṛṅga)’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갈’과 ‘소똥’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따라서 근원(prakṛti

= śṛṅga, gomaya)은 발생·탄생의 근거로서의 원인·이유(kāraṇa, h

etu)로 제5격을 취하게 된다.

3.8. ‘√bhū의 행위 주체의 근원’으로서의 아파다나

bhuvaḥ prabhavaḥ || P. 1.4.31.

√bhū의 경우, 근원은 [apādāna-kāraka라고 불린다.]

이 규칙은 √bhū의 행위 주체의 근원을 아파다나로 규정하고

62) janeḥ kartā jani-kartā | jany-arthasya janmanaḥ kartā jāyamānas

tasya yā prakṛtiḥ kāraṇaṁ hetus tat kārakam apādāna-saṁjñaṁ

bhavati | śṛṅgāc charo jāyate | gomayād vṛściko jāyate || P. 1.4.30에

관한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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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행위 주체’는 ‘anuvṛtti’로 선행 규칙 P. 1.4.30으로

부터 지속되는 것이다. KV에 따르면, √bhū는 발생·생겨남(bhava

-na)을 의미하고, prabhava는 ‘근원·기원’임을 알 수 있다.63) 따라

서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bhū의 행위 주체의 근원으로서의 카라카는 아파다나라는 명칭

을 갖는다.64)

이때 ‘√bhū’는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무언가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근원이 곧 ‘prabhava’이다.65) 결국 ‘무언가 발생하는 행

위의 행위 주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아파다나라는 것이

다. KV의 다음의 예시와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시:] 갠지스강은 히말라야로부터 생긴다. 비타스타강은 카슈미

르로부터 생긴다.

[이것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식된다는 의미이다.66)

‘처음으로 인식된다’는 표현은, 무언가가 새로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비로소 인식된다는 말이다.67) 따

63) kartur iti vartate | bhavanaṁ bhūḥ | bhavaty asmād iti prabhavaḥ |

P.1.4.31에 관한 KV.

64) bhū-kartuḥ prabhavo yas tat kārakam apādāna-saṁjñaṁ bhavati |

ibid.

65) As(1990: 242) & KARA(1975: Note 73).

66) himavato gaṅgā prabhavati | kāśmīrebhyo vitastā prabhavati |

prathamata upalabhyata ity arthaḥ || P.1.4.31에 관한 KV.

67) SK 594는 himavato gaṅgā prabhavati라는 예시에 ‘tatra prakāśate |

그곳에서 나타나다’라고 부연하고 있으며, SK의 주석들 또한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prabhava’는 생기다, 즉 ‘그곳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다’는 의미로, ‘初出

장소’라는 뜻이다.”(prabhavati prathamaṁ prakāśate’siminn iti

prabhavaḥ prathama-prakāśa-sthānam ity arthaḥ |) BM

“‘그곳에서 나타나다’는 ‘처음으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어근들에 다양한 의미가 있기에 획득된다. 반대로 ‘√jan’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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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예시에서 ‘히말라야’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갠지스강이 처음

으로 인식되는 장소가 된다. 이것이 이 규칙이 의도하는 바이

다.68)

이상에서 규칙 P. 1.4.24-31을 KV의 관련 해설과 함께 살펴보

았다. 정리하자면 P. 1.4.24에서의 ‘분리의 기점’과 관련한 아파다

나(apādāna)라는 명칭의 제시와 더불어 뒤따르는 7개의 규칙들은,

동사와 관련된 항목들을 규정하는 것들이었다. 한편 ‘분리’는 그것

이 실제적인 것이지 아니면 심리적인 것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되

는 것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파탄잘리는 P. 1.4.24 이외의 아파다

나 관련 규정이 불필요하다고까지 언급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69) 또한 이렇게 규정된 카라카에는 제5격 어미가 첨가된다.70)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이미 생겨난 것이

처음으로 인식되는 것이 ‘prabhava’이다. 이처럼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tatra prakāśata iti | prathamaṁ dṛśyata ity arthaḥ | eṣa

cārtho dhātūnām an-ekārthatvāl labhyate | tathā cābhūta-prādurbhāvo

janiḥ | anyataḥ siddhasya prathamam upalambhaḥ prabhava ity

arthabhedo’stīti bhāvaḥ |) TV

68) 인도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갠지스강’의 발원지는 히말라야가

아니라 天上이다. KV의 주석서는 이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jan’이라는 의미는, 이 경우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히말라야는 갠지스강의 [탄생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갠지스강은

다른 원인들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단지 히말라야에서 처음으로 인식될

뿐이라는 의미이다.”(jany-arthas tv atra na sambhavaty eva | na hi

himavān gaṅgāyāḥ kāraṇam | sā hy anyebhya eva kāraṇebhya

utpannā | himavati tu kevalaṁ prathamata upalabhyata iti |) P.

1.4.31에 관한 KV에 대한 Nyāsa.

69) 앞의 각주 41, KARA(1975: ⅹⅹⅱ 이하) 참조.

70) apādāne pañcamī || P.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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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파니니문법은 주로 형태론과 관련되어 있다. 파니니 자신이 구

문론(統辭·統語·문장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문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실제로 사용되는 올바른 語形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자가 밀접한 관계를 가

져야 함을 알 수 있다.71) 말(pada), 다시 말해서 동사와 명사가 상

응관계를 가져야만 문장 속에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범어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카라카(kāraka)이다. 하지만

이 카라카가 문장 분석의 전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동

사가 나타내는 행위와의 관계파악을 통해 결정된 형태만을 나타

낼 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성격의 카라카, 특히 아파다나(apādāna)가 P.

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자면, 파

니니는 우선 ① 떠남(분리)와 관련된 행위에 관해 고정점(P. 1.4.2

4)을 필두로 하여, ② 두려움과 관련된 행위에 관해 그 대상(P. 1.

4.25), ③ 굴복하는 행위와 관련된 대상(P. 1.4.26), ④ 제지 행위와

관련하여 도달하고자 원하는 대상(P. 1.4.27), ⑤ 숨는 행위와 관

련하여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대상(P. 1.4.28), ⑥ 지식 획득과 관

련된 행위에 관해 그 敎示者(P. 1.4.29), ⑦ ‘태어남’을 의미하는 행

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 주체의 탄생 근원(P. 1.4.30), ⑧ √bhū와

관련한 행위 주체의 初出 장소(P. 1.4.31)들에 ‘아파다나’라는 명칭

을 부여하고 있다.

71) “단어에 관한 규정은 의미적으로 관련된 것들에 관한

것이다.”(samarthaḥ pada-vidhiḥ ||) P. 2.1.1. 이 규칙을 통해 파니니가

의도하는 바는 이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小川(199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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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8개의 정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제5격 어미’를 취하여

일반적으로 ‘탈격’이라는 불리는 문장 구성 요소가 ‘행위 주체’의

‘행위 성취’를 어떻게 돕는지(kāraka)의 대강이 명확해졌다고 여긴

다. 일반적으로 ‘분리·반발·원인·이유·비교’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제5격(탈격)’의 기능의 적용 근거가 무엇임을 알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상에서 살펴본 ‘아파다나 카라카(apādāna-

kāraka)’ 관련 규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범어 문법서들과 구문론 등을 다루는 일

련의 연구서들72)은 다양한 범문학(梵文學) 작품들에서 발췌한 인

용문을 제시하면서 문법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한 작품들 중에서

파니니문법에 관한 ‘용례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Bhaṭṭikāvya)

이 있다. 차후 본론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이 작품에 대한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72) 대표적인 것으로 Āpte(2002), Speijer(1993), Tubb and Boose(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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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ādāna-kāraka in the Aṣṭādhyāyī

Kim, Hyeon-deog

Dongguk University

The term kāraka means the capacity in which a thing

participates in the accomplishment of an action. That is to

say, it accomplishes an action. It is used by Pāṇini, but not

defined, in a technical sense as the locative mean-

ing-condition. Pāṇini prescribed six kārakas, namely kartṛ,

karma, karaṇa, saṁpradāna, apādāna, adhikaraṇa from P.

1.4.23 to P . 1.4.55.

Among them, apādāna kāraka is denoted by a noun phrase

whose relation to the action is that of a fixed point from which

the movement takes place. It treated from P. 1.4.24 to P. 1.4.31

and takes pañcamī, and express the meaning of ‘ablative’ in the

sentence.

According to these rules, apādāna kāraka is linked

with the following: 1) the point from which some-

body/something departs or moves away. 2) the thing with

regard to verbs representing √bhī ‘fear’, √trā ‘protect’. 3)

the thing related to parā-√ji ‘to be tired of’. 4) the thing

related to verbs having the sense of ‘preventing’, and 5)

‘concealing’. 6) the person who relates the acquisition of the

knowledge. 7) the origin of the agent of the action denoted

by √jan ‘to originate from’. 8) the first appeared place of

the agent of the action denoted by √bhū ‘to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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