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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분할(yogavibhāga)을 통한 복합어

vāgarthāviva의 성격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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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칼리다사가 저술한 미문체(美文體) 서사시 라구방샤는 ‘vāgar
thāviva’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인도 문법 전통에서는 이 표현을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vāgarthāviva’라는 표현이 복합

어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표현은 문법가 파니니가

규정한 4종의 복합어 범주, 즉 불변화 복합어, 한정 복합어, 소유 복합

어, 병렬 복합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후대의 문법가들은 이와 같은 특

수한 복합어를 케발라 사마사(kevalasamāsa) 혹은 supsamāsa로 분류

하며, ‘규칙분할’이라는 문법 조작을 통해 그 형성과정을 설명한다. 파니

니 이후의 문법가들이 ‘규칙분할’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베다를 비롯한 고전 영역에서 발견되는 모든 복합어들이 파니니의 규정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어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여 파니니라는

문법학 거성의 산하(傘下)에 편입시키려는 고육지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명사어와 명사어의 복합을 설명하는 특수규칙적인 성격을 지닌 파니

니 문법규칙 P. 2.1.4는 규칙분할이라는 문법조작을 통해 불변화사와

동사의 복합을 무난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규칙분할은 P. 2.1.
4가 ① 격 변화를 거친 단어와 동사의 복합과 ② 격 변화를 거친 명사
어와 격 변화를 거친 명사의 복합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복합어라는

표현방식의 이해에 일조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된 본론은 향후 복합어

형성과정에서의 격 어미의 탈락이나 대체, samartha 등에 관한 심도 있

는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金玹德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외래강사. kama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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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범어(Sanskrit)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 복합어(samāsa)가 매

우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격 어미가 생략된 둘 혹

은 그 이상의 단어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복합어는, 격 어미의

생략을 통해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하나의 문장을 압축할

수 있다는 실용적 측면에서 고전 범어의 가장 효율적인 표현 수

단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전 범어 미

문체시(美文體詩, kāvya)에 사용된 방대한 수의 명사 복합어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복합어에 대한 연구는 범어 구문론의

양대 축을 담당하는 카라카(kāraka)와 비박티(vibhakti)와 더불어

범어 문장 파악의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1)

파니니(Pāṇini)는 아슈타댜이(8章集成, Aṣṭādhyāyī)(이하 A)에
서 불변화 복합어(avyayībhāva), 한정 복합어(tatpuruṣa), 소유 복

합어(bahuvrīhi), 병렬 복합어(dvandva)라는 4종류를 설명하고 있

는데, 이것이 고전 범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복합

어이다.

하지만 파니니 이후의 문법 전통에서는, 파니니가 규정하는 복

합어와는 전혀 다른 부류로 분류되는 복합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실례로 시인 칼리다사(Kālidāsa, 5세기 전후로 추정)가 저술

한 미문체 서사시(Mahākāvya)인 라구방샤(라구왕의 계보, Ragh
uvaṁśa)(이하 Ragh)에는 ‘vāgarthāviva’라는 복합어가 사용되고
있다. 단어 ‘vāk, artha, iva’로 이루어진 이 시구는 파니니가 규정

하는 그 어떤 복합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1) 이러한 맥락에서 김현덕(2013)은 카라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연구이고,

김현덕(2014)는 범어 텍스트의 분석과 해명 도구로서의 비박티, 특히

명사격어미 관해 고찰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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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문법 전통에서는 이것을 복합어로 여기고

있다. 후대의 문법가들은 이러한 복합어를 케발라 사마사(kevalas

amāsa)2) 혹은 supsamāsa로 분류한다. 그들이 이와 같이 파니니

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파니

니가 분류한 복합어나 이에 관해 그가 설명하는 규칙들이 여러 V

eda와 고전 영역의 모든 복합어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사실은 bhūtapūrva, dṛmbhū, kārābhū, āyatastū, kaṭ

aprū, vāgarthāviva, vispaṣṭapaṭu 등의 복합어가 파니니가 분류하

는 그 어떤 복합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

다.3)

따라서 본론은 인도 문법 전통에서 케발라 사마사 또는 supsa

māsa로 분류되는 특수한 복합어와 이러한 복합어의 생성을 규정

하는 규칙분할(yogavibhāga)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파니니 규칙 P. 2.1.1과 P. 2.1.4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

면서 복합어의 의미와 종류를 살펴보고, Ragh에서 확인되는 ‘vāg

arthāviva’라는 표현이 P. 2.1.4에 대한 규칙분할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과 복합어로서의 성격을 관련 주석서들의 해설을 참고하며

고찰한다.

Ⅱ. 라구방샤(Raghvaṁśa)의 시구 ‘vāgarthāviva’

고전기 범어 미문체시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Ragh는 다음과 같

2) 이 복합어의 명칭에 사용되는 kevala의 사전적인 의미는, ‘오로지 자신에

속하는(exclusively one’s own), 홀로(alone, only), 순수한(pure, simple),

보통의(general)’ 등을 나타낸다. 본론에서는 이하 ‘케발라 사마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이들 특수 복합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3) Cf. Murti(1974)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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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절로 시작된다.

저는 말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마치] 말과

그 의미와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세상의 부모인 파르바티 여신

과 쉬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4)

위의 시에서, ‘말과 그 의미와도 같이’라는 표현은 ‘vāgarthāviv

a’라는 시구에 대한 해석이다. 이 표현은 ‘vāg-arthāv iva’로 분석

(vigraha)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말과 의미’를 나타내는 v

āk와 artha가 병렬 복합어를 형성5)하고, 거기에 비교를 표시하는

iva가 뒤따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주석가

들에 따르면 ‘vāgarthāviva’는 하나의 완성된 단어(pada)6)이다. 일

례로 말리나타(Mallinātha)는 Ragh를 주석하면서, 다음의 설명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 시구의 단어로서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격변화를 겪은 단어는 ‘iva’와 함께 니탸 사마사(nityasamāsa)를 구

성하며, 그 격 어미는 탈락되지 않고 [복합어를 구성하는] 선행하는

단어의 본래 강세는 유지된다.7)

이는 카탸야나(Kātyāyana)가 제시하는 바르티카(註釋, Vārttik
a)(이하 Vt)로서, 마하바샤(大註釋, Mahābhāṣya)(이하 Mbh)에
서 인용된다. 범어에서 iva가 표시하는 것은 yathā와 마찬가지로

‘비교’이다. 이때 iva는 비교기준(upamāna)이 되는 단어 뒤에 위

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 하지만 이것은 비교기준이 단 하나일

4) vāgarthāviva saṁpṛktau vāgarthapratipattaye | jagataḥ pitarau vande

pārvatīparameśvarau || Ragh 1.1

5) Cf. “‘그리고(ca)’를 의미하는 경우, [그 복합어는] 병렬 복합어[라고

불린다].” cārthe dvandvaḥ || P. 2.2.29

6) Cf. “명사격어미나 동사 인칭어미로 끝나는 것이 단어이다.”

sUPtiṄantaṁ padam || P. 1.4.14

7) vāgarthāvivety ekaṁ padam | ivena saha nityasamāso vibhaktyalopaś

ca pūrvapadaprakṛtisvaratvaṁ ceti vaktavyam | Ragh 1.1에 관한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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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국한된다. 만일 비교기준이 다수 존재할 경우, iva의 위치

는 비교기준들 중간에 놓인다.9) 따라서 Ragh의 ‘파르바티 여신과

쉬바 신’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비교기준으로서의 ‘vāgarthāv

(말과 그 의미)’와 iva는 위의 설명을 바탕으로 복합어를 이룬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Vt의 원문에서는 nitya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10) 말리나타가 어떠한 근거로 nitya라

는 단어를 삽입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복합어의 의미가 그것

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로 단순히 환원되지 않는 복합어가 니

탸 사마사(nityasamāsa)라고 불린다.11) 대표적인 것으로 도공(陶

工)을 의미하는 ‘kumbhakāraḥ’를 거론할 수 있다. 이 복합어는 ‘k

umbhaṁ kāraḥ(도자기를 만드는 자)’로 단순히 분리할 수 없고 ‘k

umbhaṁ karoti saḥ(그는 도자기를 만든다. 그가 [kumbhakāra이

다].)’라고 분석될 뿐이다. 말리나타는 이러한 맥락과, 또한 Ṛgved

a에서 발견되는 iva가 선행하는 단어와 예외 없이 복합어를 이루

고 있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니탸 사마사로 여기는 것으로 유추

된다.

그렇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복합어가 니탸 사마사라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Ragh의 다음 내용을 예로 든다.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원하는 저는 조롱받을 것입니다. 마치 성인

(成人)만이 딸 수 있는 과일을 [취하고자] 탐욕스럽게도 손을 뻗

는 난장이와도 같이.12)

8) Joshi(1969) p. xiii 참조.

9) 참고로 yathā의 경우에는 비교기준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f. Tubb(2007) p. 238.

10) ivena vibhaktyalopaḥ pūrvapadaprakṛtisvaratvaṁ ca || P.2.1.4에 관한

Mbh I, 378.13 (Vt. 2).

11) Cf. avigraho’svapadavigraho vā nityasamāsaḥ || Shastri(1990) p. 96 재

인용.

12) mandaḥ kaviyaśaḥprārthī gamiṣyāmy upahāsyatām | prāṁśulabhye

phale mohād udbāhur iva vāmanaḥ || Ragh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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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에서도 비교의 iva가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주석가

들은 이 표현을 복합어로 인정하지 않는다.13) 더욱이 iva가 비교

기준이 되는 단어의 뒤가 아니라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말(v

āk)과 그 의미(artha)와도 같이(iva) 와 마치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린(udbāhur) 난장이(vāmana)와도 같이(iva) 를 비교할 경우 여

실히 드러난다. 따라서 iva가 복합어를 형성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으로 말리나타와 맘마타의 견해처럼 항상(nitya)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vāgarthāv와 iva가 복합어

를 형성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만 가능할 뿐, 무엇을 근거로 이

러한 복합어가 성립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

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관한 규명을 위해 복합어가 형성되

기 위한 조건과 성격 등을 살펴본다.

Ⅲ. 복합어의 의미와 종류

3.1. 복합어의 의미와 형성조건

범어에서 복합어를 의미하는 단어는 samāsa이다. 이것은 ‘한데

모으다, 합치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 어근 sam-√as에서 파생된

13) “여기서 ‘nityasamāsa’라는 이독이 보이지만 오류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Mbh에서는 nitya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udbāhuriva vamanaḥ’ 등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atra nityasamāsa iti pāṭho dṛśyate kiṁ tu sa

prāmādika iva bhāti mahābhāṣye nityaśabdarahitasyaiva

pāṭhasyopalambhāt | anyathā ‘udbāhur iva vāmanaḥ’ ityādiprayogāṇām

asādhutvāpatteḥ || Kale p. 2, n 3. Cf. Joshi(1969) pp. 84∼85, Not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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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14), 둘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통합된 의미를 표시하

는 단어를 가리킨다.15) 파니니는 A에서, 복합어가 무엇인지에 관

해 아무런 정의도 내리지 않는다. 단지 P. 2.1.3 - 2.2.38에서 취급

되는 것이 복합어라고 불린다는 규정을 제시할 뿐이다.16) 이는 다

시 말해서, 이 범위 내의 규칙들에 의해 규정되는 문법 조작을 통

해 생겨난 형태들은 예외 없이 복합어라고 불린다는 점을 시사한

다.

범어 문법학에서는 복합어에 관해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격 어미가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 어미]의 의미는 남아 있

고 또한 여러 단어들이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 복합어라는 명

칭을 갖는다.17)

비박티(vibhakti), 즉 명사격어미나 동사 인칭어미로 끝나는 둘

이상(aneka)의 단어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서의 복합어

를 형성하기 때문에, 복합어는 당연히 단어들에 관한 규칙(padavi

dhi)이다. 이때 단어는 파니니의 규정에 따르면 명사어만을 지칭

하게 된다.18) 하지만 Veda에서는 동사 단어들 역시도 복합어를

형성한다.19) 또한 의미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단어들의 결합은 의

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내용상 관련된 단어들의 결합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복합어가 성립된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14) Cf. Murti(1974) p. 27.

15) pṛthagarthānām ekārthībhāvaḥ samarthavacanam || P. 2.1.1에 관한

Mbh I, 361.26 (Vt. 1).

16) Cf. “[P. 2.2.38의] kaḍāra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복합어에 관한 것이

다.” prāk kaḍārāt samāsaḥ || P. 2.1.3

17) vibhaktir lupyate yatra tadarthas tu pratīyate | padānāṁ caikapadyaṁ

ca samāsaḥ so’bhidhīyate || Shastri(1990) p. 95 재인용.

18) Cf. “[격 어미를 가진 한 단어는] 격 어미를 가진 [다른] 단어와 함께 [복

합어를 형성한다].” saha sUPā || P. 2.1.4).

19) 이러한 사항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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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파니니의 다음의 규칙이다.

단어들에 관한 규칙은 의미적으로 연관된 것[에 관한 규칙]이

다.20)

이것은 해석규칙(paribhāṣāsūtra)21)으로, 둘 이상의 단어(pada)

들이 복합 또는 통합되는 과정을 지배한다. 반면 카탸야나는 이

규칙을 지배규칙(adhikārsūtra)으로 간주한다. 해석규칙은 A에서

제시되는 문법규칙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해석방

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지배규칙은 A의 곳곳에서 제시되어, 자신

이 제시된 규칙 이하의 일정 범위 속의 문법규칙들이 동일한 주

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규칙들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경우, 카탸야나의 견해를 따르면, P. 2.1.1은 복합어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반대로 해석규칙으로 간주할 경우,

A의 전반에서 기능하게 된다.22)

한편 KV의 해설에 따르면 ‘복합 또는 통합되는 과정’은 단어들

에 관한 규칙(padavidhi)23)으로, 그것은 의미적으로 서로 관련되

어야만 한다.24) 카탸야나는 Vt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보다 명확

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하는 것은 이 단어를] samarthānām이라고 말함으로써 성취된

다.25)

20) samarthaḥ padavidhiḥ || P. 2.1.1.

21) paribhāṣeyam | P. 2.1.1에 관한 KV.

22) 필자는 해석규칙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따르며, 이러한 생각은 김현덕

(2014)의 논지의 저변을 이룬다. 지배규칙과 해석규칙의 차이에 관한 보

다 상세한 설명은 Joshi(1968 : Note 4, 6, 117)와 Murti(1974 : 102∼10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Cf. 지배규칙은 효력 지속(anuvṛtti)이라는 문법적

조작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지배규칙을 포함한 그 밖의 문법조작규

칙들에 관해서는 김현덕(2013) p. 12, 각주 28.

23) padānāṁ vidhiḥ padavidhiḥ | P. 2.1.1에 관한 KV.

24) atha vā samarthapadāśrayatvāt samarthaḥ | P. 2.1.1에 관한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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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탸야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samarthaḥ padavidhiḥ”라는

파니니의 규칙은 ‘samarthānām padavidhiḥ’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적으로 서로 관련된 단어들의 복합 또

는 통합에 관한 규칙이 곧 padavidhi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rājñaḥ puruṣaḥ”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왕의 사람’

혹은 ‘가신(家臣)’을 의미하는 이 문장은 rājapuruṣaḥ라는 복합어

를 이루고, 이때 그 의미에 변화는 없다. 이러한 과정은 복합어를

문장으로 환원하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amartha는 능

력이다. 분석된 형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능력이 [바로] samartha

이다.”26)라는 설명을 통해 확인된다. 이 경우 rājan이라는 단어와

puruṣa라는 단어가 의미상, 구문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음27)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28)

이와 관련하여 “bhāryā rājñaḥ puruṣo devadattasya || 왕의 부

인, 데바닷타의 사람”이라는 문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문장에

포함된 rājñaḥ와 puruṣaḥ라는 단어는 구문상, 의미상으로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다. 다시 말해서 rājan은 bhāryā와 관련되고 pu

ruṣa는 devadatta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rāja

puruṣaḥ라는 복합어가 성립되는 경우는 없다.

카탸야나는 이상과 같은 복합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

을 변용하여 samarthānām라고 설명한 것이며, 이는 파탄잘리나

25) siddhaṁ tu samarthānām iti vacanāt | P. 2.1.1에 관한 Mbh I, 369.10

(Vt. 18).

26) samarthaḥ śaktaḥ | vigrahavākyārthābhidhāne yaḥ śaktaḥ sa samartho

vedhitavyaḥ | P. 2.1.1에 관한 KV.

27) Cf. Shastri(1990) p. 95.

28) 이러한 경우, 복합어가 분석되어 얻어진 형태인 rājñaḥ puruṣaḥ는

vigrahavākya, 즉 분석된 형태라고 한다. 또한 ‘(rājan + Ṅas) + (puruṣa

+ sU) + sU’와 같이 분석하는 경우를 alaukikavigrahavākya라고 하고

rājñaḥ puruṣaḥ와 같이 분석하는 경우를 laukikavigrahavākya라고 한

다. Cf. DSG(1977) p. 43 ; Shastri(1990)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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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의 문법가들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29)

이와 같이 A의 전반에서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P. 2.1.1은

뒤따르는 규칙인 P. 2.1.4와 함께, 이하 P. 2.2.38에 이르는 문법

규칙들의 저변에서 복합어 형성의 조건으로 기능한다. P. 2.1.4에

관한 구체적 논의에 앞서 파니니가 열거하는 복합어의 종류에 관

해 간략히 살펴본다.

3.2. 복합어의 종류

파니니는 A에서 4종류의 복합어를 제시하고 있다. 불변화 복합

어(avyayībhāva-samāsa, P. 2.1.5 - 21 ), 한정 복합어(tatpuruṣa-s

amāsa, P. 2.1.22 - 2.22 ), 소유 복합어(bahuvrīhi-samāsa, P. 2.2.2

3 - 28 ), 그리고 병렬 복합어(dvandva-samāsa, P. 2.2.29 )가 그것

이다. 각각의 복합어를 나타내는 이들 용어는 파니니 이전의 문법

가들로부터의 차용으로30), 어원적으로 의미를 지닌다.31) 예를 들

어 avyayībhāva는 이 복합어가 avyaya, 즉 ‘불변화사’와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범어의 복합어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명사 단어(sUPantam)로

구성된다. 이때 선행하는 복합어 구성요소(즉, 단어)는 pūrvapada,

후행하는 복합어 구성요소는 uttarapada라고 불린다. 파탄잘리는

파니니가 규정하는 복합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들 복합어 구

성요소와 관련하여 ‘의미(artha)의 지시’를 복합어 분류의 기준으

로 삼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불변화 복합어는 선행하는 단어의 의

미(pūrvapadārtha)가 중요한 복합어이고, 한정 복합어는 후행하는

단어의 의미(uttarapadārtha)가 중요한 복합어이다. 또 소유 복합

29) Cf. Joshi(2000) p. 107.

30) ibid.

31) Cf. Murti(1974)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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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복합어 구성요소 이외의 단어가 지니는 의미(anyapadārtha)

가 중요한 복합어를 나타내며 병렬 복합어는 선행 단어와 후행

단어 모두의 의미(ubhayapadārtha)가 중요한 복합어를 지칭한

다.32)

하지만 범어 복합어가 파니니와 파탄잘리가 설명하듯이 이상의

4종의 범주 속에 모두 포괄되지는 않는다. Murti에 따르면 이러한

복합어는 세 부류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로 Ṛgveda에서

발견되는 복합어들로 파니니는 이것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다. 이들 복합어의 대표적인 특징은 현재 분사가 pūrvapada, 명사

가 uttarapada를 구성한다는 것이며, 그 숫자도 30여개로 한정된

다. 두 번째는 파니니 문법규칙을 분할하여 적용시킴으로써 생성

된 복합어를 파니니가 규정하는 4종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들이다.

마지막은, P. 2.1.4를 분할·적용시킴으로써 마치 파니니 문법규칙

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규제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복합어들이

다.33)

이들 특수 복합어들 중에서 본론에서 다루는 것은 마지막에 해

당하는 복합어로, 규칙분할(yogavibhāga)이라는 문법조작을 기반

으로 설명되고 형성된다.

32) iha kaścit samāsaḥ pūrvapadārthapradhānaḥ kaścit

uttarapadārthapradhānaḥ kaścit anyapadārthapradhānaḥ kaścit

ubhayapadārthapradhānaḥ | pūrvapadārthapradhāno’vyayībhāvaḥ |

uttarapadārthapradhānas tatpuruṣaḥ | anyapadārthapradhāno bahuvrīhiḥ

| ubhayapadārthapradhāno dvandvaḥ | P. 2.1.6에 관한 Mbh I, 378.24 -

379.3.

33) Cf. Murti(1974) pp. 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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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규칙분할을 통한 복합어 형성

4.1 규칙분할의 의미와 성격

규칙분할(yogavibhāga)은 특수한 문법조작을 규정하는 규칙을

일반적인 조건에 적용 가능한 규칙(1)과 특수한 조건에 적용 가능

한 규칙(2)으로 분리하여, 전자(1)를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는 문법

조작을 의미한다.34) 특수한 조건에 적용 가능한 규칙은 일반적인

규정(utsarga)에 대한 예외규정(apavāda)으로 기능한다. 이는 다

시 설명하자면, 예외규정으로서의 규칙은 일반규정의 적용을 금지

시키고, 그 결과 규칙이 배타적으로만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규칙분할은 어느 한 규칙의 ‘배타성’을 제거하고

보편성을 다시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인도 문법 전통에서는 파니니가 규정하는 4

부류에 속하지 않는 복합어의 생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규칙분

할을 이용하고 있다. 이때 규칙분할이 사용되어 설명되고 형성되

는 복합어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34) 문법학에서의 규칙분할과 문장의 분할(vākyabheda)의 의미와 기능의 차

이에 관해서는 쿠도우(1997, 1998) 참조. 그는 바르트리하리(Bhartṛhari)

의 Mahābhāṣyadīpikā에서 확인되는 문장분할기법이 규칙분할이 가지
는 기능의 일부를 포함하면서도 규칙 자체에 대한 아무런 변화를 부여하

지 않으면서 운용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해석방식임을 밝히고 있다(1997).

이러한 맥락에서 규칙분할은 문장분할기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Cf. Joshi(1969) p. 95, 각주 477a. 쿠도우는 또한 이상

의 연구를 바탕으로 KV에서 확인되는 두 건의 문장분할기법에 관해 언

급하면서 규칙분할을 설명하고 있다(1999). Cf. DSG(1977)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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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니니의 규정에 부합되는 복합어의 설명과 생성
예 ; apadiśam, idamprathama, ātmanepadam 등.

규칙분할
(yogavibhāga)

②파니니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복합어의 설명과 형성
예 ; anuvyacalat, naika, vāsasīiva 등.35)

파니니의 규정에 부합되는 복합어의 설명과 생성을 위해 후대

의 문법가들이 사용한 규칙분할은, 복합어 생성과 관련하여 파니

니가 규정하고 있는 문법규칙을 임의로 분할하여 적용하는 것이

다. 그 결과로 생성된 복합어는 파니니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

주되어 4부류의 복합어 속에 편입된다.36)

한편 본론에서 살펴볼 것은 파니니가 규정하는 4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복합어로 ②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여기에 속하는 복합어는 케발라 사마사 혹은 supsamāsa로 불린

다. 이하에서 규칙분할이 이들 특수 복합어의 설명과 형성에 적용

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4.2. 규칙분할의 적용대상

이하에서 규칙분할을 고찰하는 이유는 본론이 케발라 사마사

혹은 supsamāsa라고 불리는 특수한 복합어에 관한 이해를 목적

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칙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에 앞

서, 먼저 특수 복합어에 대한 명칭으로 거론된 용어에 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케발라 사마사’라는 명칭에 대한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37) 이

35) 보다 상세한 내용은 Murti(1974) pp. 62∼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Cf. Murti(1974) pp. 63∼65.

37) 이러한 사실은 Vidwan(2004 : 3)에서도 확인된다. Cf. “이 복합어에 관해

서는 상세한 점이 알려져 있지 않다.(asya samāsasya vistaro nās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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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필자가 확인한 범위에서, 문법 문헌으로서는 17세기 무렵

에 활약한 문법가인 바라다라자(Varadarāja)의 라구 싯단타카우
무디(略本 정설의 달빛, Laghusiddhāntakaumudī(이하 LSK)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데, 그는 LSK의 복합어章(samāsaprakaraṇam)

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복합어[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여기서 복합어라는 것은 단어의 결

합[을 의미한다]. 먼저 케발라 사마사(kevalasamāsa)는 특별한 명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불변화 복합어(avyayībhāva [samās

a])는 대체로 선행하는 단어의 의미가 주된 것이다. 세 번째로, 한정

복합어(tatpuruṣa [samāsa])는 대체로 후행하는 단어의 의미가 주된

것이다. 격한정 복합어(karmadhāraya)는 한정복합어로부터 나뉜 것이

다. [또한] dvigu는 격한정 복합어로부터 나뉜 것이다. 네 번째로, 소

유 복합어(bahuvrīhi [samāsa])는 대체로 [양 단어와는] 다른 단어의

의미가 주된 것이다. 다섯 번째로, 병렬 복합어(dvandva [samāsa])는

대체로 양 단어 모두의 의미가 주된 것이다.38)

대체적으로 파탄잘리의 설명을 답습하고 있는 LSK의 위의 설

명에 따르면 ‘특별한 명칭을 가지지 않는 것’이 ‘케발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한정복합어나 소유복합어 등과 같은 명칭을 지니

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39), 이상의 문맥을 통해 바라다라자

가 파니니가 규정하는 4종 이외의 복합어를 모두 아우르는 명칭

으로 ‘케발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8) samāsaḥ pañcadhā | tatra samasanaṁ samāsaḥ | sa ca

viśeṣasaṁjñāvinirmuktaḥ kevalasamāsaḥ prathamaḥ || prāyeṇa pūrva-

padārthapradhāno'vyayībhāvo dvitīyaḥ || prāyeṇottar-

apadārthapradhānas tatpuruṣas tṛtīyaḥ ‖ tatpuruṣabhedaḥ kar-

madhārayaḥ | karmadhārayabhedo dviguḥ ‖ prāyeṇānyapadārthap-

radhāno bahuvrīhiś caturthaḥ ‖ prāyeṇobhayapadārthapradhāno

dvandvaḥ pañcamaḥ ‖ LSK. pp.71∼72.

39) viśeṣasaṁjñāvinirmuktaḥ - tatpuruṣabahuvrīhyādisaṁjñārahita ity

arthaḥ | LSK.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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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것이 인도 문법 전통의 보편적인 견해인 것으로 유추된

다.40)

한편 보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용어로 supsa

māsa가 있다. 이 용어는 supsupsamāsa41) 또는 supsupāsamās

a42)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적용대상은 명사어로 한정된다. 이들

명칭에 포함된 sup과 supā이라는 용어가 P. 1.4.14 43)에서 규정

되는, 명사격어미로 끝나는 단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44)

이제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의 문법규칙을 고찰한다.

격 어미를 가진 [다른] 단어와 함께 [복합어를 형성한다].45)

위의 규칙은 복합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하에서의 논의의 핵심으로 기능한다. KV의 해설을 통해 자세

한 내용을 검토한다.

[선행규칙으로부터] sup이 계속된다. “sUP, saha, sUPā”의 셋이 또

한 지배규칙으로 간주된다. 이하에서 하나하나 열거하는 [규칙들]에서

이 [셋]이 제시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dvitīyā śritātītapatitagatātyas

40) Vidwan(2004 : 3)은 복합어를 kevalasamāsa와 viśeṣasamāsa로 크게 이

분한 후, 후자의 하부에 불변화·한정·소유·병렬 복합어를 위치시키고 있

다. 이것은 LSK와 동일한 분류로 파악해도 무방한 것이다. 이와 동일한

견해를 DSG(1977) p. 431과 Tubb(2007) pp. 88∼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Cf. DSG(1977) p. 431.

42) Cf. Joshi(1969) p. 67, Shastri(1990) p. 96.

43) Cf. sUPtiṄantaṁ padam || P. 1.4.14.

44) 실제로 Joshi(1969 : ⅹⅱ)는 규칙분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sup saha
supā’에 의해 설명되고 형성되는 복합어를 supsupāsamasa 또는

supsupsamāsa로 분류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그가 ‘sup saha’에 의해

설명되고 형성되는 복합어를 케발라 사마사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인도 문법 전통 전반의 견해인지 Joshi의 사견

인지에 관해서는 확언하기 힘들지만, Joshi의 견해가 복합어 분류상 타당

성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45) saha sUPā ||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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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rāptāpannaiḥ || P. 2.1.24 ”[라는 규칙에서와 같이]. 제2격 어미로

끝나는 단어는 śrita 등과 함께 복합어를 이룬다. [예를 들자면] ‘kaṣṭa

ṁ śritaḥ’[라는 문장이] kaṣṭaśritaḥ [로 복합어를 이룬다]. ‘saha’라는

용어는 규칙의 분할을 위한 것으로, [이것을 통해] 동사와도 마찬가지

로 [복합어를 이룬다]. [동사와 복합어를 이루는 예는] anuvyacalat, an

uprāvarṣat 이다.46)

이상의 설명에 따르면 선행하는 규칙인 P. 2.1.2로부터 ‘sUP’이

계속되어(anuvṛtti) ‘sUP saha sUPā’라는 하나의 규칙을 형성한

다. 따라서 P. 2.1.4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이 보충될 수 있다.

[격 어미를 가진 단어]는 격 어미를 지닌 [의미적으로 연관된 다

른] 단어와 함께 [복합어를 형성한다].

상기 규칙은 KV가 밝히고 있듯이 지배규칙으로 기능하게 된

다. 또한 인도 문법 전통에 따르면 이 규칙은 문법조작규칙(vidhi

-sūtra, lakṣaṇa47))으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48) ‘복합어 형성’

이라는 문법적인 조작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KV는 saha의 사용이 규칙분할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복합어의 형성이 saha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명사와의

46) sup iti vartate | sup iti saha iti supā iti ca trayam api adhikṛtaṃ

veditavyam | yad ita ūrdhvam anukramiṣyāmaḥ, tatredam upasthitaṃ

draṣṭavyam | vakṣyati - ‘dvitīyā śritātītapatitagatātyastaprāptāpannaiḥ’

iti | dvitīyāntaṃ śritādibhiḥ saha samasyate, kaṣṭaṃ śritaḥ kaṣṭaśritaḥ

| sahagrahaṇaṃ yogavibhāgārtham, tiṄāpi saha yathā syāt -

anuvyacalat, anuprāviśat || P. 2.1.4에 관한 KV.

47) adhikāraś ca lakṣaṇaṁ ca | P. 2.1.4에 관한 Mbh I, 378.10 - 11. 이 규

칙은 문법적인 조작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A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규칙에 속한다.

48) Sharma(1995) p. 9 참조. 한편 Joshi(1996 : 11)는 전통적인 견해를 소개

한 후 이러한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P. 2.1.4는 오

직 지배규칙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의 근거는 불분명하다. 근거에

관해서는 Joshi(1996) p. 12 참조.



규칙분할을 통한 복합어 vāgarthāviva의 성격 규명 ∙ 155

결합과 동사와의 결합으로 이분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제 그 구

체적인 적용상을 살펴본다.

4.3. 규칙분할의 적용과정

범어 복합어는 P. 2.1.4에 대한 규칙분할이라는 문법조작을 통

해서 ① 격 변화를 거친 단어와 다른 단어49), 그리고 ② 명사와

다른 명사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이 규칙은 다음과 같

이 두 가지 규칙으로 분할된다.

① 격 변화를 거친 단어는 [어떤 다른 단어]와 함께 [복합어를 구성

한다].(sUP saha ||)50)

② 격 변화를 거친 단어는 격 변화를 거친 [다른] 단어와 함께 [복

합어를 구성한다].(sUP saha sUPā ||)51)

규칙분할을 통해 형성된 ①의 해석에 따르면, 어느 한 단어는

다른 단어, 다시 말해서 동사와 복합어를 구성하게 된다. KV가

제시하는 예시는 anuvyacalat와 anupraviśat라는 동사와의 복합

어로, Mbh로부터의 차용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불변화사 anu, vi,

pra 는 격 변화를 거친 단어로 인정되는 것으로, P. 1.2.45 52), P.

4.1.2 53), P. 2.4.82 54)의 적용을 받아 격 어미가 생략된 후 동사와

49) sahagrahaṇaṃ yogavibhāgārtham, tiṄāpi saha yathā syāt | P. 2.1.4에

관한 KV.

50) saha sup samasyate | kena saha | samarthena | P. 2.1.4에 관한 Mbh

I, 378.19.

51) supā ca saha supsamasyate | P. 2.1.4에 관한 Mbh I, 378.10.

52) Cf. “동사 어근도 아니고 접사도 아닌,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요소를 원형

명사라고 한다.”arthavad adhātur apratyayaḥ prātipadikam || P. 1.2.45

53) Cf. “[Ṅī나 āP로 끝나는 말들(즉, 여성형)이나 원형 명사 뒤에] 접미사 ‘s,

au, as’, ‘am, au, as’, ‘ā, bhyām, bhis’, ‘e, bhyām, bhyas’, ‘as, bhyā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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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어를 형성한 것이다.

규칙분할을 통해 형성된 ①의 규정이 가지는 의의는 파니니 이

후의 문법가들에게 P. 2.1.4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설명되지 못하

는 불변화사와 동사의 복합을 설명하고, 이 복합어에 타당성을 부

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②의 해석에 따르면 격 변화를 거친 명사어는 반드시 격

변화를 거친 다른 명사어와 복합어를 이룬다. 이 규정은 지배규칙

이자 문법조작규칙으로 기능한다.55) 이 규칙은 파니니가 규정하

는 복합어 관련 규칙들에 의해 어떤 복합어를 설명하거나 형성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56) 제2장에서 살펴보았던 v

āgarthāviva가 복합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Vt의 적용도

규칙 ②를 기반으로 해서 가능해진다.

Ⅴ. 결론

이상에서 규칙분할(yogavibhāga)이라는 문법조작을 통해 인도

문법 전통에서 케발라 사마사 혹은 supsamāsa로 분류하는 복합

어인 vāgarthāviva의 성격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 복합어는 전통

적으로 인정되는 파니니의 4종의 복합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에

도, 규칙분할이라는 획기적인 도구를 통해서 후대의 문법가들에

bhyas’, ‘as, os, ām’, ‘i, os, su’가 [발생한다].”

sV(sU)auJasamauṬCHaṣ(Śas)ṬābhyāṁbhisṄebhyāṁbhyasṄasIbhyāṁbh

yasṄasosāṁṄyossuP || P. 4.1.2.

54) Cf. “접사 āP과 sUP은, 불변화사의 뒤에 발생하는 경우 생략된다.”

avyayād āPsUPaḥ || P. 2.4.82.

55) 앞의 각주 47 참조.

56) yasya samāsasya anyallakṣaṇaṁ ṇasti idaṁ tasya lakṣaṇaṁ bhaviṣyati

| P. 2.1.4에 관한 Mbh I, 3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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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어 정의 하위분류
불변화 복합어

(avyayībhāva)

선행하는 요소의 의미가 주요한 복합어

(pūrvapadārthapradhāna)

한정 복합어

(tatpuruṣa)

후행하는 요소의 의미가 주요한 복합어

(uttarapadārthapradhāna)

karmadhāraya

dvigu

소유 복합어

(bahuvrīhī)

복합어를 구성하는 요소 이외의 의미가

주요한 복합어(anyapadārthapradhāna)

병렬 복합어

(dvandva)

복합어를 구성하는 요소 모두의 의미가

주요한 복합어(ubhayapadārthapradhāna)

케발라 사마사

(kevalasamāsa)
특별한 명칭을 가지지 않는 복합어

의해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 결과 인정되는 복합어는 다음과 같

이 분류된다.

규칙분할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칙(sāmanya)에 대한

제한요소로 기능하는 특수규칙(viśeṣa)을 특수규칙이게 하는 예외

규정성(apavāda)을 제거하여, 여기에 다시 보편성을 부여하는 것

이다. 파니니 문법규칙 P. 2.1.4은 명사어와 명사어의 복합만을

배타적으로 규정하는 특수규칙으로 기능한다. 이 규칙에 적용되는

규칙분할이라는 문법조작은 ‘명사어’라는 예외성을 제거하여, 이

규칙에 단어로서의 불변화사와 동사어의 복합을 무난히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보편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전 범어에서 매우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복합어에 대한

이해는 범어 문장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구문론에 필적하는 중요

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론에서 시도한 특

수 복합어에 대한 이해는 미약한 일보에 불과하다. 차후 복합어

뿐 만 아니라 범어 문장의 근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sam

artha , 복합어 형성과정에서의 격 어미의 탈락, 대체(ādeśa) 등에

관한 고찰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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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ue to the character of samāsa 
‘vāgarthāviva’ through yogavibhāga

Kim, Hyeon-deog

Dongguk University

Raghuvaṁśa of Kālidāsa is one of the most famous

Mahākāvya. It begins with verse ‘vāgarthāiva’. According to

the Indian grammatical tradition, this verse is considered as

a compounded-word and not two words. It means that this

verse is taken as compound. This compound is not de-

scribed in Pāṇini's four kinds of compounds in the

Aṣṭādhyāyī, namely Avyayībhāva, Tatpuruṣa, Bahuvrīhi,

Dvandva. Later grammarians categorize this compound as

Kevalasamāsa or Supsamāsa, and describes the process of

formation through yogavibhāga, the division of rules. The

reason why they use this means is that all the compounds

used in Vedic and Classical sanskrit are not explained

through Pāṇini's rules alone.

Pāṇini's rule P . 2.1.4, as a special rule, does explain the

compounding of indeclinable and verb through yogavibhāga.

So yogavibhāga allows P . 2.1.4 to explain 1) the compound-

ing of declined words and verbs, 2) the compounding of de-

clined noun words and declined noun words.

Keywords: Aṣṭādhyāyī, Kāvya, Kevalasamāsa, Pāṇini,

Raghuvaṁśa, Supsamāsa, Yogavibhā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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