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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마하(Bhāmaha)의 ‘소리에 의한 수사법’ 연구

__Kāvyālaṃkāra 2장 1∼20송을 중심으로__

Ⅰ머리말. Ⅱ 알람카라 학파에서 Bhāmaha의 위치. Ⅲ Kāvyālaṃkāra의
구성과 ‘소리에 의한 수사법’. Ⅳ ‘소리에 의한 수사법’의 종류와 적용례.

V 결론.

류현정*1)

요약문 [주요어: 수사법, 알람카라, 소리에 의한 수사법, 바마하, 알람카라

학파, 카브야알람카라]

인도는 비단 순수문학의 범주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서나 종교서에서

도 시적 운율과 다양한 수사법(alaṃkāra)을 적용한 게송을 통하여 사상

을 전달해 왔다. 인도 고전 시학(詩學)에서 수사법은 Nāṭyaśāstra에 언
급된 이후 수 세기에 걸쳐 작시(作詩)의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

하였다. 이는 7세기경에 이르러 단순한 수사의 기술로서 뿐만 아니라

시학이론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다루어졌

다. 그 가운데 특히 바마하(Bhāmaha)는 자신의 저작인 카브야알람카
라(Kāvyālaṃkāra, 이하 KĀ)에서 수사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수사법이 작시법(作詩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이며, 심지

어 시학의 중심 주제로 다루어지는 라사(rasa)마저도 수사법에 귀속되

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KĀ의 수사법 분류에 따르면 크게 ‘소리에 의한 수사법’(śabdālaṃkār
a)과 ‘의미에 의한 수사법’(arthālaṃkāra)으로 양분되는데, 그중 ‘소리에

의한 수사법’은 아누프라사(anuprāsa)와 야마카(yamaka) 두 종류로 세

분된다. 이는 음운의 반복적 사용, 동음이의어나 구절의 반복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시감(詩感)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카브야(kāvya)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 가운데서도

알람카라, 즉 수사법에 비중을 두었던 알람카라 학파에서 바마하의 위

치에 대해 짚어보고, 그의 저작인 KĀ의 구성을 분석하여 각 주제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게송 연구의 예비적 고찰로서 2장 초반부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는 ‘소리에 의한 수사법’의 종류와 더불어 제시되어 있는 실

례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문헌 연구의 한 방

법으로서 수사법 연구에 활기를 돋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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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인도 고전 산스크리트 시학(詩學)에서 수사법(alaṃkāra)은 성자

바라타(Bharata)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Nāṭyaśāstra(이하 N

Ś)1)에서 언급된 이후 수 세기에 걸쳐 카브야(kāvya) 작시법(作
詩法)의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수사법은 단순한 문

장의 장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7세기경에 이르면 바마하(Bhāmah

a)와 단딘(Daṇḍin) 및 바마나(Vāmana)를 필두로 하여 수많은 학

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다루어지면서 시학이론으로서 자리매김하

게 되었는데, 그들은 각각 카브야알람카라(Kāvyālaṃkāra, 이하
KĀ)와 Kāvyādārśa, Kāvyālaṃkāra-sūtra와 같은 소위 수사론서

(修辭論書, alaṃkāra-śāstra)들을 저작하며 수사법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바마하의 KĀ는 수사법 연구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문헌이다.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

바마하와 단딘2)은 유사한 종류의 수사법을 나열하고 있는데, 단

딘에 비해 바마하는 수사법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는 수사법이 작시법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주장

하였으며, 심지어 그동안 시학의 중심 주제이자 감성적 반응을 의

1) 현존하는 Nāṭyaśāstra는 어느 한 시대에 한 사람에 의해 쓰인 결과가

아니라 여러 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현재의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재숙(2004) 상권 p. 37.

2) 바마하와 단딘의 연대 문제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카네(Kane)는 바마하의 연대를 앞당겨

해석하는 타 학자들의 기존 학설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며

구체적인 반박을 시도한 바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Kane(1971) pp.

78-80 참조. 그 외에도 大類純(1955)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의 연구로서

Bronner(2012) pp. 67-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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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라사(rasa) 역시 수사법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3)

그는 KĀ에서 수사법(alaṃkāra)의 범주를 크게 양분하여 ‘소리

에 의한 수사법’(śabdālaṃkāra)과 ‘의미에 의한 수사법’(arthālaṃk

āra)으로 구분하였는데4), 본고에서는 그 중 ‘소리에 의한 수사법’

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소리에 의한 수사법’은 압운(押韻)

이나 각운(脚韻)과 같이 유사 음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음

이의(同音異義) 단어 혹은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깊이 있는 시감

(詩感)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순수문학을 비롯하여 철학적 논서와 종교 서적까지

도 대부분 이 같은 시학에 바탕을 두고, 일정한 운율과 수사법이

적용된 게송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문헌을 이해할 때 사상적

연구만큼이나 해당 게송의 운율 및 수사법도 무시할 수 없는 중

요 연구 사안이다. 그러나 사상적인 연구에 비하여 운율이나 수사

법에 관해서는 국내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단

순수문학이나 여러 판본을 통한 문헌학적 연구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게송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감에 대한 이해, 심지어는 타

학파를 향한 풍자와 해학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수사법에 대한

연구는 차후 인도 문헌 연구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게송 분석의 예비적 연구이자

수사법 이해를 위한 초석으로서 수사법(alaṃkāra), 그 중에서도

먼저 ‘소리에 의한 수사법’(śabdālaṃkāra)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인도 시학사의 인물들 가운데 시의 주

제로서 알람카라를 중시했던 알람카라 학파에 대하여 간단히 제

시한 후 알람카라 학파의 주창자였던 바마하의 저작 KĀ의 구성

3) Seturaman(1992) p. 3.

4) śabdābhidheyālaṃkāra-bhedādiṣṭaṃ dvayaṃ tu naḥ// KĀ 1. 15cd.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 소리(음성, śabda)와 의미(abhidheya=artha)라는

수사법(alaṃkāra)의 구분이 교시되기에, [앞서 언급한] 두 가지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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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살펴보고, KĀ에 제시되어 있는 ‘소리에 의한 수사법’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개괄하고자 한다. 또한 KĀ 제2장 1-20송

을 중심으로 ‘소리에 의한 수사법’에 대한 선학의 주해와 그에 대

한 고찰을 통해 간략한 역주를 시도하였다.

Ⅱ. 알람카라 학파에서 Bhāmaha의 위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수사법’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알람카라(alaṃkāra)라는 용어의 범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Gon

da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알람카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첫째는 수많은 문헌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장식’, 즉 ‘한 인물이나 사물을 꾸미기 위해, 혹은 아름답게 만들

기 위해 부여하는 영광스러움 혹은 아름다움’이며, 둘째는 산스크

리트 문학사에서 나타나듯이 ‘시적 수사(修辭) 및 비유적 표현 따

위’를 말한다.6) 본고에서 다루는 알람카라의 범주는 후자의 의미

로 제한하며, 그 중에서도 바마하(Bhāmaha)가 KĀ에서 제시한 분

류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Gonda는 알람카라의 의미 변천의 궤적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

는 논문에서, 알람카라가 ‘꾸밈’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장식을 위해서만 게송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리그베다(Ṛgveda)를 포함

한 초기의 다양한 종교적 문헌에서 소리 그 자체는 마술적 힘을

5) Gonda(1975) pp. 257-274. Gonda는 alaṃkāra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폭넓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alam의 어원분석과 함께 초기

산스크리트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alaṃkāra의

의미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6) Gonda(1975)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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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 힘을 강화시키

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일부 유사한 단어들, 즉 동일한 각

운(脚韻)을 통해 표현된 구문은 일상적인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의식적(ritual) 언어가 지닌 미학적 측면

이 여러 시인들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그러한 특수적 언어표현들은 수사법이 되고, 이것이 그 이상으로

적용되면 ‘유희(spielerei)’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7) 이

와 같은 Gonda의 주장은 초창기 수사법의 용례를 베다 산스크리

트 문헌에 나타나는 실례를 통해 검증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타

당성을 지니고 있으며,8) 이는 바마하(Bhāmaha)의 수사법에 대한

태도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각운이나 말장난 등 수사법의 형태가 문장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물론 수사론서들에서 다양한 분류와 분석이 가해진 수사법

의 체계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이었다. 기원후 150년 경 주나가르

의 루드라다만(Rudradāman) 비문은 당대에 이미 시학의 단계가

상당히 발전해 있었음을 보여준다.9) 그러나 실질적으로 알람카라

(alaṃkāra) 연구사에 있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NŚ의 저자

로 알려져 있는 성인 바라타(Bharata)이다. 그는 4종의 알람카

라10)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분류 기준이 후대의 것처럼 명확한

7) Gonda(1975) p. 270.

8) 베다의 만트라가 브라흐마나(brāhmaṇa)에서 이미 해석 내지는

재해석되고 미망사(mimāṃsā) 전통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에서부터

시학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자(ṛṣi)들은 또한 시인(kavi)들이기도 하다. 강성용(2004) p. 24.

9) 루드라다만의 비문은 20줄 정도의 길이로, 바위의 꼭대기 부분에 적혀

있다. 브라흐미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언어는 산스크리트이다. 또한

문체가 문학적이고 고상하며 사실상 가장 긴 최초의 산스크리트 비문으로

알려져 있다. 비문의 목적은 수다르샤나(sudarśana)라는 저수지의 복구와

통치자 루드라다만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Singh(2008)

p. 380 참조. 또한 이 비문은 긴 복합어로 되어 있는 산문으로 쓰여

있는데, 각운과 말장난으로 가득 차 있다. 비문의 일부 인용은 Kane(1971)

p. 3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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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11) 또한 강성용(2004)12)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NŚ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이 연극 상연을 위한 희곡(drama)임을

감안하였을 때, 본격적으로 시, 즉 카브야(Kāvya)에서 사용되는

문학 언어로서의 알람카라를 논하고 있는 것은 바마하(Bhāmaha)

이후의 학자들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주목하는 알람카

라는 결국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언어적 효과에 대한 설명13)인 것이다. 바마하를 뒤따르

는 다양한 이론가들은 각각의 기준에 의해 알람카라의 종류와 의

의를 제시하였는데, 이 기준이란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시의 정의

와 본질이 무엇인가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바마하에

게 있어 시(mahākāvya)란 평범한 언어를 배제하여 표현함으로써

알람카라를 지니고 올바른 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14)이다. 즉 알람

카라를 가지는 것 자체를 시의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한 것이다.

물론 알람카라 외에도 인도 고전 시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

은 다양하다. 문체나 표현양식을 나타내는 리티(rīti), 감성적 반응

10) “연극에서 사용되는 수사법에는 비유법[Upamā], 은유법[Rūpaka],

압축법[Dīpaka], 운(韻)의 반복[Yamaka] 등이 있다(17. 43).” 이재숙

역주(2004) 하권 p. 116.

11) 그 외에도 푸라나(purāṇa) 문헌들에서 역시 다양한 종류의 수사법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투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gnipurāṇa에서는 336장부터 kāvya와 rasa, 극작법,

수사법(alaṃkāra)들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며, Viṣṇudharmottarapurāṇa

역시 일부 칸다(Khaṇḍa)들에서 극작법과 작시법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14～15 칸다는 수사법의 이름과

kāvya, rasa 등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한다.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Kane(1971) pp. 3-10 ; pp. 66-72 참조.

12) 인도 고전 수사학적 전통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강성용(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문체적인’ 의미의 수사학 뿐만 아니라 인도의 인식 논리학 전통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논변의 표현방식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비유 등의 수사법 및 rasa의 실례에 관한

국내 논문으로는 임근동(2010)의 연구가 있다.

13) 강성용(2004) p. 25.

14) agrāmya-śabdam arthyaṃ ca sālaṃkāraṃ sadāśrayam// KĀ 1. 19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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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는 라사(rasa), 언어표현에서 나타나는 상징성이나 연상,

혹은 암시를 뜻하는 드바니(dhvani), 작시 상의 덕목과 결점을 말

하는 구나(guṇa)와 도샤(doṣa) 등 다양한 주제들이 인도 고전 시

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후 여러 이론가들이 주제의 비중이나

분류를 다양하게 취급하게 되면서 리티(rīti) 학파, 드바니(dhvani)

학파 등 여러 학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알람카라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론으로서 체계화되었으며, 여타 이론을 성립시키는

바탕을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장에서는 여러 이론가들 가운데 7∼9세기에 걸쳐 활동한 바

마하, 단딘(Daṇḍin), 우드바타(Udbhaṭa)15)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알람카라 학파에서의 바마하의 위치에 대하여 언급하여 보고자

한다. 이들은 기존에 카브야 작법이나 시학에서 중시되었던 앞서

언급한 요소들보다도 알람카라를 우위에 두고 시학 이론을 전개

하였는데,16) 바마하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인물에 속하며,

여타의 이론들이 생겨나는 데에 있어 그 기체(基體)가 되는 역할

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알람카라 학파의 초창기에 활동했던 바마하와 단딘은 모두 수

사법 가운데 특히 ‘의미에 의한 수사법’(arthālaṃkāra)을 광범위하

게 다루고 있으며, 이들이 체계화한 수사법 분류는 후대 학자들이

수사법을 분류하는 기준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 둘의 차이는 수사

법의 종류나 특징에서 극명하게 구분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해당 수사법의 구조나 설명방식의 기능에 차이를 보이며, 바마하

가 수사법 자체에 공을 들인 것에 비해 단딘은 구나(guṇa)와 리

티(rīti)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논의를 제시한다.17) 이러한 단딘의

15) 우드바타(Udbhaṭa)는 특히 바마하의 후계자로서 자주 언급되는데, 그는

KĀ에 대한 주석서인 Bhāmahavivaraṇa를 저술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전해지지 않는다.

16) 바마하의 경우는 알람카라와 구나(guṇa) 사이에 별다른 구분이나

강조점을 두지도 않았고, 구나에 대한 설명은 ‘소리에 의한 수사법’에

앞서 3송 정도를 할애할 뿐이다. Kane(1971) p. 374.

17) Gerow(1977)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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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에 대한 논의는 이후 그의 계승자인 바마나(Vāmana)에 의해

정교하게 다듬어져18) 소위 리티(rīti) 학파의 성립에 중요한 영향

을 끼치게 된다. 한편 바마하는 ‘의미에 의한 수사법’을 논의하면

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개념인 vakrokti에 대하여 언급하는

데19), 이 vakrokti는 문자 그대로는 ‘비틀어진 표현’, 혹은 ‘간접적

으로 언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바마하의 수사법 이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문학 언어로서의 지위를 수사법

에 부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소리(śabda)와 의미

(artha)의 결합(sahita)을 통한 일상적 언어표현이 아니라 문학 작

품 속에서 수사법이 지니고 있는 어떤 비틀린 표현, 즉 비유나 은

유와 같이 대상에 대한 다양한 우회적 표현을 통해 오히려 대상

의 본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시의 표현에 있어 모체(母體)가 되는 것은 소리와

의미이지만, 그것이 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적으로 구

나(guṇa)와 알람카라(alaṃkāra)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20) 이

vakrokti 역시 후대에 Kuntala나 Ratnākara 등의 학자들에 의해

정교하게 다듬어지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게 된다.21)

알람카라 학파의 인물들은 대체로 바마하와 단딘의 알람카라

분류를 따르되, 좀 더 세분화시키거나 각자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수사법의 수를 점점 늘려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동일한 수사법이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같은 이름을 가진 수사

법이 다른 수사방식을 보이는 경우도 나타난다.22)

18) 大類純(1958) p. 11.

19) saiṣā sarvaiva vakroktir anayārtho vibhāvyate/

yatno ’syāṃ kavinā kāryaḥ ko ’laṃkāro ’nayā vinā// KĀ. 2.85.

“그들 모두는 비틀어진 표현(vakrokti)이며, 이것에 의해 의미가

환기된다. 시인은 이것을 향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 어떠한

수사법이 있겠는가?”

20) 淸水乞(2004) p. 108.

21) 大類純(1955) p. 60.

22) Kane(1971) p.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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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법의 수가 늘어가는 경향과 관련하여 카네(Kane)가 정리

한 바에 따르면, <표 1>과 같다.

<표 1> 시대별 주요 수사론서들과 해당 alaṃkāra의 수23)

연대(A.D.) 작가 저작 alaṃkāra의 수

7-9C

Bhaṭṭi Bhaṭṭikāvya

30-40

Bhāmaha Kāvyālaṅkāra

Daṇḍin Kāvyādarśa

Vāmana Kāvyālaṅkārasūtra

Udbhaṭa Kāvyālaṅkārasārasaṅgraha

11-12C Mammaṭa Kāvyaprakāśa 61

12C Ruyyaka Alaṅkārasarvasva 75

13C Jayadeva Candrāloka 100

16-17C Appayadīkṣita Kuvalayānanda 115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바마하 이후의 후대 학자들에 있어

서 알람카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6-17세기 압파야

딕시타(Appayadīkṣita)에 이르면 무려 115개로 세분화된 알람카라

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바라타의 NŚ에서 네 가지 알

람카라로부터 출발하여 차례로 세분되고 수많은 종류로 발전해

가면서 인도의 독자적인 수사론(alaṃkāra-śāstra)의 체계가 구축

되어 간 것이며,24) 그 이론적 출발지점에 바마하가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바마하는 수사법의 이론적 체계화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위치에 있다. 그는 다른 어떠한 요소들보다도 수사법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자신의 유일한 저작인 KĀ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

는데, 그에게는 기존의 학설에서 제시되었던 작시법의 다른 요소

23) Kane(1971) p. 377. Kane의 정리에 따라 알기 쉽도록 표로

재구성하였다.

24) 波多江輝子(1991) p.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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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수사법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취급하였고,25) 그 중요성에 무

게를 실었다. 그는 수사법에 대하여 단순히 시를 아름답게 하는

‘장신구’로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vakrokti와 같은 개념을 통

하여 문학 언어의 개념을 환기시키고 시의 존재 자체와 수사법을

거의 불가분의 관계로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KĀ의 내용 구성을 통한 수사법의 비중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서 상술할 것이다.

Ⅲ. Kāvyālaṃkāra의 구성과 ‘소리에 의한 수사법’

KĀ의 저자는 7세기경의 학자로 알려져 있는 바마하(Bhāmaha)

이다. NŚ 이후, 조직화된 수사이론과 시문학에 대한 비평을 학문

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Ā 이외

에 그의 생애, 연대, 생활환경, 학파26)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5) 라사(rasa)의 예를 들면, 바마하와 단딘의 저작에서는 수사법의 하나로서

‘라사를 지닌 수사법’(rasavadalaṃkāra)이 열거되어 있다. 이는 작중

등장인물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 것을 수사법으로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또 다른 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바마하와 단딘이 말하는

라사는 감성적 반응이 NŚ에서 말하듯 관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에게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는 11세기경 Bhoja에 의해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本田義央(2004) pp. 32f.

26) KĀ의 마지막 게송에서 그는 자신이 Rakrilagomin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avalokya matāni satkavīnām avagamya svadhiyā ca kāvyalakṣma/

sujanāvamayāya bhāmahena grathitaṃ rakrilagomisūnunedam// KĀ.

6.64//

“이는 진정한 시인들의 사상들에 대해 살펴보고 내 자신의 생각으로

카브야(Kāvya)의 의미를 이해하고서 덕 있는 자를 가르치고자

Rakrilagomin의 아들인 Bhāmaha가 엮은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 Rakrilagomin은 브라만교 소속인지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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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27) 바마하의 생몰 연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단딘(Daṇḍin)과 비슷한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처럼 알람카라 학파의 초창기 선구적 작품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KĀ가 독립적인 출판물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09년에 이

르러서였다. 그 이전에는 오랜 시간동안 단지 인용들로서만 알려

져 오다가 1909년 K. P. Trivedi가 Bhāmaha의 책을 B.S.S.에서 1

927년 Pratāparudrayaśobhūṣaṇa의 판본에 부록(VIII)으로 출간하

였다. 이후 Tanjore의 P. V. Nāganatha Sāstry는 네 개의 사본에

바탕을 둔 편집본을 영어 번역 및 주석과 서론을 포함하여 출간

하였고, 1928년 Batuk Nath Sarma와 Baladeva Upadhyaya는 장

황한 서론과 함께 해당 문헌을 출판하였다.28) 현재 GRETIL(Götti

ngen Register of Electronic Texts in Indian Languages) 홈페이

지에서는 Sastri, C. Sankara Rama에 의해 마드라스에서 1956년

출판된 Kāvyālaṅkāra of Bhāmaha, Paricchedas 1 to 6 With Eng

lish Translation and Notes on Paricchedas 1 to 3에 바탕을 둔

E-text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P. V. Nāganatha Sāstry

의 1991년 재판본 및 번역과 더불어 해당 E-text를 참조하였으며,

뒤늦게 입수할 수 있었던 古宇田亮修의 역주논문에서 많은 도움을

소속인지에 대한 일약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Rakrilagomin’이라는 이름 외에도 KĀ의 귀경게에 나타나는

sarvajña라는 명칭과, apoha이론에 대한 논의를 하는 바마하의 태도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그의 학파적 소속에 의문을 가했지만

카네(Kane)는 이러한 주장들을 일축하며 바마하가 명백히 불교의 범위

밖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Kane(1971) pp. 83f. 참조.

27) 大類純(1954) p. 80.

28) 그러나 Kane는 이 출판본들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그에 따르면 사본들은 빈약하고 편집자들은 뒤얽혀 있는 수많은

실타래들을 풀어놓지 않았으며, 우드바타(Udbhaṭa)의 Dhvanyāloka 등

수많은 작품들에서 인용되어 있는 바마하의 인용구들에 대한 다양한

읽기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그는 비판하고 있다. Kane(1971) pp. 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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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
(게송 수)

주제 내용

1
(59)

kāvyaśarīr

a (시의

형태 및

본질)

‣ Sārvajña에게 경배.

‣ 시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서술.

‣ 시인의 자격. kāvya의 정의.

‣ 다양한 관점을 통한 kāvya의 분류

2∼3
(154)

alaṃkāra

(수사법)

‣ 3 guṇa (mādhurya, prasāda, ojas).

‣ alaṃkāra에 대한 소개.
(a) śabdālaṃkāra : anuprāsa, yamaka
(b) arthālaṃkāra : rūpaka, dīpaka, upamā,
prativastūpamā, ākṣepa,
arthāntaranyāsa, vyatireka, vibhāvanā,
samāsokti, atiśayokti, yathāsaṃkhya,
utprekṣā, svabhāvokti, udātta, śliṣṭa,
apahnuti, viśeṣokti, virodha,
tulyayogitā, aprastutapraśaṃsā,
vyājastuti, nidarśanā, upamārūpaka,
upameyopamā, sahokti, parivṛtti,

받았다.

KĀ는 총 6장(paricched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송의 수는 3

98송으로, 주제들에 대한 각각의 게송 수를 대략 나열하고 있는

마지막 두 게송을 제외하면 396송이다. 각 장의 최종 게송과 실례

로 인용하고 있는 시구를 제외하면 게송은 대부분 쉴로카(śloka)

운율로 작성되어 있다.29)

각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제와 내용을 본고에서 모두 다루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여 소

개하면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2> KĀ의 각 장의 내용과 주제30)

29) 大類純(1954) p. 81.

30) <표 2>의 내용은 Kane(1971) pp. 81-83 및 大類純(1954) pp. 81f의

내용을 취합·정리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큰 줄기만을 표시하였으며, 밑줄 친 부분이 게송 1-20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 실례를 통해 ‘소리에 의한 수사법’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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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andeha, ananvaya, utprekṣāvaya,
saṃsṛṣṭi, bhāvika, āśis.

4
(50)

doṣa

(시적 결함)
‣ 11 doṣa.

5
(69)

nyāya

(논리 방식)
‣ Nyāya(4장의 doṣa에 관한 논해);
pramāna, pratijñā, hetu, dṛṣṭānta

6
(64)

śabdaśudd

hi

(문법적

정확성)

‣ 시인들에게 sauśabdya(문법적인
정확성)를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단서들을 제시.

<표 2>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바마하가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알람카라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그가 알람카라를 작시

법(作詩法)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구성요소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구나(guṇa)와 라사(rasa)와 같은 다른 구성요

소들은 작시법에 있어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31)

KĀ 6장 가운데 2-3장이 모두 수사법에 대한 것이므로, 실질적

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장의 수와는 관계없이 5가지로 볼 수 있

다. 즉, 시의 형태 및 본질과 관련된 제1주제인 카브야샤리라(kāv

yaśarīra), 수사법을 나열하고 있는 제2주제 알람카라(alaṃkāra),

시적 결함을 의미하는 제3주제 도샤(doṣa), 논리방식에 대한 서술

이 담겨 있는 제4주제 니야야(nyāya),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적

정확성을 말하는 제5주제 샤브다슛디(śabdaśuddhi)가 바로 그것

이다.32)

이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본고에서 다루게 될 ‘소리에 의한 수

사법’은 제2주제인 알람카라에 속하는 것이다. 이후 서술하는 ‘의

미에 의한 수사법’(arthālaṃkāra)에 비해 그 수는 매우 적다. 그러

나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알람카라가 지니고 있는 초창기의 의미

31) Basistha(2003) pp. 23f.

32) 大類純(1954) p. 82에서는 이를 각 게송의 수로 연결 지어 정리하고

있는데, 게송의 수를 대략적으로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다. 이에 게송 수를 교정하여 표에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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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되짚어 보면, ‘소리에 의한 수사법’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시

에서 미학적 아름다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방식

이자 즉각적인 시감(詩感)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수사법이라

고 할 수 있다.

KĀ에서 다루어지는 ‘소리에 의한 수사법’은 크게 아누프라사(a

nuprāsa)와 야마카(yamaka) 둘로 나누어진다. 아누프라사는 동일

한 바르나의 배열(sarūpa-varṇa-vinyāsam)33)을 통해, 그리고 야

마카는 동음이의어나 구절을 반복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시감을

이끌어내는 수사법이다. 자세한 분류와 적용례에 관해서는 Ⅲ장에

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처럼 KĀ는 가장 많은 게송 수를 차지하는 주제인 알람카라

를 중심으로 하여 시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 방대함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나머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차후로 미루고, 제2장의 초반 20송까지 나타나 있는 ‘소리

에 의한 수사법’의 적용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Ⅳ. ‘소리에 의한 수사법’의 종류와 적용례

KĀ의 구조를 보면, 수사법이 본격적으로 논의 된 장은 제2-3

장이며, 그 중에서도 ‘소리에 의한 수사법’을 다루는 부분은 제2장

의 초반부이다. 바마하는 1송부터 3송에 걸쳐 훌륭한 표현의 요건

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4송부터 20송까지 ‘소리에 의한 수사

법’을 설명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송들을 번

역하고, Sastry 및 다른 학자들의 의견과 더불어 필자의 고찰을

33) K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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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mādhuryam abhivāñchantaḥ prasādaṃ ca sumedhasaḥ /

samāsavanti bhūyāṃsi na padāni prayuñjate // KĀ. 2.1 //

[문체에 있어] 감미로움과 명료함을 바라는 현명한 사람들은

많은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kecid ojo 'bhidhitsantaḥ samasyanti bahūny api /

yathā mandāra-kusuma-reṇu-piñjaritālakā // KĀ. 2.2 //

어떤 이들은 장엄함(ojas)을 보이고자 하여 너무 많은 것을 엮어낸

다. 예를 들면 “만다라 꽃봉오리의 꽃가루로 [덮여] 노랗게 [빛나는]

소녀”와 같다.

śravyaṃ nātisamastārthaṃ kāvyaṃ madhuram iṣyate /

ā-vidvad-aṅganā-bāla-pratītārthaṃ prasāda-vat // KĀ. 2.3 //

감미로움을 지닌 카브야(kāvya)란 과도한 [단어로 된] 복합어를 가

지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좋은 것이라고 알려진다.

명료함을 가지는 [카브야란, 높게는] 현자부터 [낮게는]여성이나 아

이도 납득할만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KĀ 2.1-3에서는 수사법을 논하기에 앞서 시가 지녀야 할 덕목

(guṇa)를 설명하고 있다. KĀ 2.1에서는 훌륭한 표현의 요건, 즉

덕목(guṇa)으로서 ‘감미로움’(mādhurya)과 ‘명료함’(prasāda)을 들

고 있는데, 2.2에서 제시되는 ‘장엄함 (혹은 강력함)’(ojas)은 앞서

언급한 두 덕목에 더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표현에 차이를 보인

다. 바라타와 단딘 등 이전 시기 및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다른 학

자들이 10종의 덕목을 제시한 것과 달리 바마하는 단 3종의 덕목

만을 제시하여 그 범위와 중요도를 대폭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장엄함’(ojas)에 대해서는 이에 천착한 잘못된 예로서 ‘m

andāra-kusuma-reṇu-piñjarita-alakā’라는 다섯 단어로 이루어진

긴 복합어를 보여 주며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바마하가 시에 대

하여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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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표현이 아닌 아름다우면서도 쉬워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것을 중요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감미로움’과 ‘명료함’이라는 두 요건의 의미를 설명한다.

3송에서는 앞선 두 게송에서 제시된 두 가지 덕목, 즉 ‘감미로

움’(mādhurya)과 ‘명료함’(prasāda)에 대한 해설을 언급한다. Sast

ry는 바마하의 첫 번째 구나(guṇa, 시가 갖추는 덕목)에 대한 정

의가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śravyatvam)과 ‘과도한 복합어를

지니지 않은 것’(nātisamastvam)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34)

이어서 다른 학자들이 언급하는 수사법의 종류를 나열한다.

anuprāsaḥ sa-yamako rūpakaṃ dīpakopame /

iti vācām alaṃkārāḥ pañcaivānyair udāhṛtāḥ // KĀ. 2.4 //

아누프라사(anuprāsa), 야마카(yamaka), 루파카(rūpaka), 디파카(dīp

aka)와 우파마(upamā)35)라고 하는 바로 이 다섯 가지가 다른 이들이

말한 수사법들이다.

sarūpa-varṇa-vinyāsam anuprāsaṃ pracakṣate36) /

kiṃ tayā cintayā kānte nitānteti yathoditam // KĀ. 2.5 //

아누프라사란 유사한 음절[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단어들이] 연결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kiṃ tayā cintayā kānte nitāntā(아름다운 여인이여, 무슨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있나요?)” 라고 말한 것과 같다.37)

34) Sastry(1991) p. 22.

35) anuprāsa는 일종의 각운으로 동일 바르나(varṇa)의 반복을 의미하며,

yamaka는 동음이의 어구의 반복, rūpaka는 은유, dīpaka는 하나의

어휘가 다른 문장요소들을 엮어내는 것, upamā는 직유에 가까운 의미로

보인다. 이들 중 anuprāsa와 yamaka가 ‘소리에 의한 수사법’에 속한다.

36) 카네는 바마하가 다른 학자들이 제시한 의견 혹은 알람카라(alaṃkāra)에

대하여 말하거나 나열할 때에 pracakṣate라는 동사를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Kane(1971) p. 83.

37) 본고에서는 ‘소리에 의한 수사법’의 실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음운이나 구절들을 밑줄 혹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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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송에서 바마하는 선학들이 제시하는 수사법의 종류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는 모든 수사법을 아우르는 것으로, ‘소리에 의한 수

사법’과 ‘의미에 의한 수사법’ 둘 모두를 포함한다. 이어 5송부터

는 ‘소리에 의한 수사법’의 첫 번째 종류인 아누프라사가 등장한

다. 아누프라사는 일종의 각운으로,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유사한

바르나(varṇa), 즉 음절 혹은 자음(字音)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며, 예시에서 나타나듯이 –iṃtayā와 –ānt-가 반복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아누프라사의 다양한 사용에 대하여 제시한다.

grāmyānuprāsam anyat tu manyante sudhiyo 'pare /

sa lola-mālā-nīlāli-kulākula-galo balaḥ // KĀ. 2.6 //

그런데 다른 학식 있는 자들은 ‘소박한 형태의 아누프라사’를 별개

의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그는 흔들리는 화환과 같이 푸른 벌들이 기어올라 무

거워진 목을 한 발라라마(bala)38)로다.”[와 같다.]

여기에서는 ‘소박한 형태의 아누프라사’(grāmyānuprāsa)39)를

언급하는데, 이는 아누프라사의 변주로서, 음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음소가 반복되는 형태를 띤다. cd파다에 제시된 실례에서

와 같이 ‘l’ 바르나(varṇa)가 모음의 형태는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nānārtha-vanto 'nuprāsā na cāpy asadṛśākṣarāḥ /

yuktyānayā madhyamayā jāyante cāravo giraḥ // KĀ. 2.7 //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도 다른 형태의 음절을 지니는 것은 아누

프라사가 아니다. 이 가운데 것이 사용됨으로써 말의 아름다움이 이루

38) 발라(bala)는 여러 인물의 명칭으로 쓰이는데, Sastry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크리슈나(Kṛṣṇa)의 형제인 발라라마(Balarāma)의 별칭으로

쓰인 듯하다. Balarāma를 bala로 축약한 것은 śloka 운율의 규정에 따라

1행을 16음절로 맞추기 위함이기도 하다.

39) 古宇田亮修(2010: 25)는 이를 ‘야비한 아누프라사’라고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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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lāṭīyam apy anuprāsam ihecchanty apare yathā /

dṛṣṭiṃ dṛṣṭi-sukhāṃ dhehi candraś candra-mukhoditaḥ//KĀ. 2.8//

또한 다른 이들은 lāṭīyam(=라타 아누프라사)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달과 같은 얼굴을 지닌 이여! 달이 떠올랐네요, 아름다

운 시선을 두어 주세요!”와 같다.

5송부터 8송까지는 아누프라사의 의미와 그 변형에 대하여 제

시하고 있다. Sastry에 따르면 5송에서는 아누프라사의 요건으로

서 문자의 동일성을 제시하였고, 6송은 아누프라사의 소박한 변주

를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7송에서는 아누프라사의 일종으로서 동음이의의 형태를

제시하는데, 그는 7송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아누프라사가 아닌

야마카(yamaka)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6～8송

에 걸쳐 아누프라사의 변주로서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7송에 해당하는 것은 이 중 가운데 것이므로 madhyama라는 단

어로 표현되어 있다. 세 가지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 ① 의미와 관

계없이 문자가 동일한 경우, ②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서 문자

가 동일한 경우, ③ 의미와 문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이다. 5송의 c

d파다 예문이 ①의 경우이고, ③은 ‘라타 아누프라사’로서 8송에

제시되어 있다. 이 두 예문은 모두 아누프라사로서의 요건을 갖추

고 있는 반면 ②는 여기에서 야마카를 언급하는 것이며, 9송 이후

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40)

이에 대해 古宇田는 이 표현이 단순히 ‘아누프라사는 동일한 형

태의 음절을 지닌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 물론 필자 역시 이 부

분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5～6, 8송에서 소개되어

있는 여타 아누프라사의 설명과 달리 7송의 아누프라사는 9송 이

후에 소개되는 야마카와 마찬가지로 동음이의어를 반복한다는 의

40) Sastry(1991)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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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세부적인 단어, 예컨대 akṣara와 varṇa 같은 용어 사용과 기타 표

현에서 차이41)가 보이기는 하지만 의미상에 큰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 듯하다. 특히 7송에 해당하는 예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

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보강하여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 8송에서는 ‘라타 아누프라사’(Lāṭa-anuprāsa)가 설명되는

데, 이는 단어와 의미가 모두 유사한 것을 말한다. 8송에서는 밑

줄로 표시한 것처럼, 의미와 소리는 동일하지만 해당 단어가 완전

히 동일한 쓰임새를 지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어구

를 반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 9송부터는 야마카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ādi-madhyānta-yamakaṃ pādābhyāsaṃ tathāvalī /

samastapāda-yamakam ity etat pañcadhocyate // KĀ. 2.9 //

야마카(yamaka)는 [파다의] ‘처음에 쓰는 [야마카]’, [파다의] ‘중간

과 끝에 쓰는 야마카’, ‘파다 반복 [야마카]’, ‘연속 [야마카]’, 그리고 ‘모

든 파다(문장 전체)에서 쓰는 야마카’라는 이 다섯 가지로 설명된다.

9송에서는 야마카의 구체적인 분류를 제시한다. 쓰는 위치와 방

식에 따라 ‘처음에 쓰는 야마카’(ādi-yamaka), ‘중간과 끝에 쓰는

야마카’(madhyānta-yamaka), ‘파다 반복 야마카’(pādābhyāsa-ya

41) 7송에서는 nānārtha-vanto … na cāpy asadṛśākṣarāḥ …(같은 음절을

취하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라고 표현하며, 17송에서는

tulya-śrutīnām bhinnānām abhidheyaiḥ … varṇānāṃ yaḥ punar-vādo

… (같은 소리가 나지만 의미가 다른 바르나들의 반복 …)으로 설명한다.

즉, 둘 모두 음절은 같으나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同音異義)’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바르나와 악샤라는 둘 모두 음운체계에서 음절,

소리, 문자 등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교차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대체로 악샤라는 음절(syllable), 바르나는 소리(sound)나 음소(phoneme),

자음(字音)의 의미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모두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으며, 의미상 큰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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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a), ‘연속 야마카’(āvalī-yamaka), ‘모든 파다에서 쓰는 야마카’

(samastapāda-yamaka)라는 5종으로 나누어진다. Sastry는 이 게

송에 대하여 약간 난색을 표하는 듯하다. 마지막 단어를 볼 때, 야

마카의 분류가 다섯 가지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렇게 되면 ādimadhyānta 구문을 ādau yamakam과 madhyāntayor

yamakam, 즉 ‘처음에 쓰이는 야마카(yamaka)’와 ‘중간 및 끝에

쓰이는 야마카(yamaka)’로 분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42) 이 문제

는 실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접근하기 용이하므로 11송

이후의 게송들을 통해 살펴 보겠다..

sandaṣṭaka-samudgāder atraivāntar-gatir matā /

ādau madhyāntayor vā syād iti pañcaiva tadyathā // KĀ. 2.10 //

여기에서 우리는 ‘산다스타카’(sandaṣṭaka)와 ‘삼우드가’(samudga=s

amudgaka)43) 등 [두 종류의 야마카에 대해서는] ‘처음에 [쓰는 야마

카]’, 혹은 ‘중간과 끝에 [쓰는 야마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야마카는] 다섯 가지 [종류]뿐이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10송에서는 야마카의 또 다른 분류인 ‘산다스타카 야마카’와 ‘삼

우드가 야마카’를 언급하고 있다. 이 둘은 각각 a, c파다 혹은 b, d

파다와 같이 한 파다씩 건너서 반복되거나 ab=cd의 형태를 보이

는데, 이는 결국 파다 내 위치에 따라 앞선 게송에서 언급한 ‘처음

에 쓰는 야마카’와 ‘중간과 끝에 쓰는 야마카’에 귀속되는 분류이

므로 5종의 야마카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어떤 파다에서 쓰이던

간에 그것이 쓰이는 위치, 즉 한 파다 안에서 처음에 쓰이는가 혹

은 중간이나 끝에 쓰이는가에 따라 ‘처음에 쓰는 야마카’와 ‘중간

과 끝에 쓰는 야마카’에 포함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42) Sastry(1991) p. 24.

43) KĀ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삼우드가(samudga)이지만, Sastry는

여타 학자들의 분류를 참고하여 삼우드가카(samudgaka)라고 언급한

듯하다. 본고에서는 야마카의 의미로 쓰일 때 ‘삼우드가 야마카’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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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try(1991: 25)는 10송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분석을 덧붙

이고 있다. 그는 삼우드가카(samudgaka)라는 단어는 닫혀 있는

상자 혹은 바구니를 뜻하며, 뚜껑 부분과 아래쪽이 동일하기 때문

에 전반부(ab파다)와 후반부(cd파다)에서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

가 다른 말이 쓰일 경우에 이러한 명칭이 붙여진다고 언급하며,

Bhāṭṭikāvya의 실례와 함께 설명한다.44)

또한 그는 ‘산다스타카 야마카’의 경우, 두 번째(b) 파다와 네

번째(d) 파다가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제시한다. 이어서 Bālabodh

inī45)의 인용구를 적용하여 “만일 두 번째 파다가 네 번째 [파다]

에서 반복된다면 그것이 산다스타카이다.”(dvitīyaḥ pādaś caturth

e ced yamyate tadā saṃdaṣṭakam/)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편 단딘(Daṇḍin)의 경우는 이와 약간 다른 정의를 내린다고

언급하는데, 그는 Kāvyādarśa 3장에 등장하는 ‘산다스타카 야마

카’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산다스타 야마카는

[한 파다의] 끝과 [이어지는 파다의] 처음이라는 두 파다에서 발

생한다.”(saṃdaṣṭa-yamaka-sthānam antādī pādayor dvayoḥ/)46)

이처럼 ‘산다스타카 야마카’의 의미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44) Bhāṭṭikāvya는 7세기경 Bhāṭṭi에 의해 저술된 시로 라마야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전 산스크리트 문법과 작시를 위한 수사법을 적용하여

작성되었다. ‘삼우드가 야마카’가 사용된 부분은 10.7송으로,

samiddha-śaraṇā dīptā dehe laṅkā mateśvarā/ samid-dha-śaraṇādīptā

dehe ’laṃ-kāma-teśvarā//와 같이 ab파다와 cd파다가 동일한 형태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헌터(Hunter)에 따르면, 야마카의 분류와

사용법을 보았을 때에 Bhāṭṭikāvya는 바마하와 단딘의 연대에 앞선

것으로 보인다. 바마하의 분류가 Bhāṭṭikāvya의 분류 및 해석에 영향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Hunter(2011) pp. 25-52 참조.

해당 논문에서 헌터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함께 제시하고,

인도네시아의 Kakawin Rāmāyaṇa 전승과 같이 비(非)산스크리트

문헌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야마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45) Bālabodhinī는 카쉬미르 출신의 Jagaddhara Bhaṭṭa(14세기 경)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문법서이다.

46) Sastry(1991)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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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마하의 경우는 뒤에서 소개할 13송에 제시되어 있는 예로 확인

할 수 있다.

11송부터는 본격적으로 야마카의 실례를 제시한다.

sādhunā sādhunā tena rājatā rājatā bhṛtā /

sahitaṃ sahitaṃ kartuṃ saṃgataṃ saṃgataṃ janam //KĀ. 2.11//

이제 저 현명한 왕은 부하들을 결속시키기 위해, 동맹에 있는 자들

을 친밀하게 하기 위해, 왕권을 얻는 것이라오.

11송에서는 ‘처음에 쓰는 야마카’의 실례를 들고 있다. sādhunā,

rājatā, sahitaṃ 및 saṃgataṃ은 동일한 형태를 취하며 각 파다의

첫 부분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Sastry는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의 순서를 재구성하고 여러

단어에 동일하게 걸리는 janaṃ, kartuṃ 등을 첨가하여47) 제시하

고 있다.

sādhuḥ saṃsārād bibhyad asmād asārāt

kṛtvā kleśāntaṃ yāti vartma praśāntam /

jātiṃ vyādhīnāṃ durdamānām adhīnāṃ

vāñchañ jyāyas tvaṃ chindhi muktānayas tvam // KĀ. 2.12 //

이 가치 없는 세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현명한 자는 번뇌의 종말

을 고한 후에 평온함의 기로에 들어선다오.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뛰어난 그대는 다스려지기 어

려운 질병들이 머물고 있는 생(生)을 버리시오.

12송에서는 각 파다(pāda)마다 서로 다른 단어들 사이에 동일

한 각운을 파다의 중간과 끝에 넣어 시감을 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간과 끝에 사용하는 야마카’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47) “adhunā sādhunā rājatā tena sahitaṃ janaṃ sahitaṃ kartuṃ saṅgataṃ

janaṃ saṅgatṃ kartuṃ sā rājatā bhṛtā.” Sastry(1991)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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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te dhir dhīra bhogeṣu ramaṇīyeṣu saṃgatā /

munīn api haranty ete ramaṇī yeṣu saṃgatā // KĀ. 2.13 //

오, 현명한자여! 그대의 현명함은 기쁨을 주는 쾌락들에 천착하지

않는구려. 이 [쾌락들은] 성자들에게 조차도 매력적인 여성이 함께 하

게끔 조종한답니다.

13송에서는 ‘파다 반복 야마카’의 예를 볼 수 있다. ‘ramaṇīyeṣu

saṃgatā’라는 한 파다 전체가 b파다와 d파다에서 동일하게 반복

되지만 그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또한 b, d

파다에서 반복되므로 ‘산다스타카 야마카’이기도 하다.

sitāsitākṣīṃ supayo-dharādharāṃ susaṃmadāṃ vyakta-madāṃ

lalāmadām /

ghanāghanā nīlaghanā ghanālakāṃ priyām imām utsukayanti y

anti ca // KĀ. 2.14 //

하얗고 검은 눈(=눈동자는 검고 흰자위는 하얀)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슴과 입술을 지니고 있어 기쁨을 주고 매력을 드러내어 활발하면서

도 차분하고, 비구름마냥 두텁고 구름처럼 검은 빽빽한 머리를 지니고

있는 이 사랑스러운 여인을 원하여 다가간답니다.

14송의 예문은 ‘연속 야마카’의 실례이다.48) 즉, 동일한 음절들

을 연쇄적으로 반복하지만(4음절 3회, 2음절 4회) 그 의미에 차이

를 두고 수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이 ‘연속 야마카’에서는 부

정 접두어 ‘a-’가49)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mī nṛpā datta-samagra-śāsanāḥ

kadācid apy apratibaddha-śāsanāḥ /

kṛtāgasāṃ mārga-bhidāṃ ca śāsanāḥ

pitṛ-kramādhyāsita-tādṛśāsanāḥ // KĀ. 2.15 //

48) Sastry(1991) p. 25.

49) 연성에 의해 ā로 발음되어 있다. 연성을 해제한 상태를 보이자면

sita-asitā, dhara-adharā, ghana-aghan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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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들은 주어진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들이며 아무 때도 방해받

는 일 없는 명령을 내리는 자들이며,

죄를 저지른 자들과 옳은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자들

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처럼 왕위를 차례로 이어가지요.

여기에서는 각 파다의 마지막에 śāsanāḥ라는 동일한 형태가 문

장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든 파

다에서 쓰는 야마카’의 실례이며,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리에 의한 수사법’의 예를 들고 나서 이어지는 게송

들에서는 야마카의 의미와 조건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된다.

anantaraikāntarayor evaṃ pādāntayor api /

kṛtsnaṃ ca sarva-pādeṣu duṣkaraṃ sādhu tādṛśam // KĀ. 2.16 //

이처럼 바로 이어지거나 하나씩 뛰어 넘은 [단어들에서 쓰는 야마

카와], 파다의 끝에서 [쓰는 야마카도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 [야마

카를] 모든 파다에 걸쳐 쓰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아름답다.

tulya-śrutīnāṃ bhinnānām abhidheyaiḥ parasparam /

varṇānāṃ yaḥ punar-vādo yamakaṃ tan nigadyate // KĀ. 2.17//

같은 소리가 나지만 서로 의미가 다른 바르나들의 반복이 야마카라

고 불리는 것이다.

pratīta-śabdam ojasvi suśliṣṭa-pada-sandhi ca /

prasādi svabhidhānaṃ ca yamakaṃ kṛtināṃ matam // KĀ. 2.18//

잘 알려져 있는 단어로 되어 있고, 힘이 넘치며, 단어의 연성이 긴

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명확하면서도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것이

야마카라고 학식 있는 자들은 인정한다.

17～18송에서는 야마카의 의미와 조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Sastry는 이 두 게송이 야마카의 종류를 나열하는 2.9송 앞에 들

어가 있어야 더욱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50) 여기서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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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이의어의 반복을 통한 아름다움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

니라, 올바른 연성의 사용과 더불어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

용하여야 하는 등 명확성을 강조하는 것 역시 볼 수 있다.

nānā-dhātv-artha-gambhīrā yamaka-vyapadeśinī /

prahelikā sā hy uditā rāmaśarmācyutottare // Bh_2.19 //

다양한 어근이 지니는 [여러 가지] 의미의 심원함은 야마카라는 명

칭으로 [불리는데,] 이것이 라마샤르만(Rāmaśarman)51)이 Acyutottara

에서 언급한 수수께끼(prahelikā)이다.

kāvyāny api yadīmāni vyākhyā-gamyāni śāstravat /

utsavaḥ sudhiyām eva hanta durmedhaso hatāḥ // KĀ. 2.20 //

만일 논서(śāstra)들과 같이 주석들의 도움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

는 것이 시(kāvya)라고 한다면, 아아, 현명한 자들만이 축복받고 아둔

한 자들은 괴로울 뿐이다!

19～20송에서는 라마샤르만의 Acyutottara에 야마카로서 명시

되어 있는 ‘프라헬리카’(prahelikā), 즉 수수께끼를 언급하는데, 이

는 말 그대로 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수수께끼

를 내는 방식으로 게송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바마하는 이처럼

난해한 문장들의 시적 가치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이를 야마카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송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문장이 주석을 필요하게 만들 만큼 어렵다면 이는 엄연히 시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52) 이러한 바마하의 입장은 K

Ā 2.1송 및 3송에서 나타나는 ‘명료함’(prasāda)과 상통하는 것이

50) Sastry(1991) p. 27.

51) 바마하는 KĀ(2. 19; 2. 45; 2. 47; 2. 88; 2. 58; 3. 10 등)에서

Rāmaśarman, Rājamitra, Śākhāvardhana, Medhāvin을 선학들로서

언급하고 있다. Bhattacarya(1923) p. 119. 또한 Sushil Kumar De에

따르면, Rāmaśarman은 KĀ 2. 58에서 인용한 바로는 시인으로서

등장한다. Kumar De(1923) p. 49. n. 3.

52) Bronner(2012)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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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생각하는 수사법이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말을 나열하

여 이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알 수 있

는 명확한 단어와 구절을 적절히 배치하거나 반복하여 문장이 지

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배가시키고 독자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올바른 수사법의 사용인 것이다. 마지막 20송에서 드러나는

바마하의 자조적인 한탄은 자칫 풍부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거나

유희에 치중하여 시의 덕목인 ‘감미로움’(mādhuryam)과 ‘명료함’

(prasāda)을 잃어버리는 시인들에 대한 웃음기 섞인 풍자인 것이

다.

여기까지가 바마하의 KĀ에서 ‘소리에 의한 수사법’을 다룬 부

분이다. 그는 2～3장에 걸쳐 수사법의 분류와 설명, 그에 따른 실

례를 제시하여 사실상 수사법 체계의 바탕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

해 소위 알람카라 학파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수사법이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서 일상 언어와 시적 언어 혹은 문학 언어

사이를 가름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시사해 주

고 있다. KĀ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의미에 의한

수사법’을 다루지 않고서 그의 수사법에 대한 태도나 수사법 분류

체계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일이다. 그러나 ‘소리에

의한 수사법’의 분류 체계를 보았을 때, 그가 기존의 시와 선현들

의 분류를 충분히 이해하고서 자신의 기준을 제시하여 수사법 체

계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독자들과 훌륭한 시를 쓰기 위한

시인들을 위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

각된다.

Ⅴ. 결론

지금까지 바마하(Bhāmaha)의 KĀ에 나타난 ‘소리에 의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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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śabdālaṃkāra)을 고찰하기 위해 7∼9세기 경 초기 시학 이론

을 형성했던 알람카라 학파에서 바마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간

략히 알아보고, 더불어 작시법(作詩法)을 통한 게송 이해의 예비적

고찰로서 인도 초기 시학론을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바

마하(Bhāmaha)의 저작 Kāvyālaṃkāra 2장의 1～20송을 중심으로

역주를 시도하였다.

‘소리에 의한 수사법’은 압운(押韻)이나 각운(脚韻)과 같은 유사

한 음운의 반복, 동음이의(同音異義) 파다(pāda)의 반복, 연속(āval

ī) 반복, 그리고 문장 전체에서의 동음이의어 반복을 통하여 시감

(詩感)에 깊이를 더하는 수사법이다. KĀ에서는 ‘의미에 의한 수사

법’(arthālaṃkāra)에 비하여 다루어지는 양이 극히 적지만, 알람카

라(alaṃkāra)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소리에 의한 수사법’은 시적 미학을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원초적

인 방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수사법이라고 생각된다.

KĀ에서 다루고 있는 ‘소리에 의한 수사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아누프라사(anuprāsa)와 야마카(yamaka)이다. 먼저, 아누프라사는

동일한 바르나의 배열(sarūpa-varṇa-vinyāsam)을 통하여 시감을

이끌어내는 수사법으로, 단어 혹은 구절마다 각운을 형성하는 방

식과 유사하다. KĀ 2.5～2.8에 걸쳐 소개되는 아누프라사는 각 송

에서 음운이나 의미에 따라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음소를 반복하는 ‘소박한 형태의 아누프라사’(grāmyānuprāsa), 그

리고 소리와 의미가 모두 동일하지만 배치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

는 ‘라타아누프라사’(lāṭānuprāsa)가 KĀ에서 소개된 아누프라사이

다. 다음으로 KĀ 2.9～2.20에 걸쳐 설명하는 야마카는 기본적으

로 동음이의어나 구절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 종류에는 먼

저 동음이의 파다를 반복하는 ‘파다반복 야마카’(pādābhyāsa-yam

aka), 연쇄적으로 동음이의어를 배치하는 ‘연속 야마카’(āvalī-yam

aka), 모든 파다에 걸쳐 동음이의어를 배치하는 ‘전체 파다 야마

카’(samastapāda-yamaka)가 있다. 이 3종에 파다 내에서 차지하

는 위치에 따라 파다의 ‘처음에 쓰는 야마카’(ādi-yamaka),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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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끝에 쓰는 야마카’(madhyānta-yamaka)의 2종이 추가되고, 그

변주로서 파다를 건너뛰고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산다스타카 야

마카’(saṇḍastaka-yamaka) 및 ab=cd형태를 취하는 ‘삼우드가 야

마카’(samudga-yamaka)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앞선 2종에 통

합되므로 총 5종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소리에 의한 수사법’은 산스크리트 수사론에서 소리의

다양한 배열과 반복을 통하여 미학적 즐거움을 이끌어 내는 역할

을 하고 있으며, 바마하의 KĀ는 초기 수사론의 선두주자로서 ‘소

리에 의한 수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를 제시하여 후대 이론의

바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이론이 지니는 가장 큰 의의

는 비단 수사법의 체계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언어와

문학적 언어의 구분 기준을 바로 수사법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를 독자들에게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KĀ문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각 수사법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여타 학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본 논의에서

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인도에서는 순수문학을 비롯하여 철학적 논서들과 종교 서적들

역시 시론학에 바탕을 두고 일정한 운율과 수사법을 적용하여 작

성된 게송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문헌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사상적 연구만큼이나 해당 게송의 운율 및 수사법 연구의 중요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단 순수문학의 연구, 혹은 여러 판본을 통한 문헌학적 연구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게송이 지니고 있는 미학적 심상이나 어감,

나아가 타 학파를 향한 풍자와 해학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수사

법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의 인도 문헌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직 국내에서의 수사법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미약하나마

연구의 활로를 넓힐 수 있는 자그마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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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Śabdālaṃkāra represented in 
Bhāmaha’s Kāvyālaṃkāra II. 1～20

Ryoo, Hyun Jung

Dongguk University

In India, poetical prosody and various figures of

speech(alaṃkāra) have been applied not only in pure

literature, but also in philosophical or religious works for

delivering their thoughts. In the field of classical Indian

poetics, alaṃkāra, after being appeared in Nāṭyaśāstra, has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n element of versification.

By the 7th century CE, it also has been treated actively by

many scholars as poetical theory as well as a rhetoric skill.

Among those figures, especially, Bhāmaha imbued

alaṃkāra with special significance in his work

Kāvyālaṃkāra(KĀ). He held that alaṃkāra mattered most in

poetry and he brought rasa, which had bee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hemes in poetics, also under alaṃkāra.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alaṃkāra which is

represented in KĀ, there are two kinds of alaṃkāra, that is,

śabdālaṃkāra and arthālaṃkāra. The former one is made by

sound or word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s made by

meaning. Śabdālaṃkāra which is dealt in this paper is

subdivided into two kinds, anuprāsa and yamaka. They

arouse poetic inspiration not only with rhymes or repetition

of similar varṇas or words(anuprāsa) but also with

repetitive homonymic pādas, repetition in serial āvalīs and in

whole sentences(yamaka) as well.

This paper, at first, introduces Bhāmaha’s rol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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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alaṃkāra school briefly and then analyzes

composition of KĀ by each pariccheda and thematically. In

succession, among various figures of speech, I have

examined classifications and examples of śabdālaṃkāra in

detail which show its practical applications especially

represented in first 20 verses of KĀ.

I hope, though tenuously, this research could energize

future studies on figures of speech in Korea as a method of

understanding texts.

Keywords: alaṃkāra, śabdālaṃkāra, Bhāmaha,

Kāvyālaṃkā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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