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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니니(Pāṇini) 문법의 형태론

__단어(pada) ; 어기(語基)와 접사(pratyaya)__

김현덕*1)

Ⅰ 서론. Ⅱ 파니니 문법상의 단어(pada)의 기본 정의

Ⅲ 단어의 부수적 정의와 내용.

Ⅳ 어기(語基)와 접사(pratyaya).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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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어간, 아슈타댜이, 앙가, 어기(語基), 접사, 통사론, 파니니.]

파니니 문법체계의 패러다임은 ‘의미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단어

(pada)를 문장의 최소단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접사(pratyaya)가 첨가되

기 이전의 어형인 어기(語基, prakṛti)와 접사는 단어형성의 형태론적 요

소가 되는데, 명사격어미(sUP)와 동사인칭어미(tiṄ)로 끝나는 것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본정의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A에서
는 일부 특수한 접사들이 뒤따르는 어형들에도 단어라는 명칭을 부여하

고 있다. 이는 형태론적으로 완성된 단어에 다시 접사가 첨가되어 단어

가 된다는 자기 모순적인 정의로 비춰져 자칫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단어의 구조에 시야를 돌릴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논문은 미시적 접근방식을 통해 술어(saṁjñā)로서의 단어의 구조

를 고찰하고, 그 구성요소인 어기와 접사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려

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단어를 규정하는 P. 1.4.14
∼ 17의 규칙들과 카쉬카 브릿티의 관련 주석들을 검토한다. 이를 바
탕으로 단어의 형태론적 구조를, 구성요소들인 어기와 접사, 그리고 앙

가(aṅga)라는 포괄적 술어에 대한 규명을 통해 살펴본다.

어기는 단어파생의 기본단위로서 여기에는 기본 동사어근과 파생동

사어근 및 명사어근과 파생명사어간, 그리고 1차 접사, 2차 접사, 여성

형접사가 포함된다. 파생의 기본단위로서의 접사에는 명사격어미와 동

사인칭어미가 포함된다. 또한 앙가는 접사가 첨가되기 이전의 요소에

대한 통칭으로, 결국 모든 어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파니니가 단어파생

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법조작을 가지는 요소들에 다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단어가 ‘어기와 접사’ 즉, ‘어간과 어미’로 구성된다는 큰 틀을 유

지하면서 파생되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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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범어문법의 근간을 이루는 파니니(Pāṇini) 문법(Aṣṭādhyāy

ī, 이하 A)은 최소단위로서의 단어(pada)들과 이들로 구성되는 문

장(vākya)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파니니 문법체계상의 일종의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A의 모든 문법규칙(Pāṇi

ni-sūtra, 이하 P)은 이 패러다임의 수행을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러다임을 ‘어떤 학문이나 사상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지배적인

접근 방식이나 관점’이라고 정의할 경우, 파니니를 정점으로 성립

된 고전범어의 이해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법학 역시도 여기

에 준해서 이해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타당하다면,

문장의 최소단위로서의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야말로 A의 본

질을 분명히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단어는 실제 언어 운용상, 항상 다른 단어들과 함께 사용된다.

문장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라는 특성을 고려할 경우, 극히 당연하

다 할 수 있다. 이때 단어들이 무목적적으로 단순히 열거되는 것

은 아니다. 각각의 단어는 통사적으로, 의미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게 되며(samartha), 이처럼 관련된 단어(samartha-pada)들이

나열하여 문장을 이루게 된다.

범어에서의 단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특히 단

어 자체가 지니는 의미보다도 그것이 문장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

측면, 다시 말해서 통사론에 주목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1) 이들

연구는 거의 모두 국외의 것들로, 김현덕에 따르면 이마저도 의미

론적 측면에만 치중하여 카라카(kāraka)라는 행위 완성 수단만을

1) 강성용(2011) p. 333 이하, Cardona(1976,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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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2) 김현덕은 이점에 주목하여

관심을 명사가 취하는 격변화 어미인 비박티(vibhakti, 명사격어

미)로 돌려, 비박티가 가지는 단어 나아가 문장의 의미파악 도구

로서의 측면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그의 연구 역시도 기존의 연구

와 동일선상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 통사론과 의미론의 통합 또는

한쪽의 다른 한쪽에 대한 보조적 측면을 다루기 이전의 문제로서

비박티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도 단어와 문장의 의미파악

과 전달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통사론과 의미론, 나아가 화

용론적 문제와 불가분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이들 선행 연구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다

기보다는 거시적 관점에 기반하여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의 기능

면에서 파니니 문법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보다 미시적인 접근방식을 취해 파니니가 규

정하고 있는 문법용어, 즉 술어(saṁjñā, technical term)로서의 단

어의 구조를 고찰하는 것이다. A에서 술어로서의 단어는 P. 1.4.1

4∼ 17을 통해 설명된다.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A의 직접적인

주석서 카쉬카 브릿티(Kāśikāvṛtti, 이하 KV)의 주석을 바탕으
로 살펴보면서 파니니가 규정하는 단어의 구조와 기능, 성격 등을

어기(prakṛti)와 앙가(aṅga), 그리고 접사(pratyaya)라는 형태론적

요소에 관한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한다.

Ⅱ. 파니니 문법상의 단어(pada)의 기본정의

고전범어에서 문장(vākya)은 단어들로 구성되며, 이렇게 하나

의 문장을 이루는 단어들은 의미적으로든 통사적으로든 서로 관

2) 김현덕(2014) p.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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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맺는다. 단어는 변화형 어미를 지닌 어형(śabda-rūpa)을 지

칭하는 술어(saṁjña)로서, 전통적으로 명사(nāma)와 동사(ākhyāt

a), 동사 접두사(upasarga)와 불변화사(nipāta, avyaya)의 4종으로

분류된다.3) 파니니는 이들 단어를 명사 단어(sUP-anta)와 동사

단어(tiṄ-anta)로 크게 이분하고 있다. 이것을 규정하는 A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P. 1.4.14 ) sUP과 tiṄ으로 끝나는 것이 단어(pada)이다.4)

이 규칙은 술어로서의 pada, 즉 단어에 관해 정의하고 있는 술

어규칙(saṁjñā-sūtra)으로, 이 정의에 따르면 단어라는 명칭이 부

여되는 요소는 sUP과 tiṄ으로 끝나는 어형이다.5) 여기서 sUP

과 tiṄ이라는 문법용어는 A가 제시하는 P. 4.1.2 6)와 P. 3.4.78 7)

을 근거로 만들어진 pratyāhāra8)의 일종이다. ‘pratyāhāra’는 ‘음

운 약칭, 음운 약호, 축약 기호’ 등으로 번역 가능한 용어로, 기본

적으로 쉬바 수트라(Śiva-sūtra)9)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특별한

3) catvāri pada-jātāni nāmākhyātopasarga-nipātāś ca | Mbh. 1.3.17.

4) sUP-tiṄ-antaṁ padam || P. 1.4.14.

5) suB-antaṁ tiṄ-antaṁ ca śabda-rūpaṁ pada-saṁjñaṁ bhavati | P.

1.4.14에 관한 KV의 주석. cf. 불변화사의 경우, P. 2.4.82의 적용으로

접사가 탈락된 단어로 간주된다. “불변화사의 뒤에서 [여성형접사] āP과

sUP [을 LUK이 대체한다].” avyayād āP-sUPaḥ || P. 2.4.82.

6) “[Ṅī나 āP로 끝나는 여성형이나 prātipadika 뒤에] 접미사 ‘sU, au, Jas’,

‘am, auṬ, Śas’, ‘Ṭā, bhyām, bhis’, ‘Ṅe, bhyām, bhyas’, ‘ṄasI, bhyām,

bhyas’, ‘Ṅas, os, ām’, ‘Ṅi, os, suP’이 [발생한다].”

sV-au-Jas-am-auṬ-CHaṣ-Ṭā-bhyāṁ-bhis-Ṅe-bhyāṁ-bhyas-ṄasI-bhy

āṁ-bhyas-Ṅas-os-āṁ-Ṅy-os-suP || P. 4.1.2.

7) “[대체하는 요소들인] ‘tiP, tas, jhi’, ‘siP, thas, tha’, ‘miP, vas, mas’, ‘ta,

ātām, jha’, ‘thās, āthām, dhvam’, ‘iḌ, vahi, mahiṄ’이 [대체되는 요소인

LA를 대체한다].”

tiP-tas-jhi-siP-thas-tha-miB-vas-mas-tātāṁ-jha-thās-āthām-dhvam-i

Ḍ-vahi-mahiṄ || P. 3.4.78.

8) sUP-tiṄ iti pratyāhāra-grahaṇam | P. 1.4.14에 관한 KV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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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복잡한 문법 내용과 표현을 간략히 표

시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쉬바 수트라 뿐만 아니라 A에서 제시

된 모든 문법적 설명(upadeśa)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사용된다.10)

따라서 sUP은 sU∼ suP에 이르는 21개의 명사격어미들을, ti

Ṅ은 tiP∼mahiṄ에 이르는 18개의 동사인칭어미들을 각각 의미

하며, 접사로서의 이들 두 부류의 어미로 끝나는, 문장에서 실제

로 사용되는 형태를 지칭하여 단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예시(udāharaṇa)

로 살펴본다.

brāhmaṇāḥ paṭhanti ||11) 바라문들이 독송한다.

위의 예시는 sUP-anta어형과 tiṄ-anta어형을 동시에 보여주

는 것으로, 먼저 sUP으로 끝나는 형태인 brāhmaṇāḥ는 brāhmaṇ

a라는 prātipadika12)에 P. 4.1.2중의 Jas(-as, 남성복수 제1격어

미)가 첨가된 후, 여기에 일련의 규칙들이 적용되어 형성된 단어

이다.13) 한편 paṭhanti의 경우, 동사어근(dhātu) √paṭh에 P. 3.4.

78의 jhi(동사 3인칭 복수어미)가 첨가된 후, 명사와 마찬가지로

9) 음운 약칭과 쉬바 수트라에 관한 상세는 강성용(2011) pp. 71∼ 89와

김현덕(2014) p. 14, 각주 45 참조.

10) 이는 다음의 해석규칙(paribhāṣa-sūtra)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첫 번째

요소는 마지막의 it와 결합하여 [자신은 물론 그 중간에 오는 요소를

의미한다].” ādir antyena sahetā || P. 1.1.71. cf. 강성용(2011) pp. 100∼

101과 DSG(1977) pp. 266∼ 267.

11) P. 1.4.14에 관한 KV의 예시.

12) DSG에 따르면 이 용어는 ‘모든 단어들에 유용한’ 또는 ‘pratipadaṁ

gṛhṇāti tat prātipadikam(모든 단어들에 관한 것이 바로

prātipadika이다)’을 의미한다. DSG(1977) p. 275 참조. 이에 관해서는

본문 제4장 4.2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13) P. 1.3.9 (tasya lopaḥ), P. 6.1.102 (prathamayoḥ pūrva-savarṇaḥ ), P.

8.2.66 (sa-sajuṣo ruḥ), P.8.3.15 (khaR-avasānayor visarjanīyaḥ)가

차례로 적용되어 brāhmaṇāḥ라는 어형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제시된

각각의 규칙들의 내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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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규칙들이 적용되어 형성된 어형이다.14)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prātipadika와 동사어근에 각각 sUP과 t

iṄ이 첨가되어 단어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어의 기본구조

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prātipadika
+
sUP

⇒ pada
dhātu tiṄ

한편 파니니는 특별한 접사들이 뒤따르는 어형들에도 단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어형들은 모두 명사를 구성하는 것들

로, P. 1.4.15∼ 17에서 규정되고 있다. 이하에서 그 내용을 고찰

한다.

Ⅲ. 단어의 부수적 정의와 내용

이하에서 고찰하는 내용은 특별한 접사들 앞에서 단어라고 불

리는 몇몇 어형들에 관한 것이다. 가장 먼저 규정되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3.1. P. 1.4.15

‘-n’[으로 끝나는15)] 요소는 ‘Kya’의 앞에서 [단어(pada)라는 명

14) P. 3.4.113 (tiṄ-Śit sārvadhātukam), P. 3.1.68 (kartari ŚaP), P. 1.4.13

(yasmāt pratyaya-vidhis tadādi pratyaye’ṅgam), P. 6.4.1 (aṅgasya), P.

7.1.3 (jho’ntaḥ), P. 1.4.109 (paraḥ saṁnīkarṣaḥ saṁhitā), P. 6.1.97 (ato

guṇe)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각각의 규칙들의 내용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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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을 갖는다].16)

이 규칙은 선행하는 규칙에 이어서 단어를 정의하고 있는 술어

규칙이다. 여기에 따르면 ‘-n’, 즉 그 마지막 요소로서 ‘-n’을 가지

는 어형, 다시 말해서 prātipadika가 ‘Kya’의 앞에서 단어라고 불

리게 된다. ‘Kya’17)는 KyaC, KyaṄ, KyaṢ에 대해 통칭으로18), 이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규칙에서 ‘Kya’는 ‘par

a-samptamī19)로서의 처격’이 가지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KV가

설명하듯이, ‘Kya’가 뒤따르는 경우(“Kye parataḥ”)에 있어 오직

‘-n’으로 끝나는 요소만이 단어라고 불리게 된다.20) 결과적으로

이 규칙은 제한규칙(niyama-sūtra)으로 기능한다.21) 왜냐하면 명

사격어미로 끝나는 요소는 이미 P. 1.4.14가 규정하듯이 ‘단어’라

는 명칭을 갖는데, 이 규칙은 구조상에서 명사격어미의 앞에 오는

요소만을 지칭하여 단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언하자면, ‘Ky

a’로 통칭되는 접사들 앞에 오는 명사격어미로 끝나는 요소들 중

15) 이 해석은 파니니의 다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법규칙이 어떤 요소를 통해 [규정될 때], 그 [규칙은] 어떤 요소로

끝나는 것에 관한 것이다.” tena vidhis tad-antasya || P. 1.1.72.

한편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해석 규칙이 보여주듯이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접사의 사용이 [규정]된 경우, 그것의 뒤에 [접사가]

첨가된 요소 [즉, 어기]로 시작하는 [어형]과 그 [접사]로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pratyaya-grahaṇe yasmāt sa vihitas tad-ādes tad-antasya

grahaṇam || Pbh 23.

16) naḥ Kye || P. 1.4.15.

17) 일반적으로 어근과 인칭어미 사이에 첨가되는 접사인 vikaraṇa의

일종이다. DSG(1977) p. 351 참조.

18) ‘Kye’ iti KyaC-KyaṄ-KyaṢāṁ sāmānya-grahaṇam | P. 1.4.15에 관한

KV의 주석. KyaC는 P. 3.1.8, KyaṄ은 P. 3.1.11, KyaṢ는 P. 3.1.13

에서 각각 규정되고 있다.

19) 이 용어에 관한 설명은 본문 제4장 4.3의 각주 89의 관련 내용 참조.

20) nāntaṁ śabda-rūpaṁ Kye parataḥ pada-saṁjñaṁ bhavati | nānyat |

P. 1.4.15에 관한 KV의 주석.

21) siddhe saty ārambho niyamārthaḥ | P. 1.4.15에 관한 KV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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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n’으로 끝나는 것만이 단어가 된다고 ‘단어’라는 명칭의 적

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KyaC가 첨가되어 파생되는 ‘rājīyati’라는 단어

의 형성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단어파생(prakriyā)상

의 규칙들은 생략하고 고찰대상이 되는 규칙만을 들어 표시한 것

이 다음의 구조이다.

rājan + am + KyaC
①
(P. 3.1.8 22))

⤷ rāran + (P. 2.4.71 23)에 의한 am의 생략) + KyaC②

⤷ rāja + ya
③
(P.8.2.7 24))

⤷ rājīyati ④
(그는 왕을 바란다, 즉 마치 왕인 듯 행동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위 도식의 ②와 ③ 사이에서 rājan

의 ‘-n’을 탈락시키기 위해서이다. 만일 이 규칙이 없다면, ①의 K

yaC가 도입된, 명사격어미를 지닌 ‘rājan + am’이라는 단어는 어

근25)으로서의 성격을 새로이 지니게 되고, 따라서 도식 ②에서 명

사격어미가 생략된 후에도 여전히 어근인 채로 존재하기 때문26)

에 ‘rajanya’라는 형태를 만들게 된다. KV가 제시하는 반례들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27) ‘-n’의 생략은 제한

22) “명사격어미로 끝나는 [단어의] 뒤에 KyaC가 첨가되어 [소망을

의미하는 대상을 표시한다].” sUPaḥ ātmanaḥ KyaC || P. 3.1.8.

23) “어근이나 prātipadika [에 포함되어 있는] sUP은 [생략된다].” sUPo

dhātu-prātipadikayoḥ || P. 2.4.71.

24) “[단어라고 불리는] 명사어간의 마지막에 오는 ‘n’은 생략된다.” nalopaḥ

prātipadikāntasya || P. 8.2.7.

25) cf. “saN등의 접사로 끝나는 것들은 어근[이라는 명칭을 갖는다].”

saNādy-antā dhātavaḥ || P. 3.1.32. 여기서 거론되는 접사들은 P. 3.1.5

∼ 30에서 제시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접사 KyaC는 이 규칙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이들 접사에 관해서는 강성용(2011) p. 248 이하.

26) cf. “접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접사[에 의해 획득되는] 특징은

[존속한다].” pratyaya-lope pratyaya-lakṣaṇam || P. 1.1.62.

27) “[반례] 그는 말처럼 다룬다, 그는 국자처럼 다룬다.” vācyati | srucya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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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서의 P. 1.4.15가 적용되어 ‘어근’이 아닌 ‘단어’로서의 성

격을 유지한 요소(rājan)가, 추가로 P. 8.2.7의 적용을 받게 된 결

과이기 때문이다.28) 이 과정은 KyaṄ과 KyaṢ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29)

3.2. P. 1.4.16

또한 ‘S’를 it로 가지는 요소들의 앞에 [오는 요소도 단어(pada)

라는 명칭을 갖는다].30)

이 규칙은 선행규칙과는 별개의 단어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요

건은 ‘S’를 it로 가지는 요소들에 선행하는 어형들이다.31) 이것과

관련하여 KV가 제시하는 예시들은 모두 A를 구성하는 규칙들

이 규정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다.32) 그 중에서, bhavadīyaḥ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 1.4.15에 관한 KV의 반례.

28) cf. P. 8.1.16 ∼ 8.3.54에서 다루어지는 규칙들이 단어(pada)에 적용되는

것들이다.

29) cf. “그는 왕처럼 행동한다. 그것은 방어 무기처럼 기능한다.” rājāyate |

varmāyati, varmāyate | P. 1.4.15에 관한 KV의 예시. 이들 두 단어들의

파생과정은 생략.

30) Siti ca || P. 1.4.16.

31) Siti pratyaye parataḥ pūrvaṁ pada-saṁjñaṁ bhavati | P. 1.4.16에

관한 KV의 주석.

32) ‘bhavataṣ ṭhak-chaSau’ -- bhavadīyaḥ | ‘ūrṇāyā yuS’ -- ūrṇāyuḥ |

‘ṛtor aṆ’, ‘chandasi ghaS’ -- ṛtviyaḥ || P. 1.4.16에 관한 KV의 예시.

각각 P. 4.2.115, 5.2.123, 5.1.105∼ 6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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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vat + ṄaS + chaS ①(P. 4.2.115 33))

⤷ bhavat + (P. 2.4.71 34)에 의한 ṄaS의 생략) + chaS ②
⤷ bhavat + īya ③ (P.8.2.39 35))

⤷ bhavadīyaḥ ④(그대에 속하는, 그대의)

이 규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위의 도표 ③과 ④ 사이에서 bhav

at의 ‘t’가 ‘d’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S’를 it로 가지는

요소들 앞에 위치하는 어형이 ‘단어(pada)’가 되기 때문에, 단어들

에 관해 규정되고 있는 P. 8.2.39가 적용되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단어라고 불리게 되는

요소들이 모두 원래는 ‘bha’라고 불리는 요소를 규정하는 후행규

칙(P. 1.4.18)36)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에 주석가들

은 이 규정을 P. 1.4.18에 대한 예외규정(apavāda)37)이라고 설명

한다. 다시 말해서, 이 규칙의 조건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bha’라

고 불리게 되는 것을 막아, 그 결과 ‘bha’38)에 적용되는 P. 6.4.129

∼ 175의 규칙들이 이 요소들에 적용되지 않고 단어에 관한 규

칙들이 적용39)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3) “ṭhaK와 chaS가 bhavat의 뒤에 첨가된다.” bhavataṣ ṭhak-chaSau || P.

4.2.115.

34) 앞의 각주 23 참조.

35) “[단어의 끝에 오는] jhaL [에 의해 표시되는 소리, 즉 모음과 반모음,

비음을 제외한 나머지 음은] jaŚ [에 의해 표시되는 j, b, g, ḍ, d음]으로

대체된다.” jhalāṁ jaśo’nte || P. 8.2.39.

36) yaCi bham || P. 1.4.18.

37) ‘yaCi bham’ iti vakṣyati, tasyāyaṁ purastād apavādaḥ | P. 1.4.16에

관한 KV의 주석.

38) sU를 필두로 한 접사들 중에서 ‘y’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들의 앞에

오는 요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P. 1.4.18∼ 20에서 규정된다.

39) 앞의 각주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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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 1.4.17

마지막으로 살펴볼 규칙은 아래와 같다.

sarvanāmasthāna를 제외한 ‘sU’를 필두로 한 [접사]의 앞에 오

는 [요소는 단어(pada)라는 명칭을 갖는다].40)

이 규칙은 sarvanāmasthāna이외의 sU등의 접사들의 앞에 오

는 요소를 단어라고 칭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sarvanām

asthāna는 비중성명사를 구성하는 어형에 첨가되는 sUṬ(su, au,

Jas, am, auṬ)과, 중성명사를 이루는 어형에 첨가되는 Jas와 Śas

를 대체하는 Śi, 즉 명사격어미를 가리키는 용어로,41) 파니니 이

전의 문법가들이 주로 sUṬ을 지칭하는 술어로서 빈번히 사용해

오던 것이다.42) 이들은 자신들의 앞에 오는 어간을 강어간으로 만

드는 성격을 지니는 까닭에 ‘강한 격어미’(strong case ending)라

고 불린다.43)

한편 sarvanāmasthāna라고 불리는 이들 접사들 이외의 접사가

첨가되는 어형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당해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P. 1.4.18∼ 20에서 규정되는 것이

다. 이 중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어형에 ‘단어’라는 명칭이 부여되

고, 후자에 해당하는 어형에는 ‘bha’라는 명칭이 부여된다.

또한 규칙에서 제시되는 sU를 필두로 한 접사들(sV-ādi)이란

명사격어미들이 규정되는 P. 1.4.2에서부터 kaP 44)이 규정되는 P.

40) sV-ādiṣv a-sarvanāmasthāne || P. 1.4.17.

41) 이들 각각을 규정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Śi는 sarvanāmasthāna

[라는 명칭을 갖는다].” Śi sarvanāmasthānam || P. 1.1.42, “sUṬ는

비중성명사어간의 [sarvanāmasthāna이다].” sUḌ a-napuṃsakasya || P.

1.1.43. cf. “Śi가 Jaś와 Śas를 대체한다.” Jaś-Śasoḥ Śiḥ || P. 7.1.20.

42) 강성용(2011) pp. 294∼ 296, DSG(1977) p. 419, Singh(1991) pp. 168∼

169 참조.

43) Joshi(1995) p. 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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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1에 이르는 규칙들에서 제시되는 접사들이다. 즉, 비중성명

사를 구성하는 어형에 첨가되는 모든 제1격어미(prathamā-vibhak

ti, sU-au-Jas)와 제2격단수와 양수어미(dvitīyā-vibhakti, am-au

Ṭ)와 중성명사 구성어형에 첨가되는 복수 제1격어미(Jas)와 복수

제2격어미(Śas)를 대체하는 어미(Śi)를 제외한 나머지 명사격어미

들과 이하 kaP에 이르는 접사들이 뒤따르는 요소들이 단어라는

명칭을 갖는다.45)

이러한 내용을 KV가 제시하는 예시와 반례들(pratyudāharaṇa)

을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시]

rājabhyām, rājabhiḥ | rājatvam, rājatā | rājataraḥ, rājatamaḥ |

두 명의 왕에 의해, 왕들에 의해./ 왕권./ 보다 왕다운, 가장 왕다운.

[반례]

rājānau, rājānaḥ | 두 명의 왕, 여러 왕들.46)

위의 예시들 중에서 먼저 ‘-bhyām’과 ‘-bhis’는 a-sarvanāmast

hāna에 속하는 sUP으로서, 이들 두 접사의 앞에 위치하는 어형

rājan은 규칙 P. 1.4.17의 적용을 받아 ‘단어’라고 불리게 된다. 따

라서 선행하는 규칙(P. 1.4.15)의 예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어에

관해 적용되는 규칙인 P. 8.2.7에 의해 rājan의 마지막 ‘-n’이 생

략되게 된다.47)

두 번째 예시에서의 ‘-tva’와 ‘-tā’는 P. 5.1.119 48)에서 규정하고

44) cf. “[2차 접사] kaP이 uras등으로 [끝나는 bahuvrīhi 복합어]의 뒤에

[발생한다].” uraḥ-prabhṛtibhyaḥ kaP || P. 5.4.151.

45) ‘sV-ādiṣu’ iti sU-śabdād ekavacanād ārabhya ā kaPaḥ pratyayā

gṛhyante | sV-ādiṣu pratyayeṣu parataḥ sarvanāmasthāna-varjiteṣu

pūrvaṁ pada-saṁjñaṁ bhavati | P. 1.4.17에 관한 KV의 주석.

46) P. 1.4.17에 관한 KV의 예시와 반례.

47) 앞의 각주 24 참조.

48) “[2차 접사] tva와 taL이 [제6격어미로 끝나는 명사어간의 뒤에

첨가되어] 특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tasya bhāvas tva-taLau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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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2차 접사들로, rājan + Ṅas에 첨가된다. 그러므로 선행규칙

(P. 1.4.16)에서처럼 P. 2.4.71에 의해 제6격어미인 Ṅas가 탈락49)

된 후, 다시 P. 8.2.7이 적용되어 rājan의 마지막 ‘-n’이 생략되게

된다.50)

마지막 예시의 ‘-taraP’과 ‘tamaP’은 각각 P. 5.3.57, 5.3.55 51)에

서 규정되는 2차 접사이다. 이 접사들이 첨가되는 요소들도 ‘단어’

로서, 이 경우 위와 같이 P. 8.2.7이 적용되어 rājan의 마지막 ‘-n’

이 생략된다.

이상의 예시들과는 달리, 반례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rājan의 마

지막 ‘-n’이 생략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보이는 ‘-au’와 ‘-Jas’

는 남성명사 양수와 복수어미로, 위에서 검토한 sarvanāmasthāna

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rājan은 ‘단어’가 아

니기 때문에52) 단어에 관해 적용되는 규칙인 P. 8.2.7이 적용되지

않는다.53)

지금까지 ‘단어’에 관해, 장을 나누어 파니니가 규정하는 P. 1.4.

14∼ 17의 내용과 KV의 해당 주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해서 단어들이 어떤 요소들, 특정 접사들, 그리고 명

5.1.119.

49) 앞의 각주 23 참조.

50) 이하 rājatva가 rājatvam이 되고, rājataL이 rājatā가 되는 과정은 생략.

51) “[prātipadika는 물론 tiṄ으로 끝나는 동사형이] 두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와 共起하거나 다른 어떤 것과의 구별을 나타내는 [단어와 공기하는]

경우. [2차 접사인] taraP, īyasUN이 이들 [prātipadika와 동사의 뒤에

첨가되어 매우 뛰어남을 의미하는 파생형을 만든다].”

dvivacana-vibhajyopapade taraB-īyasUNau || P. 5.3.57, “[2차 접사인]

tamaP와 iṣṭhaN이 매우 뛰어남을 의미하는 [prātipadika에 첨가된다].”

atiśāyane tamaB-iṣṭhaNau || P. 5.3.55.

52) 이 경우의 rājan은 본문 제4장 4.3에서 고찰할 ‘앙가’(aṅga)로서, P. 6.4.8

의 적용을 받아 마지막 문자 ‘n’의 직전 모음 ‘a’가 장음이 된다. cf.

“단수 호격(sambuddhi)이외의 sarvanāmasthāna의 앞에서 [‘n’으로

끝나는 aṅga의 마지막 음의 직전에 오는 모음은 장음으로 대체된다].”

sarvanāmasthāne cāsambuddhau || P. 6.4.8.

53) ‘a-sarvanāmasthāne’ iti kim | P. 1.4.17에 관한 KV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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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어미나 인칭어미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P. 1.4.14의 “sUP-tiṄ-anta”라는 틀 속에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개략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prātipadika + {
Sit

sVādi
} + 명사격어미(sUP)

dhātu + Kya + 동사인칭어미(tiṄ)

위의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단어’를 형태론적으로 간주했을 때의 틀이라는 사실이다. prātipa

dika와 동사어근이 최종적으로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내실 복잡

한 규칙 적용과정을 거쳐야 한다.

P. 1.4.14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단어를 위의 구조로 파악할

경우, 그 구성 요소들을 두 개의 문법적 단위로 포괄할 수 있다.

하나는 prātipadika와 동사어근, 그리고 접사를 포괄하는 단위이

고 다른 하나는 명사격어미와 동사인칭어미를 포괄하는 단위이다.

장을 바꾸어 이들 두 형태론적 단위들에 관해 상세히 살펴본다.

Ⅳ. 어기(語基)와 접사(pratyaya)

4.1. 단어의 형태론적 구조

일반적으로 문법에 있어 단어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어간은 단어에서 어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고전범어에도 통용되는 것으로54), 결과적

54) cf. Sharma(1987) p. 165, Singh(1991) p. 13, 1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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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명사어간과 동사어간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뉘게 된다. 이

들 둘은 보다 기본(기초)이 되는 요소들로 분석되며, 이렇게 분석

된 요소들이 파생어간의 기초가 된다.

범어에서는 모든 단어가 원칙적으로 어기(prakṛti)와 접사(praty

aya)로 구성된다고 간주된다.55) 이중에서 어기는 어원적으로 ‘변

형된 것’(vikṛti)에 대한 ‘원래의 것’, 즉 원형을 의미하고56), 전통

적으로 명사 단어를 구성하거나 동사 단어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

분되고 있다.57) 접사는 접두사와 접미사, 어미(sUP-tiṄ)를 지칭하

는 것으로, 의미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58) 이들 접사는 P. 3.1.

1∼ 5.4.160에서 제시되며 일반적으로 동사어근이나 prātipadika

의 뒤에 첨가된다.59)

이미 살펴보았듯이 명사의 경우, prātipadika와 몇몇 여성형접

사들로 끝나는 여성명사파생 어형들에 명사격어미(sUP)가 첨가되

어 단어를 이룬다. 이에 관해서 파니니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5) 오가와(小川, 1988) p. 52 및 Chakravarti(2011) p. 137 참조.

56) DSG(1977) p. 259 참조. 영어권 학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어 prakṛti

를 ‘base’로 번역하고 있다. 일본학계의 경우에는 오가와(1985 : p.

131)등이 ‘基體’라는 역어를 사용하며, 국내에서는 강성용(2011 : 216

이하)이 단어를 형성하기 위한 문법조작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말바탕’이라는 역어를, 김현덕(2014 : 11, 각주 43)이 언어 운용상 접사가

첨가되는 명사와 동사의 기초 부분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어기(語基)’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역어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본 논문은 ‘어기’로 통일해서 표기한다.

57) cf. “niruktā prakṛtir dvadhā nāma-dhātu-prabhedataḥ |

Śabdaśaktiprakāśikā, Kār. 14.” Chakravarti(2011) p. 137, 각주 2

재인용.

58) pratyayaḥ || P. 3.1.1. cf. “pratyāyyate artham aneneti pratyayaḥ”

DSG(1977) p. 264, pratyaya항목 재인용.

59) paraś ca sa bhavati dhātor vā prātipadikād vā yaḥ pratyaya-saṁjñaḥ |

P. 3.1.2에 관한 KV의 주석. cf. 주의할 점은 모든 접사들이 후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관련 사항은 Singh(199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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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1.1) [이하에서 제시되는 접사들은] Ṅī, āP으로 표시되는

접사[로 끝나는 어형]과 prātipadika의 뒤에 첨가된다.60)

위의 규칙은 지배규칙(adhikāra-sūtra)으로, 이하 제5장의 마지

막 규칙까지를 영역으로 하는 것으로61), KV의 주석에 따르면 접

사가 첨가되는 대상이 둘로 분명히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Ṅī로 대표되는 ṄīP, ṄīṢ, ṄīN과 āP로 대표되는 ṬāP, ḌāP,

CāP에 의해 표시되는 여성형접사들로 끝나는 여성명사파생 어형

들과 P. 1.2.45∼ 46에서 언급되는 prātipadika들이다.62) 왜냐하면

‘{Ṅy-āP}-prātipadika’가 dvandva의 일종인 samāhāra63) 복합어

이기 때문에 복합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독립적으로 의미

를 지니기 때문이다.64)

한편 동사의 경우 Dhātupāṭha(이하 Dhp)에서 제시되는 2000여

개의 어근들65)과 파생 어근들에 인칭어미(tiṄ )가 첨가되어 단어

를 구성하게 되는데, 파니니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P. 3.1.91) 어근의 뒤에 [이하에서 제시되는 접사들이 첨가된다

].66)

60) Ṅy-āP-prātipadikāt || P. 4.1.1.

61) adhikāro’yam | yad ita ūrdhvam anukramiṣyāma ā

pañcamādhyāya-parisamāpteḥ Ṅy-āP-prātipadikād ity evaṁ tad

veditavyam | P. 4.1.1에 관한 KV의 주석.

62) Ṅīti ṄīB-ṄīṢ-ṄīNāṁ sāmānyena grahaṇaṁ ṬāB-ḌāP-CāPām āB iti

prātipadikam uktam “arthavat--”, “kṛt-taddhita-samāsāś ca” iti | P.

4.1.1에 관한 KV의 주석.

63) 어원적으로 ‘집합’을 의미하는 이 술어는 전체성의 의미를 표시하는

dvandva 혹은 dvigu의 일련의 복합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중성

단수형으로 표시된다. cf. 츠지(辻, 2003) pp. 225∼ 226, § 109, Ⅰ.2와

DSG(1977) p. 417, Singh(1991) p. 438.

64) teṣāṁ samāhāra-nirdeśo Ṅy-āP-prātipadikād iti | P. 4.1.1에 관한 KV

의 주석.

65) cf. bhūvādayo dhātavaḥ || P. 1.3.1.

66) dhātoḥ || P. 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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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어근에 첨가되는 접사들에 관한 지배규칙으로, 제3장

의 마지막 규칙까지를 적용범위로 한다.67)

이상의 어간과 어미, 어기와 접사라는 형태론상의 구조를 고려

했을 때, 어간을 어기로 파악하고 어미를 접사로 파악할 여지가

생긴다.

어간(stem) 어미(ending)

∥ + ∥

어기(prakṛti) 접사(pratyaya)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어간으로서의 어기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이다. 단순히 접사(어미)와의 관계에서 ‘접사(어

미)가 첨가되기 이전의 요소’라고 파악하기에는 단어가 가지는 난

해하고 복잡한 구조상 지나치게 막연하다. 파니니 자신은 어기에

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위의 구조, 즉 단어의 파생(prakri

yā)을 규정하는 규칙들 중 하나에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

에서는 실마리가 되는 규칙을 시작으로 어기의 내용을 분명히 한

다.

4.2. prātipadika 와 동사어근(dhātu)

우선 검토할 내용은 단어파생에 있어 명사단어를 구성하는 기

본 또는 기초가 되는 요소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67) ‘dhātoḥ’ ity ayam adhikāro veditavayḥ | ā tṛtīyādhyāya-parisamāpter

yadita ūrdhvam anukramiṣyāmo dhātor ity evaṃ tad veditavyam | P.

3.1.91에 관한 KV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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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2.45) 동사어근이 아니고 접사가 아닌, 의미를 지닌 [어형]

이 prātipadika이다.68)

파니니는 prātipadika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동

사어근과 접사를 제외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어형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69) 이 기술은 prātipadika가 동사어근 및 접사와 형태론

적으로 같은 수준·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인도문법전통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으

로70), ‘어기’에 속하는 이들 요소들은 실제 언어 운용상 접사가 첨

가되어 사용된다.71)

여기서 prātipadika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관해 논

란72)이 있을 수 있다. 그 정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규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P. 1.2.46) 또한 1차 접사(kṛt)와 2차 접사(taddhita)로 [끝나는

어형]과 복합어도 [prātipadika라는 명칭을 가진다].73)

위의 규칙에 따르면, 접사들 중에서 1차 접사와 2차 접사로 끝

나는 어형은, 그것이 비록 접사임에도 불구하고 prātipadika라고

불린다. 여기서 1차 접사는 동사어근의 뒤에 첨가되어 명사파생의

근간을 형성하는 접사74)를 지칭하며, 2차 접사는 prātipadika와

68) arthavad a-dhātur a-pratyayaḥ prātipadikam || P. 1.2.45.

69) arthavac-chabda-rūpaṁ prātipadika-saṁjñaṁ bhavati dhātu-pratyayau

varjayitvā || P. 1.2.45에 관한 KV의 주석.

70) 강성용(2011) p. 217 이하와 Singh(1991) pp. 10∼ 12 참조.

71) DSG(1977) p. 259(prakṛti) 참조.

72) 강성용(2011 : 233 이하)은 이를 ‘명사말줄기’라고 하며, 김현덕(2014)은

‘원형 명사’라고 번역하고 있다. 영어권 학자들의 번역어는 전반적으로

‘nominal base’, ‘nominla stem’이 주류를 이룬다.

73) kṛt-taddhita-samāsāś ca || P. 1.2.46.

74) “[동사어근 뒤에 첨가되는 이하에서 제시되는 접사들은] kṛtya [라고

불린다].” kṛtyāḥ || P. 3.1.95. cf. “동사인칭어미가 아닌, [동사어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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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형접사로 끝나는 여성명사파생 어형에 첨가되어 명사파생근

간을 형성하는 접사75)를 나타낸다. 이들 두 접사들에 대해 이 규

칙은 제한(niyama)규칙으로 기능한다.76) 이미 선행하는 규칙에서

“접사가 아닌 유의미한 어형”을 지칭하여 prātipadika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prātipadika는 P. 1.2.46에 의하면, 1차 접사로 끝나는

어형(kṛdanta)과 2차 접사로 끝나는 어형(taddhitānta)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이들 어형은 명사 단어를 구성하게

된다. 아래는 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dhātu + kṛt + 명사격어미(sUP)

(kṛdanta = prātipadika)②



prātipadika①

+ taddhita ⌉

∣

∣

⌋

+ 명사격어미(sUP)
ṄyāPanta77)

(taddhitānta = prātipadika) ③

(samāsa = prātipadika)④

한편 복합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미를 가진(arthavat) 어

형”이라는 기술이 선행규칙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복합어와 같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어형은 선행규칙에 따르면 prātipadika

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규칙이 선행규칙을 제한하여 여러 의미

를 가진 어형은 복합어인 경우에는 prātipadika가 되는 것이다.78)

첨가되는 접사들은] 1차 접사(kṛt)[라고 불린다].” kṛd a-tiṄ || P. 3.1.93.

75) “[Ṅī, āP으로 표시되는 접사로 끝나는 어형과 prātipadika의 뒤에

첨가되는, 여기서부터 제5장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소개되는 접사들은]

2차 접사(taddhita)이다.” taddhitāḥ || P. 4.1.76.

76) ‘apratyayaḥ’ iti pūrvasūtre paryudāsāt kṛdantasya taddhitāntasya

cānena prātipadika-saṁjñā vidhīyate | P. 1.2.46에 관한 KV의 주석.

77) 효력 지속(anuvṛtti)에 의해 P. 4.1.1의 규정이 계속된 것으로, 내용은

본문 4.1. 참조. 한편 효력지속에 관한 설명은 김현덕(2014) p. 19 참조.

78) arthavat-samudāyānāṃ samāsa-grahaṇaṃ niyamārtham | P. 1.2.4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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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자면 위의 구조에서도 드러나듯이, prātipadika에는 아무

런 요소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어형①과 어근에 1차 접

사가 첨가된 어형②, 어형①과 여성명사파생어형에 2차 접사가

첨가된 어형③, 마지막으로 복합어로서의 어형④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소 중복되지만 이를 다시 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prātipadika

prātipadika ①

dhātu

+

kṛt ②

prātipadika①
taddhita ③

Ṅy-āP-anta

samāsa ④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형②와 ③은 일반적으로 파

생어간(derivative stem)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또한 어형④는 둘

이상의 어형①들이 결합하거나 어형①과 동사어근이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도 파생어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prātipadika라는 술어는 ‘순수한 형태의 명사 어형’

과 ‘파생어간’이라는 두 가지 문법적 요소를 동시에 지칭하는 말

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prātipadika의 역어를 고려

할 경우, 일률적인 역어 제시는 혼동을 초래할 여지가 짙다. ‘파생

어간’을 지칭하여 ‘명사어간’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문제의 여지가

없지만, ‘순수한 형태의 명사 어형’도 ‘명사어간’이라고 부르는 것

은 prātipadika가 지니는 기본적인 특성을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다.79) 논자는 ‘순수한 형태의 명사 어형’은 따로 ‘명사어근’이라

고 칭하고, 어간으로서 기능하는 ‘명사어근’과 ‘파생어간’을 통칭할

때는 ‘명사어간’이라고 한다.80)

관한 KV의 주석.

79) cf. 강성용(2011 : pp. 233∼ 234, 각주 116)은 prātipadika에 대한

직접적인 역어가 아니라 영어 ‘stem’의 의미에서 ‘말줄기’를 사용하고

있어 저자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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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동사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A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P. 1.3.1) √bhū등으로 시작하는 [항목들은] 동사어근[이라는 명

칭을 갖는다].81)

P. 1.3.1이 보여주는 것은 앞서 살펴본 P. 1.2.45의 패러다임에

속하는 동사어근들이다. 이 규칙에서 제시되는 √bhū는 약 2000

개에 달하는 Dhp에서 제시되는 첫 번째 동사어근(bhūvādi)으로,

prātipadika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이

는 다시 말해서 동사어근도 기초어형과 파생어형으로 구분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사파생어근에 관해 규정하는 규칙을 시야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P. 3.1.32) saN 등의 접사로 끝나는 [어형]은 동사어근[이라는

명칭을 갖는다].82)

이 규칙은 동사어근 또는 sUPanta, 즉 명사단어에 특정 접사들

이 첨가되어 만들어지는 어형을 지칭하여 동사어근이라고 한다.

이미 언급한 P. 1.3.1이 지칭하는 동사어근들(a)은 기본적으로 P.

3.1.91이하에서 제시되는 접사가 첨가되어 단어를 구성하게 되는

데, 이 규칙에서 말하는 saN등의 접사는 그 범위 바깥에 위치하

는 것들이다. 따라서 saN이 첨가된 동사어근(a)과 명사는 별개의

80) Singh(1991 : p. 10 이하)도 자신의 저술 속에서 Nominal roots 또는

Vebal roots와 Nominal derivative stems 혹은 Verbal derivative stems

와 같이 명사어간 뿐만 아니라 동사의 경우에도 각각을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논자는 이를 지지한다.

81) bhūvādayo dhātavaḥ || P. 1.3.1. 이 규칙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오가와(1988)의 일련의 연구를 참조. 그는 Mbh의 해당 주석을

번역제시하면서 이 규칙에 관해 심도있게 설명하고 있다.

82) SaN-ādy-antā dhātavaḥ || 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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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어근(b)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A에서 파니니가 사용하는 dhātu라는 용어는 기본 동

사어근(a)과 파생동사어근(b)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동사어근(dhātu)의 구조적 측면은 명사어간의 그것과 전

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dhātu

dhātu a

dhātu①
+ saN-ādi b

sUP-anta

파니니가 saNādi라고 지칭하는 접사들은 saN, KyaC, kāmyaC,

KyaṄ, KyaṢ, NiṄ, NiC, yaṄ, yaK, āya, īyaṄ이라는 11개의 접

[미]사들이다. 이들은 P. 3.1.5∼ 31에서 제시되는데, 일률적이지

않고 산재되어 동사어근(a)과 명사에 첨가된다고 규정된다.83)

명사와 동사단어파생과 관련하여 파니니가 규정하고 있는 위

4개의 규칙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단어파생의 기본단

위로서의 어기에는, ‘동사어근과 명사어간(명사어근과 파생어간)’

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들 원어인 dhātu와 prātipadika는 각각

동사어근과 동사파생어근, 명사어근과 명사파생어간에 대한 통칭

으로 사용되며, 접사의 첨가를 포함한 완성된 어형으로서의 단어

파생과정에 있어 난해한 구조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 구조에 관

해 다시 검토한다.

4.3. 단어의 형성구조 : 앙가(aṅga)와 접사(pratyaya)

이미 언급하였듯이, 어기와 접사로 이루어지는 단어의 구조 속

83) cf. 강성용(2011) p. 248 이하 및 Singh 1991) p. 1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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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기가 정확히 무엇까지를 그 범위로 하는지가 단어 이해의

관건이 된다. 그 이해를 위해 명사와 동사로 나누어 각각의 어기

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제 남은 내용은 접사의 성격규명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규칙을 단서로 시작된다.

(P. 1.4.13) 그 뒤에 접사의 [첨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동사

어근이나 명사어간]으로 시작하는 [어형]은 접사의 앞에서, 앙가

(aṅga)라는 [명칭을 갖는다].84)

사뭇 복잡한 내용을 가진 위의 규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

음과 같다.

{prātiadika, dhātu} + pratyaya

↳ aṅga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앙가라는 술어로

부터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과 어기로부터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

이 ‘접사의 첨가’라는 공통된 문법조작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이

다. 따라서 이들 둘은, 단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역할은 동

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즉, 어기는

단어의 형성과정상 접사가 첨가되어야 하는, ‘아직 접사가 첨가되

기 이전의 요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앙가는 ‘첨가되도록 규정된

접사가 뒤따르는 요소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문법적 조작에 있

어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다.

술어 aṅga는 번역상의 난점을 지니고 있다.85) 일반적으로 어간

84) yasmāt pratyaya-vidhis tadādi pratyaye’ṅgam || P. 1.4.13. & yasmāt

pratyayo vidhīyate dhātor vā prātipadikād vā tad-ādi śabada-rūpaṁ

pratyaye parato’ṅga-saṁjñaṁ bhavati | P. 1.4.13에 관한 KV의 주석.

85) DSG(1977 : 7 이하)는 ‘the crude base of a noun or a verb to which

affixes are added ; a technical term in Pāṇini’s grammar for the crude

base after which an affix is prescribed.’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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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幹)을 의미하는 ‘stem’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역어는 오해의

여지가 많다. 강성용(2011 : 231 이하)은 이를 ‘말마디’로 번역하고

있고86), 김현덕은 prakṛti와 aṅga를 함께 ‘어기’로 번역하였다.87)

본 논문에서는 앙가(aṅga)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닮은 듯

다른 이들 두 술어의 내실을 문법조작과 관련하여 상세히 고찰한

다.

P. 1.4.13에서는 제7격어미가 첨가된 단어인 pratyaye가 제시

되고 있다. 이 처격은 ‘뒤따르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것으로88), 이

러한 기능을 가진 처격을 para-saptamī라고 한다. 파니니 문법체

계에 있어 문법조작과 관련된 처격 표현은 다음의 두 경우에 해

당된다. 첫 번째는 비록 문법조작이 이루어져야 할 환경적 요소가

단어 파생(prakriyā)의 첫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고 나중에 추가되

더라도 문법조작이 우선 적용됨을 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

법규칙의 적용이 후속하는 문법적 요소의 유무에 따르는 것이다.

전자는 viṣaya-saptamī라고 불리는 처격 표현이고 후자는 para-s

aptamī라는 처격 표현이다.89)

그렇다면 문법조작 순서상, 문법적 요소를 우선 도입한 후에 문

법규칙이 적용됨을 의미하는 para-saptamī로서의 pratyaye는, P.

1.4.13이 규정하는 문법조작을 좌우하게 된다. KV의 주석은 ‘prat

yaye paratas’라는 표현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

를 바탕으로 내용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어기(prakṛti)에 대한 설명과 유사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86) 강성용(2011) p. 231 이하 참조.

87) 김현덕(2014) p. 11 참조. 김현덕의 번역은 위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접사의 첨가’라는 문법적 조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그의

연구의 맥락에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분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 술어이다.

88) DSG(1977) p. 239 참조.

89) Joshi & Roodbergen(1971) p. 3, f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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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즉, 접사가 첨가될 수 있는 동사어근과 prātipadika]로 시

작하는 어형은 접사가 뒤에 오는 경우에[만] 앙가(aṅga)라는 명

칭을 갖는다.90)

위의 내용을 다음의 예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bhū + a + mi ⟹ bhavāmi
dhātu + pratyaya + pratyaya

동사 어근 √bhū는 어기로서 P. 3.1.9와 P. 3.2.123 91)의 적용

을 받아 √bhū + LAṬ라는 단어형성과정을 거친다. 이후 일련의

문법규칙들이 적용되어 위의 예시처럼 bhū + a + mi가 된다. 여

기서 bhū는 ŚaP접사 ‘a’가 뒤따라야 하므로 앙가로서 마지막 모

음 ‘ū’가 강화(guṇa)된다.92) 이에 따라 형성되는 어형은 (bho + a)

→ bhava가 되고, 이것이 또한 인칭어미 miP의 앞에서 앙가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앙가로서의 bhava의 마지막 모음 ‘a’는 다

시 장음화되어93) 최종적으로 bhavāmi라는 어형을 갖춘 단어가

형성된다.

위의 설명을 기반으로, 앙가와 어기, 그리고 접사의 관계를 일

반화할 경우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dhātu, prātipadika} + pratyaya Ⓐ) + pratyaya Ⓑ

⤷     prakṛti ⤶
⤷             prakṛti ⤶
⤷      aṅga ⤶
⤷             aṅga ⤶

90) tad-ādi śabada-rūpaṁ pratyaye parato’ṅga-saṁjñaṁ bhavati | P.

1.4.13에 관한 KV의 주석. cf. Joshi & Roodbergen(1995) p. 60.

91) “현재 시간[에 발생한 행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어근의 뒤에] LAṬ이

발생한다.” vartamāne LAṬ || P. 3.2.123.

92) cf. sārvadhātukārdhadhātukayoḥ || P. 7.3.84.

93) cf. aTo dīrgo yaÑi || P. 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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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어기와 접사로 이루어진다는 단어형성의 외형적 측면,

즉 ‘어기 + 접사 ⟹ 단어’라는 틀을 염두에 둘 경우, 위의 도식은
접사와의 관계에서, 파니니가 그에 선행하는 요소들에 관해 별도

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파니니가 ‘앙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단어로서

기능하는 어형에 접사의 첨가를 규정하는 내용은 어떤 단어가 ‘어

기’이자 ‘앙가’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어기 + 접사’라는 틀을 벗어

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따라서 보편적인 술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94)

이는 강성용이 설명하듯이, 접사가 첨가된 이후에만 이루어져

야 할 문법적인 조작들이 접사가 붙기 이전의 상태에 적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기능을 가지며95), 실제로 앙가의 적용 범위는 P.

6.4.1 96) 이하로, 파니니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접사를 구분하자면, 위의 도식에서의

접사 Ⓑ는 동사인칭어미 또는 명사격어미여야만 한다. 이들 두

어미로 끝나는 것이 단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접사 Ⓐ는

자연스럽게 ‘동사인칭어미와 명사격어미를 제외한 1차 접사와 2차

접사, 그리고 여성형접사들’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어파생 패러다임에서의 ‘어기’에 포함되는 요소는

‘동사어근과 명사어간, 그리고 Nī, āP, kṛt, taddhita등의 접사’이고

‘접사’는 ‘sUP과 tiṄ’만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94) Singh(1991) p. 379 이하 참조.

95) 강성용(2011) pp. 232∼ 233 참조.

96) “[이하 제7장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제시되는 접사들은] aṅga에 관한

것이다.” aṅgasya || P.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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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파니니 문법에서 문장의 최소단위로 기능하는 단어의

구조와 그 형태론적 요소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파니니가 규정하

는 ‘단어’라는 술어는 형태론적으로 정의된다. 즉, 어기(語基)와 접

사로 구성된 것으로서, sUP과 tiṄ으로 끝나는 어형이다. 실제 언

어 운용상에서 항상 다른 단어와 통사적·의미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는 단어에 대한 이해는 최종적으로 문장의 구조, 의미 파악의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어기는 단어파생의 기본단위로서, 기본적인 동사어근과 파생동

사어근 및 명사어근과 파생명사어간, 그리고 1차 접사, 2차 접사,

여성형접사가 포함된다. 파생의 기본단위로서의 접사에는 명사격

어미와 동사인칭어미가 포함된다. 파니니가 규정하는 규칙들에 대

한 고찰을 통해 A에서 사용되는 dhātu와 prātipadika라는 용어

는 각각 동사기본형(어근)과 접사가 첨가된 파생형, 명사기본형

(명사어근)과 접사가 첨가된 파생어간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되며,

이것들에 최종적인 변화어미(접사)가 첨가되어 단어가 형성되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파니니가 ‘어기에 대한 접사의 첨가’라는 큰 틀 속에서 접

사첨가 이전의 어형을 앙가(aṅga)라는 큰 범주로 분류하여, 모든

종류의 어근 및 파생어간을 그 속에 아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앙가와 단어(pada)를 각각 규정하고 나아가 그것들이 다른 문법

조작의 대상영역을 가지도록 규정하여, 단어 나아가 문장의 형성

이라는 패러다임의 완수가 A의 저술의도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범어이해를 위한 일반적인 문법에 있어, 본 논문이 시도하고 있

는 미시적인 접근방식은 자칫 난해함과 지루함을 야기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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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논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문법에 대한 이러한

시도의 축적이 문법학 및 범어원전이해의 확고한 저변을 이루는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에서도 거론되었던 접사(pratyaya)의 내

용과 성격·범위, 명사어간(prātipadika)의 범주, 단어파생상의 접사

(kṛt, taddhita)의 역할 등 향후 미시적 측면에서의 접근법을 통해

고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많은 오류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통감하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를 수정·보완할 것

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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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rphological character of word(pada) in 
Aṣṭādhyāyī

Kim, Hyeon-deog

Dongguk University

The highest derivate in the Pāṇini’s grammar system is

a word(pada). As a morphological entity, word is a syntac-

tic unit. Because, in actual usages, pada is accompany with

other padas. A pada is derived from prakṛti(bases) and pra-

tyaya(affixes). In the Pāṇini’s derivative system, there are

two types of word formation. Namely affixation and

compounding. Of these, affixation is the addition of affix to

a base which may either be a verbal root(dhātu) or a nomi-

nal root(prātipadika) or a word. They are classified into

two, 1) inflectional and 2) derivational.

The inflectional types of affixes includes the nominal

endings(sUP) and the verbal endings(tiṄ) which are added

to a stem or a root, and they form a word.

Whereas derivational affixes encompass kṛt(primary de-

rivatives), taddhita(secondary derivatives) and female

noun-affixes like saN etc. There are four types of deriva-

tional affixes. 1) Desiderative and causative affixes(saNādi)

added to a verbal root, 2) kṛt affixes added to a verbal root,

3) denominate affixes(saNādi) added to a nominal word, 4)

taddhita affixes added to a nominal word.

All the linguistic element preceding these affixes are

subsumed special saṁjñā, aṅga. By defining this, Pāṇini is

able to subsume under it items of various categories and

explicate phonological changes taking place in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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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constructions in generalized statements. It’s domain

is P . 6.4.1∼ 7.4.96.

Keywords: aṅga, affixes. Aṣṭādhyāyī, dhātu, kṛt, pada,

Pāṇini, pratyaya, prātipadika, root, saṁjñā, sUP,

taddhita, technical term, ti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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