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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표적인 빠알리어 전통문법서인 깟짜야나 문법(KV)과 목
갈라나 문법(MV)이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문법규칙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V와 MV 모두 빠알리어 시제를 3종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동일하게 구분하지만, 전개방식에 있어서 KV는 각 시제의 
정의와 해당 시제 어미를 다른 규칙으로 분리해서 다루고, MV는 한 규칙으
로 묶어 제시한다. 

둘째, 두 문법서가 제시하는 시제의 용어가 그 시제를 정의하는 핵심단
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과거시제의 일반적인 
용어로 KV는 atīta를, MV는 bhūta를 사용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서의 과
거시제 용어도 같지 않다. 현재시제의 용어로 KV는 paccuppanna를, MV
는 vattamāna를 사용한다. 미래시제의 용어로 KV는 anāgata를, MV는 
bhavissati를 사용한다.

셋째, 두 문법서는 규칙의 간결성을 위해 시제 어미군의 용어를 사용하
는데, KV가 ajjatanī, hiyyattanī, parokkhā, vattamānā, bhavissantī와 
같이 그 시제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MV는 ī-ādayo, ā-ādayo, 
a-ādayo, tyādayo, ssatyādayo와 같이 시제 어미군의 첫 어미에 ‘ādi’를 
결합한 실용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넷째, 시제 어미군의 활용범위에 대해 KV는 해당 시제만 제시하는 반면, 
MV는 화자의 의지에 따라 시제 간에 시제 어미들을 바꾸어 사용하는 ‘시제
불일치(kālabyattayo)’의 경우와 시제와 관계없는 문장 내 활용의 경우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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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빠알리어 동사의 시제에 관해 깟짜야나가 저술한 깟
짜야나 문법(Kaccāyana-Vyākaraṇa: 이하 KV)1)과 목갈라나가 

저술한 목갈라나 문법(Moggallāna-Vyākaraṇa: 이하 MV)2)의 문

법규칙을 분석한 것이다. 
빠알리어 시제에 관해 KV는 ‘ākhyāta-kappa(동사에 관련된 

것)’라고 불리는 장(章)에서 총 10개의 규칙으로 소개하고, MV는 

‘chaṭṭho kaṇḍo(제 6장)’에서 총 6개의 규칙으로 소개한다. KV와 

MV 두 문법서가 시제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관련된 규

칙의 전개방식, 시제에 대한 용어, 그리고 시제 어미군의 용어와 

활용범위는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고의 세부 주제

에 따라 KV와 MV의 내용 둘 다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취지는 

두 문법서의 비교를 통한 우열을 가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을 가진 두 문법서가 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여 전개

하고 있는 지에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문법규칙을 분석

하고자 한다.
본고는 우선 시제 관련 규칙들에 대한 기본 전개 방식과 구성을 

1) KV의 저자는 깟짜야나(Kaccāyana)로 인도인 또는 스리랑카인 이라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고, 저술 시기에 대해서는 기원 전 6세기 후반부터 기원 후 

11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 저자와 저술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빠알리어 문법전통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동일하다. KV의 저자와 저술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Malai(1997) pp. 35-40, Deokar(2002) pp. 8-10 참조. 
2) MV는 1165년경에 스리랑카 아누라다뿌라의 목갈라나(Moggallāna)에 의해 

저술되었다고 MV의 맺음시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맺음시에 관한 영어번역과 

목갈라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lwis(1870) pp. 183-1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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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위해 규칙들의 배열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각 시제를 표

현하는 용어가 곧 시제에 대한 정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각 문법

서가 지칭하는 시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그 뜻풀이(정의)를 

제시할 것이다. 빠알리어 문장 내에서 이러한 시제를 표현하는 것

이 바로 시제 어미인데, KV와 MV 둘 다 각 시제의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규칙을 전개하므로 두 문법서에서 제시하는 

시제 어미군의 용어를 분석하고, 시제 어미군의 활용범위를 살펴

볼 것이다. 
본문에서 문법규칙을 인용할 때, 해당 규칙의 국역은 본문의 인

용문으로 제시하고 빠알리어 원문은 각주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문법규칙의 내용에 있어서 빠알리어 원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때는 본문의 인용문에 빠알리어 원문과 국역을 함께 

제시하고 해당 단어나 문구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겠다. 그리고 본

문에서 KV와 MV의 문법규칙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규칙’이
라고 표기하고, 문법규칙의 기본 3중 구조 즉, ‘규칙-해설-예시’3)

에서의 규칙은 ‘<규칙>’이라고 표기하겠다. 

II. 시제에 대한 문법규칙의 배열

이 장에서는 시제 관련 문법규칙들의 기본 전개방식과 구성을 

알기 위해 KV와 MV 각 문법규칙의 배열을 살펴 볼 것이다.

3) 문법규칙의 기본 3중 구조에 관해서는 김서리(2012) pp. 257-2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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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제에 대한 KV 문법규칙의 배열

KV는 문법규칙 413-429에서 동사의 시제와 법 관련 규칙을 섞

어서 소개하는데, 동사의 시제에 관한 규칙은 총 10개이다. 
깟짜야나는 다음의 다섯 가지 문법규칙 KV 414(vattamānā 

paccuppanne)4), 417(apaccakkhe parokkhātīte), 418(hiyyo-
pabhuti paccakkhe hiyyattanī), 419(samīpe’jjatanī), 421(anāgate 
bhavissantī)에서 각 시제의 정의와 시제 어미군의 배정을 다룬다. 
그러나 상기의 문법규칙들은 시제 어미군의 용어만 언급할 뿐 낱

낱의 시제 어미들은 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의 다섯 가지 

문법규칙 423(vattamānā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 426(parokkhā a u, e ttha, a mha; ttha re, ttho vho, i 
mhe), 427(hiyyattanī ā ū, o ttha, a mhā; ttha tthuṃ, se vhaṃ, 
iṃ mhase), 428(ajjatanī ī uṃ, o ttha, iṃ mhā; ā ū, se vhaṃ, a 
mhe), 429(bhavissantī ssati ssanti, ssasi ssatha, ssāmi ssāma; 
ssate ssante, ssase ssavhe, ssaṃ ssāmhe)에서는 앞의 다섯 가지 

문법규칙에서 용어로만 언급되었던 어미군의 어미들을 소개한다. 
상기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본고의 본문 및 각주에 표기된 문법규칙의 인용표시는 문법서의 약호와 

문법규칙의 번호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KV 414는 깟짜야나 문법의 

문법규칙 414번을 나타낸다. 

시제에 대한 KV 문법규칙의 배열

규칙 주제 세부주제

414 시제의 

정의와 시제 

어미군의 

배정 

① 현재시제

417 ②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

418 ③ 어제 이전의 과거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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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별로 시제의 정의와 시제 어미군의 배정을 다루는 규칙을 

편의상 ‘앞 규칙’이라 하고 시제 어미를 다루는 규칙을 ‘뒤 규칙’
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규칙을 이어주는 것은 앞 규칙에서 언급되

는 시제 어미군의 용어와 뒤 규칙에서 나타나는 ‘질의응답’ 형태

의 문장이다. 질의응답의 형태는 KV와 MV 두 문법서 전반에 걸쳐

서 나타나는 것으로, 전에 제시한 규칙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거나 

해당 규칙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용도로 등장한다. 
이 ‘질의응답’ 형태에 대해, 앞 규칙 KV 414와 뒤 규칙 KV 423

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KV 414는 “현재시제에 어미군 vat-
tamānā가 사용된다.”5)라고 하면서 어미군 vattamānā가 현재시제

에 배정됨을 보여주지만 낱낱의 어미는 제시하지 않는다. KV 423
은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 이 열 두 개의 

단어에 vattamānā라는 이름이 있다”6)라고 하면서 vattamānā 어
미군이 가진 열 두 개의 어미를 제시한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질

의응답이 이루어진다. 

vattamānā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vattamānā pac-

5) KV 414: vattamānā paccuppanne.
6) KV 423: vattamānā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 

419 ④ 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시제

421 ⑤ 미래시제 

423

시제 어미 

소개 

① 현재시제 어미 

426
②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 

어미 

427 ③ 어제 이전의 과거시제 어미 

428 ④ 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시제 어미 

429 ⑤ 미래시제 어미 



144 ∙ 印度哲學 제51집

cuppanne’에 있는 vattamānā의 쓰임 때문이다.7) 

여기서 “vattamānā paccuppanne”는 KV 414의 <규칙>으로서, 
해당 어미군이 현재시제에 배정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이다. 
정리하자면, KV는 동사의 시제를 크게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

분하고, 세부적으로는 3종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총 5종으로 

구분한다. KV는 각 시제에 대한 정의와 해당 시제 어미를 다른 규

칙으로 분리해서 다루고 있지만, 앞 규칙에서 시제 어미군의 용어

를 언급하고 뒤 규칙에서는 시제 어미군의 용어에 대한 질의응답

을 함으로써 두 규칙 간의 연결점을 보여준다.

2. 시제에 대한 MV 문법규칙의 배열

빠알리어 동사의 시제에 관해서 MV는 문법규칙 6.1-6.6에 걸쳐

서 소개한다. MV 6.3은 미래시제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미래시제 

어미군이 미래시제 외에 활용된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미래

시제에 관한 규칙인 6.2의 바로 다음 규칙으로 제시되었다.
목갈라나는 MV 제 6장의 첫 규칙을 현재시제에 관한 규칙으로 

열면서 시제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MV 
6.1(vattamāne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 
6.2(bhavissati ssati ssanti, ssasi ssatha, ssāmi ssāma; ssate 
ssante, ssase ssavhe, ssaṃ ssāmhe), 6.3(nāme ga-
rahāvimhayesu), 6.4(bhūte ī uṃ, o ttha, iṃ mhā; ā ū, se vhaṃ, 

7) KV 423: vattamānā iccanena kvattho? vattamānā paccupp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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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he), 6.5(anajjatane ā ū, o ttha, a mhā; ttha tthuṃ, se 
vhaṃ, iṃ mhase), 6.6(parokkhe a u, e ttha, a mha; ttha re, 
ttho vho, i mhe). 규칙에 따른 주제를 다음 표에서 제시하겠다. 

시제에 대한 MV 문법규칙의 배열

규칙 주제 세부주제

6.1 현재시제 ① 현재시제의 정의와 어미 소개

6.2 미래시제 ② 미래시제의 정의와 어미 소개

6.3 - - 미래시제 어미군의 기타 활용

6.4

과거시제

③ 일반적인 과거시제의 정의와 어미 소개

6.5
④ 오늘에 속하지 않는 과거시제의 정의와 

어미 소개

6.6
⑤ 오늘에 속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의 정의와 어미 소개

MV가 동사의 시제를 크게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고, 세부

적으로는 3종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5종으로 구분한다는 점

은 KV와 동일하다. 그러나 KV가 각 시제의 정의와 해당 시제 어

미를 다른 규칙으로 분리해서 다루고 있는 반면에, MV는 하나의 

규칙에 시제의 정의와 해당 시제의 어미 소개를 함께 묶어 제시한

다. 
MV 6.3은 미래시제 어미군이 미래시제 외에 활용된 경우를 보

여주는 규칙인데, 그렇다면 다른 시제 어미군은 해당 시제에만 그 

활용범위가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다. 한 시제 어미군이 다

른 시제에 활용되는 ‘시제불일치(kālabyattayo)’의 경우는 규칙 내 

부연설명에서 간단히 소개되기도 한다. MV 6.3을 따로 새 규칙으

로 만들어 제시한 이유는 MV 6.3의 경우가 시제와는 관련 없는 

다른 요인들이 활용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MV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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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래시제 어미군이 다른 시제에 활용된 ‘시제불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 내 부연설명에 넣지 않고 따로 새 규칙을 만들어 제

시한 것이다. 시제 어미군의 활용범위는 본고 Ⅳ장에서 자세히 살

펴볼 것이다.
KV가 시제와 시제 어미를 다른 규칙으로 분리하여 다루면서 어

미군의 용어가 이 규칙들 간의 연결점이라는 역할을 했다면, 시제

와 시제 어미를 한 규칙에서 함께 다룬 MV의 시제 어미군은 어떠

할까? 그리고 시제에 대한 용어와 정의는 MV와 KV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러한 점들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Ⅲ. 시제에 대한 용어와 정의

과거·현재·미래시제를 일컫는 용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반적

으로 ‘시제’는 빠알리어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 KV 413은 시제 관

련 규칙들을 통칭하는 규칙으로서,8) ‘시제’를 ‘kāla’로 표현하고 

있다.

<규칙> kāle. <해설> “kāle”iccetaṃ adhikāratthaṃ veditabbaṃ.
<규칙> 시제. <해설> ‘시제(kāla)’가 [다음에 이어질 규칙들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기의 <해설>을 의역하자면, “다음의 규칙들은 시제(kāla)에 

8) Deokar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규칙을 지배 규칙(adhikārasutta)라고 하는데, 
전개하는 규칙의 주제가 바뀔 때 삽입되기도 하고 동일한 주제를 가진 

규칙들의 제목으로서 맨 앞에 제시되기도 한다. Deokar(2002) pp. 366-3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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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다.”이다. ‘kāla’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에 대해 깟짜야나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했고, 문법적 

용어인 ‘시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9) 한편, 목갈라나는 kāla라는 

단어를 ‘시간’이라는 의미로는 사용했지만, 문법적 용어인 ‘시제’
로는 사용하지 않았다.10) 
시제를 세부적으로 분류한 과거·현재·미래시제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서 깟짜야나와 목갈라나가 각각의 문법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지금부터 살펴보겠다. 본고 Ⅲ장의 제목을 ‘시제에 대한 

용어와 정의’로 붙이긴 했지만 관련 문법규칙에서 각 시제를 표현

하는 용어가 곧 시제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므로, 본장은 엄밀히 

말해, ‘시제에 대한 빠알리어 용어와 그 뜻풀이(정의)’라고 할 수 

있다. 
제Ⅱ장의 주제가 문법규칙의 배열이라서 KV와 MV의 규칙 배열

순으로 전개했지만, 본장부터는 과거, 현재, 미래시제 순으로 내용

을 전개하겠다. 

1. 시제에 대한 KV의 용어와 정의

1) 과거시제

KV 417은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에 대해 

‘apaccakkha atīta kāl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9) 깟짜야나는 KV 298(kāladdhānamaccantasaṃyoge)에서 kāla를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고, KV 413(kāle)과 650(kāle vattamānātīte ṇvādayo)에서 

‘시제’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0) 목갈라나는 KV 298와 동일한 규칙인 MV 2.3 

(kāladdhānamaccantasaṃyoge)에서 kāla를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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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apaccakkhe parokkhātīte. <해설> apaccakkhe atīte kāle 
parokkhāvibhatti hoti.

<규칙>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에 어미군 parokkhā
가 [사용된다.] <해설>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에 어미

군 parokkhā가 사용된다.

apaccakkha atīta kāla에서 apaccakkha는 ‘눈앞에, 인지할 수 

있는, 지각이 미치는’이라는 뜻의 복합어 paccakkha(paṭi+akkha)
에 부정접두사 a가 붙은 것으로, ‘인지할 수 없는, 지각이 미치지 

않는, 직접 본 적 없는’이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atīta는 동사 eti
(가다, 도달하다)의 과거분사 ita에 접두사 ati가 붙은 것으로, ‘지
나간, 끝난, 과거의’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였다. <해설>에는 있고 

<규칙>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인 kāle는 이전의 규칙 KV 413에서

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규칙>에는 생략되어 있다.11)

KV 418은 ‘어제 이전의 과거시제’에 대해 ‘hiyyoppabhuti atīta 
kāl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규칙> hiyyopabhuti paccakkhe hiyyattanī. <해설> hiyyopabhuti 
atīte kāle paccakkhe vā apaccakkhe vā hiyyattanī vibhatti hoti.

<규칙>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어제 이전의 [과거시제]에 어미

군 hiyyatanī가 [사용된다.] <해설>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어제 이

전의 과거시제에 어미군 hiyyatanī가 사용된다.

hiyyoppabhuti가 ‘어제’라는 의미의 hiyyo에 ‘-로부터 시작하는’
이라는 의미의 pabhuti가 붙은 단어라고 해서, hiyyopabhuti atīta 

11) <규칙>은 핵심적인 단어로만 짧게 구성되고, <해설>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갖추어 설명한다. <해설>은 <규칙>에서 생략된 단어들을 되살려서 전부 

보여주는데, 이 생략된 단어들이란 바로 앞 규칙 또는 그 이전의 어느 

규칙/규칙들에서 이미 있었던 단어/단어들을 말한다. 김서리(2012) pp. 
258-2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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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āla를 ‘어제부터 시작된 과거시제’로 번역할 경우, ‘어제를 기점

으로 시작되어 최근까지의 과거시제’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이 

규칙은 다음에 이어질 규칙 KV 419의 ‘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시제’와 차별된, 오늘을 제외한 과거 즉, 어제를 기점으로 시

작되어 그 이전의 시간을 의미하므로 ‘어제 이전의 과거시제’라고 

번역해야 한다. 
<해설>에는 있고 <규칙>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인 kāle는 KV 

413에서부터, apaccakkhe와 atīte는 KV 417에서부터 이어지고 있

는 것으로, <규칙>에는 생략되어 있다.
KV 419는 ‘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시제’에 대해 

‘ajjapabhuti atīta kāl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규칙> samīpe’jjatanī. <해설> ajjappabhuti atīte kāle paccakkhe 
vā apaccakkhe vā samīpe ajjatanīvibhatti hoti.

<규칙> 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시제]에 어미군 ajjatanī가 

[사용된다.]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

시제에 어미군 ajjatanī가 사용된다.

ajjapabhuti는 ‘오늘’이라는 의미의 ajja에 ‘-로부터 시작하는’이
라는 의미의 pabhuti가 붙어서 ‘오늘부터 시작된 과거’라고 번역

한다. <해설>에는 있으면서 <규칙>에는 없는 단어인 kāle는 KV 
413에서부터, atīte는 KV 417에서부터, pabhuti는 KV 418에서부

터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규칙>에는 생략되어 있다.

2) 현재시제

KV 414는 ‘현재시제’에 대해 ‘paccuppanna kāl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규칙> vattamānā paccuppanne. <해설> paccuppanne kāle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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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ānāvibhatti hoti.
<규칙> 현재[시제]에 어미군 vattamānā가 [사용된다.] <해설> 현재

시제에 어미군 vattamānā가 사용된다. 

paccuppanna는 동사 uppajjati(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의 

과거분사 uppanna에 접두사 paṭi가 붙은 것으로, ‘[방금] 발생한, 
존재하는, 현재의’라는 뜻의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현재/현재시제’
라는 명사로 쓰였다. 한편, 깟짜야나는 위의 규칙 외에 KV 
565(vattamāne mānantā)에서 현재시제를 vattamāna라고 표현하

기도 하였다.

3) 미래시제

KV 421은 ‘미래시제’에 대해 ‘anāgata kāla’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규칙> anāgate bhavissantī. <해설> anāgate kāle bhavissantī 
vibhatti hoti.

<규칙> 미래[시제]에 어미군 bhavissanti가 [사용된다.] <해설> 미래

시제에 어미군 bhavissanti가 사용된다.
 
anāgata는 동사 āgacchati(오다)의 과거분사 āgata에 부정접두

사 an이 붙은 것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라는 뜻의 형용사

로 쓰였다. 한편, 깟짜야나는 위의 규칙 외에 KV 651(bhavissati-
gamādīhi ṇī ghiṇa)에서 미래시제를 bhavissati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동사의 시제와 법에 대한 규칙을 모아놓은 KV 413-429

에 나타난 시제의 용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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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에 대한 KV의 용어와 정의(뜻풀이)
시제 빠알리어 용어 정의(뜻풀이) 규칙

과거

ajjapabhuti atīta kāla 오늘부터 시작된 과거시제 419
hiyyoppabhuti atīta 
kāla 어제 이전의 과거시제 418

apaccakkha atīta kāla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
417

현재 paccuppanna kāla 현재시제 414
미래 anāgata kāla 미래시제 421

2. 시제에 대한 MV의 용어와 정의

1) 과거시제

목갈라나는 MV 6.4에서 ‘일반적인 과거시제’를 소개하면서 

‘bhūt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MV 6.5와 6.6에는 ‘오늘’을 포함하

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지만, 6.4에는 그런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bhūta는 오늘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과거시제라고 볼 수 

있다. 

<규칙> bhūte ī uṃ, o ttha, iṃ mhā; ā ū, se vhaṃ, a mhe. <해설> 
bhūte parisamatte atthe vattamānato kriyatthā ī-ādayo honti.12) 

12) 상기의 규칙을 비롯한 MV 규칙에 “vattamānato kriyatthā X-ādayo 
honti”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필자는 “X로 시작하는 어미군이 현존하는 어근 

뒤에 붙는다.”로 번역하였다. 문장의 주어인 ‘X-ādayo’를 ‘X로 시작하는 

어미군’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본고 제Ⅳ장 2절 ‘시제 어미군에 대한 

MV의 용어와 활용범위’를 참고하면 된다. 문장의 동사 ‘honti’는 문맥상 

의역하여 ‘붙는다, 사용된다’로 번역하였다. kriyattha는 dhātu 즉, 어근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MV 5.14(kriyatthā)의 <해설>에서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인] 이 kriyattha는 dhātu이다.(kriyā attho yassa so kriyat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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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과거시제에 ī uṃ, o ttha, iṃ mhā; ā ū, se vhaṃ, a mhe가 

[붙는다.] <해설> 완료된 과거시제를 의미할 때 어미 ī로 시작되는 어

미군이 현존하는 어근 뒤에 붙는다.

bhūta는 동사 bhavati(-이 되다, -이다, 존재하다, 생기다, 일어

나다)의 과거분사 형태가 명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 bhūta는 과

거시제의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MV에서 

‘과거시제’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도 사용된다.13) 한편,목갈

라나는 위의 규칙 외에 MV 6.7(eyyādo vātipattiyaṃ ssā ssaṃsu 
sse ssatha ssaṃ ssamhā ssatha ssiṃsu ssase ssavhe ssiṃ 
ssāmhase)에서 과거시제를 atīta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MV 6.5는 ‘오늘에 속하지 않는 과거시제’에 대해 ‘anajjatana 
bhūt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규칙> anajjatane ā ū o ttha a mhā ttha tthuṃ se vhaṃ iṃ 
mhase. <해설> avijjamānajjatane bhūte-tthe vattamānato kriyatthā 
ā-ādayo honti.

<규칙> 오늘을 제외한 [과거시제]에 ā, ū, o, ttha, a, mhā, ttha, 
tthuṃ, se, vhaṃ, iṃ, mhase가 [붙는다.] <해설> 오늘에 속하지 않는 

dhātu)”라고 설명하고 있다. MV 5.14의 <해설>에는 MV 5.14가 MV 책의 

끝까지 지배하는 지배 규칙이라는 것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활용하는 MV 규칙이 제 6장의 규칙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14의 규칙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격 ‘vattamānato kriyatthā’는 

‘현존하는 어근 뒤에’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필자는 

“vattamānato kriyatthā X-ādayo honti”라는 구절을 “X로 시작하는 

어미군이 현존하는 어근 뒤에 붙는다.”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어근에서부터 

완성된 동사가 되기까지는 어근과 어미의 결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간어미의 첨가 또는 탈락’, ‘어근의 마지막 음소의 변화 또는 탈락’, 
‘모음의 장음화’, ‘특정 모음 첨가’ 등 많은 규칙들이 적용이 된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규칙들을 MV 5-6장에 걸쳐 소개가 되는데 본고에서는 다 

다룰 수 없어 생략한다.
13) 목갈라나는 MV 5.55(kattari bhūte ktavantu ktāvī)에서 bhūta를 일반적인 

과거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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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제를 의미할 때 어미 ā로 시작되는 어미군이 현존하는 어근 뒤

에 붙는다.

anajjatana는 ‘오늘’이라는 뜻의 ajjatana에 부정접두사 an이 붙

은 것으로, ‘오늘을 제외한, 오늘에 속하지 않는’이라는 의미이다. 
<규칙>에는 anajjatana만 제시되었지만 이전의 규칙 MV 6.4에서

부터 bhūta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시제의 온전한 정의는 anajja-
tana bhūta 즉, ‘오늘에 속하지 않는 과거시제’이다. <해설>은 

anajjatana bhūta와 같은 의미인 avijjamānajjatane bhūta로 설명

하고 있다. 
목갈라나는 이 규칙의 부연설명에서 ‘오늘’에 대해 정의하는데, 

‘잠에서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 또는 낮과 양쪽 절반의 

밤이라고 설명한다.14) 여기서 ‘양쪽 절반의 밤’이란 해가 뜨기 전

의 밤(밤 12시-오전 6시)과 해가 지고난 후의 밤(오후 6시-밤12시)
이라고 볼 수 있다. 

MV 6.6는 ‘오늘에 속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

는 과거시제’에 대해 ‘parokkha bhūtānajjatana’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규칙> parokkhe a u e ttha a mha ttha re ttho vho i mhe. <해
설> apaccakkhe bhūtānajjatane-tthe vattamānato kriyatthā 
a-ādayo honti.

<규칙>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에 a, u, e, ttha, a, 
mha, ttha, re, ttho, vho, i, mhe가 [붙는다.] <해설> 오늘에 속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를 의미할 때 어미 a
로 시작되는 어미군이 현존하는 어근 뒤에 붙는다.

14) MV 6.5: añāyyā cuṭṭhānā’ñāyyā saṃvesanā cāpi, esajjatano kālo 
aharubhato aḍḍharattaṃ 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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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kkha는 ‘눈으로, 눈을 가진’이라는 뜻의 형용사 akkha에 ‘-
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을 넘어서’라는 뜻의 불변화사 paro가 붙

은 것으로 ‘지각이 미치지 않는, 인지할 수 없는’이라는 의미이다. 
<규칙>에는 parokkha만 제시되었지만 이전의 규칙 MV 6.4에서부

터 bhūta가, MV 6.5에서부터 anajjatana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시제의 온전한 정의는 parokkha bhūtānajjatana 즉, ‘오늘에 속하

지 않으면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이다. <해설>
은 parokkha bhūtānajjatana와 같은 의미인 apaccakkhe 
bhūtānajjatana로 설명하고 있다. 

2) 현재시제

MV 6.1은 ‘현재시제’에 대해 ‘vattamān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규칙> vattamāne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 <해
설> vattamāne āraddhāparisamatte atthe vattamānato kriyatthā 
tyādayo honti.

<규칙> 현재시제에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가 [붙는다.] <해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재

시제를 의미할 때 어미 ti로 시작되는 어미군이 현존하는 어근 뒤에 붙

는다.

vattamāna는 동사 vattati(존재하다, 있다, 일어나다)의 현재진

행형으로 ‘현존하는, 있는’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다. 
<해설>은 현재시제에 대해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료되지 않은 것

(āraddhāparisamatte)’이라는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3) 미래시제

MV 6.2는 ‘미래시제’에 대해 ‘bhavissati’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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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bhavissati ssatissantissasi ssatha ssāmi ssāma ssate 
ssante ssase ssavhe ssaṃ ssāmhe. <해설> bhavissati anāraddhe  
atthe  vattamānato  kriyatthā  ssatyādayo  honti.

<규칙> 미래시제에 ssati, ssanti, ssasi, ssatha, ssāmi, ssāma, 
ssate, ssante, ssase, ssavhe, ssaṃ, ssāmhe가 [붙는다.] <해설> 아직 

시작되지 않은 미래시제를 의미할 때 어미 ssati로 시작되는 어미군이 

현존하는 어근 뒤에 붙는다. 

bhavissati는 동사 bhavati(-이 되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의 

미래시제가 명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해설>은 미래시제에 대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anāraddhe)’이라고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

하고 있다. 한편, 목갈라나는 상기의 규칙 외에 MV 6.7(eyyādo 
vātipattiyaṃ ssā ssaṃsu sse ssatha ssaṃ ssamhā ssatha 
ssiṃsu ssase ssavhe ssiṃ ssāmhase)과 MV 5.67(te ssa-
pubbānāgate)에서 미래시제를 anāgata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동사의 시제에 대한 규칙만 모아놓은 MV 6.1-6.6에 나타난 시

제의 용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제에 대한 MV의 용어와 정의(뜻풀이)

시제 빠알리어 용어 정의(뜻풀이) 규칙

과거

bhūta 일반적인 과거(오늘을 포함하는 

과거) 6.4
anajjatana 
bhūta 오늘에 속하지 않는 과거 6.5

parokkha 
bhūtānajjatana

오늘에 속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

6.6

현재 vattamāna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료되지 

않은] 현재
6.1

미래 bhavissati [아직 시작되지 않은] 미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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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제에 대한 KV와 MV의 용어와 정의(뜻풀이)를 살펴보

았다. KV와 MV가 제시하는 시제 어미군은 동일하므로, 각 어미군

이 배정된 두 문법서의 시제를 대치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

상 KV의 ‘kāla’라는 단어를 빼고 제시하면, 과거시제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KV는 atīta를, MV는 bhūta를 사용하였다. 과거

시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의 용어로, MV의 bhūta(일
반적인 과거)는 KV의 ajjapabhuti atīta(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
이고, MV의 anajjatana bhūta(오늘에 속하지 않는 과거)는 KV의 hiyyop-
pabhuti atīta(어제 이전의 과거)이고, MV의 parokkha bhūtānajjatana
(오늘에 속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는 KV
의 apaccakkha atīta([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이다.

KV와 MV 전반에 걸쳐서, 현재시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MV는 

vattamāna를, KV는 paccuppanna와 vattamāna를 사용하고, 미래시제

를 의미하는 용어로 MV와 KV 둘 다 bhavissati와 anāgata를 사용한다.

Ⅳ. 시제 어미군의 용어와 활용범위

깟짜야나와 목갈라나는 그들의 문법규칙에서 시제 5종 각각의 

어미들을 나열하고, 각 어미군을 지칭하는 용어를 제시한다. 어미

군마다 제시되는 12개 어미와 그 나열 순서는 MV와 KV가 동일하

다. 우선 능동태 3인칭 단수와 복수, 2인칭 단수와 복수, 1인칭 단

수와 복수 어미가 제시되고, 이어서 반조태 3인칭 단수와 복수, 2
인칭 단수와 복수, 1인칭 단수와 복수 어미가 제시된다. 
깟짜야나와 목갈라나가 각 시제마다 그 어미군의 용어를 제시

하는 이유는 규칙의 간결성 때문이다. KV와 MV의 규칙들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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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미군이 언급될 때마다 각 시제의 12개 어미들을 낱낱이 다 

나열할 수는 없기에 어미군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KV와 

MV는 시제 어미군의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용

어는 같지 않으며 시제 어미군의 활용범위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KV는 시제 어미군의 활용범위에 대해 해당 시제 이

외에는 제시하는 바가 없고 시제에 대한 용어의 뜻이 바로 활용범

위인 경우가 많은 반면, MV는 그 외의 경우를 제시한다. 시제 어

미군의 활용범위를 규칙 내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다.

1. 시제 어미군에 대한 KV의 용어와 활용범위

깟짜야나는 시제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KV 423, 426-429에 걸

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과거시제 어미군

KV 428은 ‘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시제(ajjapabhuti atīta 
kāla)’의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ajjatanī’라고 소개한다.

<규칙> ī uṃ, o ttha, iṃ mhā; ā ū, se vhaṃ, aṃ mhe는 ajjatanī이
다. <해설> ī uṃ, o ttha, iṃ mhā; ā ū, se vhaṃ, aṃ mhe 이 열 두 

개의 단어에 ajjatanī라는 이름이 있다.15)

ajjatanī는 ‘오늘’이라는 뜻의 ajja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제 Ⅲ장

15) KV 428: ajjatanī ī uṃ, o ttha, iṃ mhā, ā ū, se vhaṃ, aṃ mhe. ajjatanī 
iccesā saññā hoti ī uṃ, o ttha, iṃmhā, ā ū, se vhaṃ, aṃ mhe iccetesaṃ 
dvādasannaṃ padā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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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봤던 KV 419의 <해설>에서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시제에 어미군 ajjatanī가 사용된다.”
라고 되어있듯이, 어미군 ajjatanī의 활용범위는 ‘지각하든 지각하

지 못하든 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이다. 이처럼 이 어미군

의 활용범위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므로 ajjatanī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KV 419의 예시 “so maggaṃ agamī.(그는 길을 갔

다.), te maggaṃ agamuṃ.(그들은 길을 갔다.)”에서 agamī와 

agamuṃ은 오늘 중에 있었던 과거를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KV 427로서, ‘어제 이전의 과거시제(hiyoppabhuti atīta 

kāla)’의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hiyyattanī’라고 소개한다. 

<규칙> ā ū, o ttha, aṃ mhā; ttha tthuṃ, se vhaṃ, iṃ mhase는 

hiyyattanī이다. <해설> ā ū, o ttha, aṃ mhā; ttha tthuṃ, se vhaṃ, 
iṃ mhase 이 열 두 개의 단어에 hiyyattanī라는 이름이 있다.16)

hiyyattanī는 ‘어제’라는 뜻의 hiyyo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KV 
418의 <해설>에서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어제 이전의 과거

시제에 어미군 hiyyatanī가 사용된다.” 라고 되어있듯이, 어미군 

hiyyatanī의 활용범위는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어제 이전의 

과거’이다. 이처럼 이 어미군의 활용범위에서 ‘어제’라는 단어가 

핵심이므로 hiyyattanī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KV 418의 예시 “so 
agamā maggaṃ.(그는 길을 갔다.), te agamū maggaṃ.(그들은 길

을 갔다.)”에서 amamā와 agamū는 어제 이전에 있었던 과거를 표

현한 것이다. 
다음은 KV 426으로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

(apaccakkha atīta kāla)’의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parokkhā’라고 

16) KV 427: hiyyattanī ā ū, o ttha, aṃ mhā, ttha tthuṃ, se vhaṃ, iṃ mhase. 
hiyyattanī iccesā saññā hoti ā ū, o ttha, aṃ mhā, ttha tthuṃ, se vhaṃ, 
iṃ mhase iccetesaṃ dvādasannaṃ padā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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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다. 

<규칙> a u, e ttha, aṃ mha; ttha re, ttho vho, iṃ mhe는 pa-
rokkhā이다. <해설> a u, e ttha, aṃ mha; ttha re, ttho vho, iṃ mhe 
이 열 두 개의 단어에 parokkhā라는 이름이 있다.17)

parokkha는 ‘눈으로, 눈을 가진’이라는 뜻의 형용사 akkha에 ‘- 
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을 넘어서’라는 뜻의 불변화사 paro가 붙

은 것으로 ‘지각이 미치지 않는, 인지할 수 없는’이라는 의미이다. 
KV 417의 <해설>에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에 

어미군 parokkhā가 사용된다.” 라고 되어있듯이, 어미군 pa-
rokkhā의 활용범위는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이다. 이
처럼 이 어미군의 활용범위에서 ‘지각이 미치지 않는’이라는 단어

가 핵심이므로 parokkh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KV 417의 예시 

“supine kila-m-āha(그가 꿈에서 말했다고 한다.), evaṃ kila 
porāṇ‘āhu.(이와 같이 선현들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에서 āha
와 āhu는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를 표현한 것이다.

2) 현재시제 어미군

다음은 KV 423으로서, ‘현재시제(paccuppanna kāla)’의 어미군

에 대한 용어를 ‘vattamānā’라고 소개한다. 

<규칙>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는 vat-
tamānā이다. <해설>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 
이 열 두 개의 단어에 vattamānā라는 이름이 있다.18) 

17) KV 426: parokkhā a u, e ttha, aṃ mha, ttha re, ttho vho, iṃ mhe. 
parokkhā iccesā saññā hoti a u, e ttha, aṃ mha, ttha re, ttho vho, iṃ 
mhe iccetesaṃ dvādasannaṃ padānaṃ.

18) KV 423: vattamānā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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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tamānā는 동사 vattati(존재하다, 있다, 일어나다)의 현재진

행형으로 ‘현존하는, 있는’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다. 
KV 414의 <해설>에서 “현재시제에 어미군 vattamānā가 사용된

다.” 라고 되어있듯이, 어미군 vattamānā의 활용범위는 ‘현재’이
다. KV 414의 예시 “Pāṭaliputtaṃ gacchati(빠딸리뿟따에 간다.), 
Sāvatthiṃ pavisati(사왓티에 들어간다.)에서 gacchati와 pavisati
는 현재를 표현한 것이다.

3) 미래시제 어미군

다음은 KV 429로서, ‘미래시제(anāgata kāla)’의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bhavissantī’라고 소개한다. 

<규칙> ssati ssanti, ssasi ssatha, ssāmi ssāma; ssate ssante, 
ssase ssavhe, ssaṃ ssāmhe는 bhavissanti이다. <해설> ssati ssanti, 
ssasi ssatha, ssāmi ssāma; ssate ssante, ssase ssavhe, ssaṃ 
ssāmhe 이 열 두 개의 단어에 bhavissanti라는 이름이 있다.19)

bhavissantī는 동사 bhavati(-이 되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의 

미래시제가 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KV 421의 <해설>에서 “미래시

제에 어미군 bhavissantī가 사용된다.” 라고 되어있듯이, 어미군 

bhavissantī의 활용범위는 ‘미래’이다. KV 421의 예시 “so gac-
chissati(그는 갈 것이다), karissati(그는/그녀는 할 것이다.), te 
gacchissanti(그들은 갈 것이다.), karissanti(그들은 할 것이다.)”

vattamānā iccesā saññā hoti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 iccetesaṃ dvādasannaṃ padānaṃ.

19) KV 429: bhavissantī ssati ssanti, ssasi ssatha, ssāmi ssāma, ssate ssante, 
ssase ssavhe, ssaṃ ssāmhe. bhavissantī iccesā saññā hoti ssati ssanti, 
ssasi ssatha, ssāmi ssāma, ssate ssante, ssase ssavhe, ssaṃ ssāmhe 
iccetesaṃ dvādasannaṃ padān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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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gacchissati, karissati, gacchissanti, karissanti는 미래를 표

현한 것이다.

이처럼 깟짜야나는 제 Ⅱ장 ‘시제에 대한 문법규칙의 배열’에서

도 살펴봤듯이, 시제를 소개하는 규칙과 시제 어미군을 소개하는 

규칙을 따로 만들어 전개하였다. 상기의 규칙들을 통해 살펴본 시

제 어미군에 대한 KV의 용어와 활용범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제 어미군에 대한 KV의 용어와 활용범위

어미군 용어 활용범위

ajjatanī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

hiyyattanī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어제 이전의 과거

parokkhā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

vattamānā 현재

bhavissantī 미래

이처럼, KV는 시제 어미군의 활용범위에 대해 해당 시제 이외

에는 제시하는 바가 없으며, 시제에 대한 용어의 뜻이 바로 시제 

어미군의 활용범위라고 할 수 있다.

2. 시제 어미군에 대한 MV의 용어와 활용범위

KV가 시제를 소개하는 규칙과 시제 어미군을 소개하는 규칙을 

따로 만들어 제시한 것과 달리, MV는 하나의 규칙에서 시제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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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미군을 다 소개한다. MV는 시제 어미군에 대해 언급할 때 

그 시제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제 어미군의 

첫 어미에 ‘-등등, -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뜻의 단어 ‘ādi’를 붙여

서 좀 더 실용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MV 6.1-6.6의 각 <규칙>에 

각 시제의 어미들이 나열되어 있고, <해설>에 시제 어미군을 지칭

하는 용어가 제시된다. 현재시제에 대한 규칙인 MV 6.1을 예로 들

어보면 다음과 같다.

<규칙> vattamāne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 <해
설> vattamāne āraddhāparisamatte atthe vattamānato kriyatthā 
tyādayo honti.

<규칙> 현재시제에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가 [붙는다.] <해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재

시제를 의미할 때 어미 ti로 시작되는 어미군이 현존하는 어근 뒤에 붙

는다.

<규칙>에 나열된 어미들인 ‘ti anti si tha mi ma te ante se vhe 
e mhe’에 대해서 <해설>에서는 어미군의 첫 어미인 ti에 ādi의 복

수형 ādayo를 붙여 ‘tyādayo’라고 지칭하고 있다. ‘tyādayo’의 의

미는 ‘어미 ti 등등’ 즉, ‘어미 ti로 시작되는 어미군’이다. 그 외의 

시제에 대한 규칙 6.2-6.6은 제Ⅲ장 2절 ‘시제에 대한 MV의 용어

와 정의’의 본문 내 인용문으로 이미 제시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

략하겠다. 상기와 같이 어미군의 첫 어미에 ādi의 복수형 ādayo를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제 어미군의 용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제 어미군에 대한 MV의 용어

시제 어미군 용어

일반적인 과거 ī-ādayo(= ī+ād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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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표에서처럼 ī-ādayo부터 ssatyādayo까지 각 어미군의 

주된 활용범위는 해당 시제이지만, 그 외의 활용에 대해서도 MV
는 제시하므로 규칙을 통해 시제 어미군의 활용범위를 살펴보겠

다.

1) 과거시제 어미군

MV 6.4는 ‘일반적인 과거시제(bhūta)’의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ī-ādayo’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ī-ādayo가 일반적인 과거시제 이

외에 활용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일반적인 과거시제로 나타내고자 할 때 ‘오늘에 속하지 않는 과거시

제(anajjatana)’에도 [‘일반적인 과거시제’ 어미들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그 때의] 앵무새는 [지금의] 아난다였다(suvo 
ahosi ānando).”20)

상기의 예시 “앵무새는 아난다였다(suvo ahosi ānando)”는 오

늘에 속하지 않는 과거의 시점이지만, 일반적인 과거시제 어미인 

ī-ādayo가 사용되어 ahosi로 표현되어 있다. 화자의 의지에 따라 

일반적인 과거시제 어미가 사용되기도 한다.
MV 6.5는 ‘오늘에 속하지 않는 과거시제(anajjatana bhūta)’의 어

미군에 대한 용어를 ‘ā-ādayo’라고 지칭하면서, anajjatana(오늘에 속

20) MV 6.4: bhūtasāmaññavacanicchāyamanajjatanepi ‘suvo ahosi ānando.’

오늘에 속하지 않는 과거 ā-ādayo(= ā+ādayo)
오늘에 속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

a-ādayo(= a+ādayo)

현재 tyādayo(= ti+ādayo)
미래 ssatyādayo(= ssati+ādayo)



164 ∙ 印度哲學 제51집

하지 않는)라는 단어에 대해 부연 설명한다.

‘속하지 않는’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또는 어제 갔

다(ajja hiyyo vā agamāsi).”21) 

상기의 질문 “‘속하지 않는’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가?”는 

오늘(ajjatana)이라는 단어에 부정 접두사 an이 붙은 anajjatana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시된 질문이다. 상기의 예문 “오늘 또는 

어제 갔다(ajja hiyyo vā agamāsi).”는 ā-ādayo의 어미가 사용되

지 않은 문장으로, 해당 규칙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요인 때문

에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를 보여줌으로써 규칙을 명확

히 하는 예시이다.22) 다시 말해서, 예문 “오늘 또는 어제 갔다(ajja 
hiyyo vā agamāsi)”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오늘에도 속해있기 

때문에 동사 agamāsi에 오늘에 속하지 않는 과거시제 어미인 

ā-ādayo가 사용되지 않았다.
MV 6.6은 ‘오늘에 속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

는 과거(parokkha bhūtānajjatana)’의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a-ādayo’라고 지칭하면서, parokkha(지각이 미치지 않는)라는 단

어에 대해 부연 설명한다.

넋이 나가있거나 혼란스러운 마음상태의 사람에 의한 행위는 일어

나지 않은 것과 같기에, 지각이 미치지 않는 일은(= a-ādayo가 사용된 

동사의 행위는) 결과에 의해서만 [그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어

나지 않았는지]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넋이 나가있

거나 혼란스러운 마음상태의 사람에 의한 행위는) 1인칭에서만 활용

이 가능하다.23)

21) MV 6.5: aññapadattho kiṃ? ajja hiyyo vā agamāsi.
22) 문법규칙의 3중 구조 중 예시의 종류에 관해서는 김서리(2012) pp. 262-263 

참조.
23) MV 6.6: mūḷhavikkhittabyāsattacittena attanā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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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는 상기의 내용만 부연설명하고 적절한 예문을 제시하지 않

는다. 이 과거시제에 관해서는 KV가 적절한 예문을 제시했는데, 
“supine kila-m-āha(그가 꿈에서 말했다고 한다.), evaṃ kila 
porāṇ‘āhu.(이와 같이 선현들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처럼, 화
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은 과거의 행위 즉, 직접 듣거나 보거나 겪

지 않은 과거의 행위를 말한다.

2) 현재시제 어미군

MV 6.1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재시제

(vattamāna)’의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tyādayo’라고 지칭한다. 그리

고 tyādayo가 현재시제 이외에 활용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다음 문장에서는 어떻게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는가? “머지않아 삿

된 법이 빛날 것이다.(pure adhammo dippati.), 나는 곧 죽을 것이

다.(purā marāmi.)” 현재 시점과 가까운 행위에 대해 현재형 어미들을 

사용하면서 현재시제로 표현한 것이다. pure나 purā와 같은 단어가 

실제로는 미래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

인다. 이것이 시제불일치(kālabyattayo)이다.24)

상기의 예문 “머지않아 삿된 법이 빛날 것이다.(pure adhammo 
dippati.), 나는 곧 죽을 것이다.(purā marāmi.)”의 pure와 purā는 

‘이전에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머지않아, 곧’이라는 의미도 있

다. pure와 purā는 ‘머지않아, 곧’의 의미로 사용되어 미래를 나타

kriyākatābhinibbattitakāle-nupaladdhā samānā phalenā-numīyamānā 
parokkhāva vatthuto, tenuttamavisayepi payogasamavo.

24) MV 6.1: kathaṃ ‘pure adhammo dippati, purā marāmī’ti? 
vattamānassevavattumiṭṭhattā taṃsamīpassa taggahaṇena gahaṇā, 
purepurāsaddehi vā anāgatattāvagame tadā tassa vattamānattā, 
kālabyattayo vā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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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더라도 현재시제 어미와 함께 쓰인다.25) 이것이 tyādayo가 가

까운 미래시제에도 활용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문장 내에서 문맥이나 특정 단어가 내포하는 시제가 있

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제 어미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시제불일치(kālabyattayo)이다. kāla는 시제라는 뜻이고, byattaya 
또는 vyattaya는 ‘대치(代置), 변화, 전도(顚倒)’를 뜻한다. 목갈라

나는 시제 관련 첫 규칙인 MV 6.1에서 ‘시제불일치’라는 용어를 

언급하였고, 그 이후의 규칙들에서는 시제가 불일치되는 경우를 

설명하거나 예로 제시하였다.

3) 미래시제 어미군

MV 6.2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미래시제(bhavissati)’의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ssatyādayo’라고 지칭한다. ssatyādayo가 미래시제 이

외에 활용되는 경우는 MV 6.3에 제시된다. 

<규칙> nāma가 비난이나 놀라움을 나타낼 때 [ssatyādayo가 사용

된다]. <해설> 불변화사로서의 nāma라는 단어가 비난이나 놀라움을 

나타낼 때, 어미 ssati로 시작되는 어미군이 사용된다.26)

불변화사 nāma는 ‘참으로, 정말, 과연, 저런’ 등의 의미를 갖는

다. MV 6.3의 예문 가운데 비난을 의미하는 예문을 제시하자면, 
“저런, 어제 저녁에 공양 받은 밥을 먹다니!(atthi nāma tāta su-
dinna ābhidosikaṃ kummāsaṃ paribhuñjissasi.)”이다. 놀라움을 

의미하는 예문을 제시하자면, “놀랍게도 눈 먼 자가 산을 오르고, 
귀먹은 자가 소리를 듣는구나!(acchariyaṃ andho nāma pabba-

25) Apte(1957) pp. 1033 참조.
26) MV 6.3: nāme garahāvimhayesu. nāmasadde nipāte sati garahāyaṃ 

vimhaye ca gamyamāne ssatyādayo ho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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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ārohissati; badhiro nāma saddaṃ sossati.)”이다. 두 예문에

서 nāma라는 단어가 불변화사(부사)로서 비난이나 놀라움을 나타

내고 있기 때문에, ssatyādayo 어미가 사용되었다. ssatyādayo가 

미래시제 외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상기의 ī-ādayo부터 ssatyādayo까지 시제 어미군의 활용범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MV가 제시하는 시제 어미군별 활용범위

어미군 
용어

활용범위

ī-ādayo - 일반적인 과거시제

- 오늘에 속하지 않는 과거시제

ā-ādayo - 오늘에 속하지 않는 과거

a-ādayo - 오늘에 속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

tyādayo -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재

- 가까운 미래

ssatyādayo - 아직 시작되지 않은 미래

- 불변화사 nāma가 비난이나 놀라움을 나타낼 때

지금까지 시제 어미군에 대한 KV와 MV의 용어와 활용범위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KV는 ‘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시제’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ajjatanī로, ‘어제 이전의 과거시제’ 어미군

에 대한 용어를 hiyyattanī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

시제’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parokkhā로, ‘현재시제’ 어미군에 대

한 용어를 vattamānā로, 그리고 ‘미래시제’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bhavissantī로 표현했다. 이와 같이 KV는 시제 어미군의 용어에 

대해 그 시제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면, MV는 ī-ādayo, 
ā-ādayo, a-ādayo, tyādayo, ssatyādayo와 같이 시제 어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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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어미에 ‘ādi(-등등, -로 시작하는 것)’를 결합하여 좀 더 실용적

인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KV가 시제에 대한 용어의 뜻이 바로 시제 어미군의 활

용범위일 정도로 해당 시제 이외에는 제시하는 바가 없다면, MV
는 좀 더 포괄적인 활용범위를 제시하였다. MV에 따르면, 화자의 

의지에 따라 시제 간에 시제 어미들을 바꾸어 사용하는 ‘시제불일

치(kālabyattayo)’의 경우도 있고,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문

장에도 시제 어미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본 장의 주제와는 별도로, 현대 빠알리어 문법가들이 과거시제/
과거시제 어미에 관해 언급한 것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동일

한 시제 어미인 KV의 ajjatanī(‘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시제’ 
어미군)와 MV의 ī-ādayo(‘일반적인 과거시제’ 어미군),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과거시제를 현대적 영어표현으로 aorist라고 하는데, 와
더는 aorist 어미가 모든 종류의 과거시제에 다 활용된다고 하였

고,27) 오벨리스도 과거시제의 핵심은 aorist이며 그 외의 과거시

제도 aorist의 어미활용에 통합되었다고 하였다.28) 가이거와 붓다

닷따의 의견 또한 hīyyattanī와 ajjatanī의 차이가 없으며, 과거시

제를 표현할 때 주로 ajjatanī가 활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pa-
rokkhā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29) 수야홍원 역

시 베다어에는 여러 가지 과거형태가 있으나 빠알리어에서는 이

와 같은 구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빠알리어 

전통문법서 중 하나인 삿다니띠(Saddanīti: 이하 Sadd)를 참고

하고 일부를 번역한 콜린의 책에서도 과거시제를 ajjatanī 즉, ao-
rist로만 소개하고 그것의 활용만 제시하고 있다.30) Sadd에서는 

27) Warder(1974) p. 26 참조.
28) Oberlies(2001) p. 228 참조.
29) Geiger(1994) p. 117; Buddhadatta(1997) pp. 86-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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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의 과거를 다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31) 
정리하자면, 현대의 빠알리어 문법가들은 빠알리어 전통문법서

에서 제시하는 바와 달리, 빠알리어 경전에서 발견되는 과거시제

가 세 가지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aorist로 통합되었다고 

언급한다. 본고의 연구범위를 KV와 MV의 문법규칙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나가는 말’ 말미에서 간단히 밝히겠다.

Ⅴ. 나가는 말

본 연구는 대표적인 빠알리어 전통문법서 KV와 MV가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문법규칙을 분석

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KV와 MV가 제시하는 시제 관련 규칙의 기본 전개 방식과 

구성을 살펴보니, KV는 각 시제의 정의와 해당 시제 어미를 다른 

규칙으로 분리해서 다루고, MV는 한 규칙에 시제 소개와 해당 시

제 어미를 함께 묶어 제시한다. KV는 분리된 두 주제의 규칙들을 

시제 어미군의 용어 언급과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 두 규칙을 연결

하는 형식을 취한다. 한편, KV가 두 규칙으로 제시한 내용을 한 

규칙에 담은 MV는 좀 더 실용적인 시제 어미군의 용어를 사용한

다. 이렇게 전개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문법서 모두 빠알리

어 시제를 크게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3종

30) 水野弘元, 김형준 역(2001) pp. 275-276; Collins(2006) pp. 79, 87-89 참조.
31) Sadd 885(apaccakkhe ’tīte parokkhā), 886(paccakkhe vā hiyyo pabhuti 

hiyyattanī), 887(ajjatanī samīpamh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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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동일하게 구분한다.
둘째, KV와 MV는 시제에 대해 서로 다른 빠알리어 용어를 제시

하고 있는데, 그 용어들이 그 시제를 정의하는 핵심단어라는 점에

서는 동일하다. 두 문법서가 제시하는 시제의 용어를 서로 대치시

켜 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시제를 의미하는 용어로는 기본적으로 

KV는 atīta를, MV는 bhūta를 사용하지만, MV의 몇몇 규칙에서 과

거시제를 atīta로 지칭하기도 한다. 과거시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의 용어로, KV의 ajjapabhuti atīta(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는 MV의 bhūta(일반적인 과거)이고, KV의 hiyyop-
pabhuti atīta(어제 이전의 과거)는 MV의 anajjatana bhūta(오늘

에 속하지 않는 과거)이며, KV의 apaccakkha atīta([화자의] 지각

이 미치지 않는 과거)는 MV의 parokkha bhūtānajjatana(오늘에 

속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이다. 현재시

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KV는 paccuppanna를, MV는 vattamāna를 

사용한다. 한편, KV의 몇몇 규칙에서 현재시제를 언급할 때 vat-
tamāna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미래시제를 의미하는 용어로는 기

본적으로 KV는 anāgata를, MV는 bhavissati를 사용하지만, 몇몇 

규칙에서 미래시제를 언급할 때 KV는 bhavissati로, MV는 anāga-
ta로 지칭하기도 한다. 
셋째, 빠알리어 문장 내에서 상기의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제 어미인데, KV와 MV 모두 5종의 시제 어미군을 제시하고 있

으며 각 어미군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규칙을 전개한다. 
어미군마다 제시되는 12개 어미와 그 나열 순서는 MV와 KV가 동

일하다. 이 12개의 어미들을 매번 낱낱이 다 나열할 수 없기에 규

칙의 간결성을 이유로 어미군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KV와 

MV는 시제 어미군의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용

어는 같지 않으며 시제 어미군의 활용범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KV는 ‘오늘부터 시작된 가까운 과거시제’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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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jatanī로, ‘어제 이전의 과거시제’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hiyyat-
tanī로, ‘[화자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과거시제’ 어미군에 대한 용

어를 parokkhā로, ‘현재시제’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vattamānā
로, 그리고 ‘미래시제’ 어미군에 대한 용어를 bhavissantī로 표현

했다. 이와 같이 KV가 시제 어미군의 용어에 대해 그 시제를 의미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면, MV는 ī-ādayo, ā-ādayo, a-ādayo, 
tyādayo, ssatyādayo와 같이 시제 어미군의 첫 어미에 ‘ādi(-등등, 
-로 시작하는 것)’를 결합하여 좀 더 실용적인 단어를 사용하였다. 
넷째, KV가 시제에 대한 용어의 뜻이 바로 시제 어미군의 활용

범위일 정도로 해당 시제 이외에는 제시하는 바가 없는 반면, MV
는 좀 더 포괄적인 활용범위를 제시하였다. MV에 따르면, 화자의 

의지에 따라 시제 간에 시제 어미들을 바꾸어 사용하는 ‘시제불일

치(kālabyattayo)’의 경우도 있고, 시제와 관계없는 문장에도 시제 

어미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가 빠알리어 시제에 관한 

KV와 MV 문법규칙의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의 말미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필자의 의견

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현대의 빠알리어 문법가들에 따

르면, 빠알리어 경전에서 발견되는 과거시제는 세 가지유형의 명

확한 구분 없이 aorist로 통합되었다고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빠알리어 전통문법서의 과거시제의 세 종류를 다 연구·제
시한 이유는, 우선 앞으로의 빠알리어 문법 연구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토대로서 빠알리어 전통문법서의 꼼꼼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빠알리어 경전에서 발견되는 횟수가 적

다하여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도 문법적 측면에서는 

범어를 비롯한 타 문법과의 연계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동사의 시제에만 한

한 것이 아니라, 빠알리어 문법 전반에 걸쳐 해당한다고 본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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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빠알리어 전통 문법의 연구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지속되

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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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Grammatical Rules for 
Kaccāyana-Vyākaraṇa and Moggallāna-Vyākaraṇa 

with reference to Pāli Tense

Kim, Seori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analyse the 
grammatical rules for Kaccāyana-Vyākaraṇa(KV) and 
Moggallāna-Vyākaraṇa(MV) with reference to Pāli Tense. KV 
presents 10 rules related to tense in a chapter called 
‘ākhyāta-kappa’ and MV does 6 rules in a chapter called 
‘chaṭṭho kaṇḍo’.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ose rules, the following points are observed:

Firstly, with regard to the arrangement of the related 
rules, KV deals with the tense suffix separately from the def-
inition of tense in different rules, while MV deals with the 
tense suffix together with the definition of tense in one rule. 
Despite the different arrangement of the rules, both KV and 
MV classify Pāli tense into five kinds, viz., three past tenses, 
one present tense, and one future tense. 

Secondly, in respect of the technical term for a tense, 
both KV and MV use significant word conveying the meaning 
of a particular tense. The terms that those grammars use 
are as follows. For the general terms of past tense, KV and 
MV use atīta and bhūta, respectively. For the terms of three 
types of past tense, ajjapabhuti atīta(past tense beginning 
with today) in KV corresponds to bhūta(general past t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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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V; hiyyoppabhuti atīta(past tense before yesterday) in KV 
corresponds to anajjatana bhūta(past tense except today) in 
MV; and apaccakkha atīta(past tense beyond speakers’ per-
ception) in KV corresponds to parokkha bhūtānajjatana(past 
tense beyond speakers’ perception except today) in MV. KV 
and MV use the term paccuppanna and vattamāna to denote 
the present tense, respectively. And KV and MV use the term 
anāgata and bhavissati to denote the future tense, 
respectively.

Thirdly, both KV and MV use the technical term of the 
tense suffix for the sake of concise and efficient expression. 
The terms that those two grammars use are as follows. KV 
provides the terms ajjatanī, hiyyattanī, parokkhā, vattamānā, 
and bhavissantī for the group of tense suffixes, implying the 
meaning of each tense. Unlike KV, MV provides the terms 
ī-ādayo, ā-ādayo, a-ādayo, tyādayo, ssatyādayo for the 
group of tense suffixes, by joining the initial suffix of the 
particular suffix group to the functional word ‘ādi(beginning 
with, and so forth).’

Fourthly, with respect to sphere of application for the 
tense suffix, KV presents the application of those, limiting 
the related tense only, while MV presents wider application 
of those such as the contrariety or change of time(kālab-
yattayo) and the use in a sentence that is irrelevant to tense.

Keywords: tense in Pāli, Kaccāyana-vyākaraṇa,
Moggallāna-Vyākaraṇa, tense suffix, grammatic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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