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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어법 구조를 드러내기 해서 사용하는 문장부호들을 국

인들은 ｢標點符號｣ 는 ｢句讀｣라 불 다.1) 그 다면 이러한 ｢標點符號｣를 국

인들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 

지 까지 선진시기 고 문헌을 연구한 다수 학자들은 《說文解字》와 何休 《春

秋公羊解詁⋅序》2)의 내용을 근거로 文章符號가 처음 사용된 시기를 漢代로 보고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7-327-A00520)

** 명지 학교 어 문학과 부교수

1) 標點이라는 단어는 조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서 이 보 된 宋代 《宋史⋅儒林傳⋅何

基》에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標點이라는 용어만 기록하 을 뿐 사용법에 한 가 

남아 있지 않다. 句讀는 주2의 何休의 《春秋公羊傳解詁序》를 참고할 것.

2) 《說文解字》<､ 部> ｢､ 有所绝止, ､ 而識之也｡｣, <亅部> ｢亅, 鈎 之亅｡｣ < 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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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韋湘燕은 1995년에 발표한 <標點符號的起源及其演變>에서 문장부

호의 시작 을 보다 이른 시기인 西周 金文 《永盂簋》에서 찾고 있다.3) 그러나 본

고에서는 이러한 설들이 淸末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 甲骨文으로 인해 그 인이 商

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체화하고 그 발 과정을 살피려

고 한다.4) 

주지하다시피 가장 이른 시기 출토문헌인 甲骨文은 商代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

하기 한 최 의 書面語 사료이자, 漢語의 기원을 밝히는 한어사 연구의 토 자

료이다. 이와 련하여 陳夢家는 ｢卜辭는 국어법사 연구의 가장 이른 시기 자료

로 이때부터 漢語 語法 발  규율이 시작되었다.｣5)고 역설한 바 있으며, 裘錫圭 

역시 ｢甲骨文이 商代 후기에 쓰여진 가장 이른 시기 자료로 古漢語 가운데 많은 

語法 상은 甲骨文에서 그 를 찾을 수 있다.｣6)라고 하여 두 학자 모두 甲骨文

이 漢語史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 을 언 하 다.7) 문장부호의 갑골문 기원설에 

해서는 1995년 簫世民⋅簫世軍8)과 譚步云9)이 ‘段落’ ‘界劃’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간략하게 제기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을 주목하여 甲骨文에서 고 인

들이 문장서사에 많이 사용한 段落符號, 重文符號, 空白符號의 흔 을 《甲骨文合

鈎識也, 從反亅｡｣; 何休《春秋公羊傳解詁序》� ｢援引他經, 失其句讀｡ 以無爲有, 甚可閔

, 不可勝記也.｣

3) 韋湘燕(1995), <標點符號的起源及其演變>, 《廣西師範大學學報》.

4) 지 까지 甲骨文 文章符號에 한 연구는 郭沫若과 裘錫圭 등의 학자들이 重文符號에 

해 부분 이고 산발 인 언 만 하 을 뿐이다. 郭沫若이 ｢王受又=｣에 쓰인 ｢=｣를 

重文符號라 칭한 와 裘錫圭가 <甲骨文字 釋⋅甲骨文中重文和合文重複偏旁的省

略>에서 重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商代 甲骨文의 文章符號 사용에 한 

반 인 고찰은 없었던 실정이나 주7과 8에서 인용된 簫世民⋅簫世軍과 譚步云의 논문

을 통해 문장부호의 갑골문 기원설이 학계에서 표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갑골문의 많은 사례 정리를 통해 문장부호의 갑골문 기원설을 보다 구체화 시키

는데 목 이 있다. 

5) 陳夢家(1988), 《殷墟卜辭綜述》, 中華書局, p.85.

6) 裘錫圭(1979), <談談古文字資料 古漢語硏究的重要性>, 《中國語文》 6期.

7) 管燮初(1953), 《殷墟甲骨刻辭語法硏究》; 趙誠(1986), 《甲骨文虛詞探索》; 張玉金

(1994), 《甲骨文虛詞詞典》; 張玉金(2001), 《甲骨文語法硏究》; 張玉金(2002), 《甲骨

卜辭語法硏究》 등의 연구가 있다. 

8) 簫世民⋅簫世軍(1999), <先秦時期標點符號 略>, 《吉安師 學報(哲學社 科學)》.

9) 譚步云(1998), <出土文獻所見古漢語點符號探討>, 《中山大學學報(哲學社 科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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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을 통한 정량분석을 통해서 그들이 제시한 을 구체화 시키려고 한다. 아울

러, 주 에 사용된 문장부호의 종류와 사용법  신 국 수립 후 발굴된 수 많은 

戰國ㆍ秦ㆍ漢 죽간과 백서들을 통해서 문장부호 용법의 변화와 그 다양성을 살펴

보려는 것이다. 일 기 李學勤은 《新出簡帛佚籍 學術史》에서 竹簡과 帛書에 기

록된 文章符號 연구에 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春秋時代 末期에 제작

된 《侯馬盟書》10)와 戰國初期 隨縣에서 출토된 擂鼓墩의 銘文에 文章符號가 사

용된 사실을 주목하 고, 楚帛書의 문장 끝에 사용된 ｢ ｣符號가 각 장의 종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11)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文章符號 사용의 기원이 더 이상 

漢代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실  근거가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출토문헌에 사용된 文章符號를 이해하는 것이 상고시기 한어체계를 이해

하기 한 도구가 되며, 잃어버렸던 고  문장부호 사용법의 고리를 찾아냄으로서 

난해한 출토문물을 정확하게 고석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甲骨文에서 비롯된 각 文章符號들의 기원을 찾아내고, 西周時期를 

거쳐 春秋ㆍ戰國ㆍ秦ㆍ漢代까지 면면이 이어져온 이 文章符號의 종류와 그 발

과정을 통시  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2. 출토문헌에 나타난 文章符號의 사용법과 그 발

고 한어에 있어 文章符號는 書寫 들이 기록한 문장(단어, 구,  포함)의 의

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文章符號가 주

는 언어  정보12)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난해한 출토문헌의 문장을 보다 더 정확하

게 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甲骨文에서 단락을 구분 짓기 해 사용된 각종 직선, 횡선, 곡선 등의 線形符

10) 1965년 山西省 侯馬  晉나라 유 지에서 《侯馬盟書》가 출토되었다. 主盟  趙鞅이 

더 많은 지지자를 얻기 해 자신의 종당을 확고히 하고 정 들을 와해시키기 해 거

행한 일에 한 내용이며, 이 玉刻은 재 中國社 科學院 古硏究所에 소장되어 

있다. 《侯馬盟書》의 文章符號는 商代와 西周 重文符號 ｢=｣의 사용법을 계승하고 合

文기능을 추가한 과 ｢ ｣符號를 47차례 사용한 이 특별하다.

11) 李學勤(1994), 《新出簡帛佚籍 學術史》, 臺灣時報出版公司의 通諞참고.

12) 차재은, <文章符號의 사용과 그 교육에 하여>, 《한국어학》 제9집 1999년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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號들은 西周時期에 이르면 恭王時期 銘文 《永盂簋》에 ｢ ｣符號가 단 한 차례 사

용되었을 뿐 오히려 쇠퇴하다가, 春秋戰國時期에 이르면 ｢ ｣(侯馬盟書13)) ｢ ｣

(楚帛書14)) ｢□｣(仰天湖楚簡15)) ｢▬｣(包山楚簡16)) 등의 符號가 다양한 용법을 

겸하면서 속도로 발 하게 되었다. 특히 秦漢時期에는 이 符號들이 질  양  

성장도 겸하게 되었다.17) 秦의 睡虎地竹簡18)은 주로 ｢ ｣｢•｣을 사용하여 문단을 

구분하 으며, 죽간의 제목ㆍ주제ㆍ장 의 표시, 특정 항목의 시작, 문장의 結, 

수치 합계 등을 표시하는 符號로 겸용되었다. 漢簡과 馬王 帛書19)에 쓰인 문장

부호는 秦簡과 用法上 사실상 큰 차이 없으며 章을 나 거나 문장 가운데 쓰여 단

락⋅문장⋅구를 구분하는 표지로 사용하 다. 

13) 同注4.

14) 존하는 戰國時期의 유일한 帛書로 1942년 長沙 子彈庫 木椁墓에서 도굴된 후 발

견되었다. 내용은 음양가의 사상과 占書  《周禮》의 月令과 비슷한 성격을 담고 있으

며, 楚帛書에 사용된 문자는 重文과 合文符號까지 합쳐 952字이다. 文章符號로는 章

을 구분하기 해 붉은색 長方形 ｢ ｣符號가 18차례 사용되어 古代漢語 文章符號 

사용법의 다양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가 된다.

15) 1953년 7월, 長沙 仰天湖楚墓가 발굴되었다. 이 무덤의 수장품은 이미 몇차례 도굴

되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으나 다행히 요한 竹簡은 해진다. 총 43매의 竹簡 

에서 온 한 것은 19매이다. 竹簡에는 선사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선사한 사람의 이름은 없고, 명만이  있다. 

16) 包山楚墓는 湖北省 荊門 에서 1956년에 발견되었고, 1986년부터 본격 인 발굴 작

업이 진행되었다. 包山楚簡은 戰國後期에 속하는 竹簡으로 총 448매에 12472字가 

수록되어 있다. 竹簡의 내용은 楚나라의 사법제도, 제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17) 甲骨文 도편과 문은 주로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1979-1982) 1-15冊, 中華書

局; 中國社 科學院 古硏究所編輯(1980), 《 屯南地甲骨》� 全冊, 中華書局; 許眞

雄(1979), 《懷特氏等收藏甲骨集》, 加拿大安大略博物館; 于省吾(1990), 《甲骨文字

詁林》� 全四冊 中華書局; 姚孝遂主編(1988), 《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 全二冊, 中華

書局 등을 참고하 다.

18) 1975년 12월, 湖北省 雲夢睡虎地에서 발굴된 제11호 秦墓에서 일천 여 의 竹簡이 

출토되었으며, 주로 秦의 법률 문서의 일부임이 밝 졌다. 文物出版社는 1977년 9월

에 《睡虎地秦墓竹簡》을 출 하 으며, 《編年記》, 《志郡守騰文書》, 《秦律十八種》, 《效

律》, 《秦律親雜抄》, 《法律答問》, 《治獄程式》, 《爲吏之道》 8종류가 수록되어 있다. 

19) 1973년 12월 長沙馬王 三號漢墓에서 西漢 文帝 시기의 帛書가 출토되었다. 《老

子》, 《經法》, 《十大經》, 《戰國縱橫家書》  兵書, 曆書, 醫書 등 십 여 종류의 고서

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12만자 정도가 실려 있다. 정리된 帛書는 부분 文物出版

社에서 1974년 9월에 출 한 《長沙馬王 三號漢墓帛書》에 수록되었다. 帛書에 사용

된 표 符號는 여섯 종류로 사용된 횟수도 비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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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출토문헌에 사용된 주된 문장부호 段落符號, 온 , 반 , 重文符

號, 空白符號의 사용 시작 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통시 인 에서 살펴보려고 

한다.20) 

1. 段落符號(章號) 

段落符號라 함은 문단의 경계를 드러내 주는 문장부호로 기형태이기는 하나 

甲骨文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일반 으로 甲骨文의 완 한 卜辭는 네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21) 商代人들은 이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해 書寫

가 횡선과 곡선, 종선 등을 이용하여 단락을 구분하 던 것이다. 즉, 동일한 날

에 친 내용일지라도 복 내용과 친 순서가 다를 때는 논리 개를 명확하게 하

기 해 線形 段落符號를 사용하 던 것이다. 甲骨文에 사용된 횡선과 곡선, 종선

형 부호들은 서사재료에 따라서 선택 으로 사용되었는데 견갑골 卜辭에는 주로 종

선을, 늑골에는 횡선이나 곡선을, 龜甲에는 횡선과 종선을 겸하여 문단을 구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분포를 살피면 서사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종선22)과 횡선23)을 

段落符號로 사용한 는 많지 않으며, 곡선형 符號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좁은 

서사공간에 논리 개를 뚜렷하게 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한 수단으로 곡선형 段

落符號를 사용하 던 것이다. 갑골에 사용된 종선, 횡선, 곡선형 단락부호의 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 민 식,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1999년, pp.243-244.

21) 우선, 前辭( 는 序辭라고 함)는 친 날짜와 貞人의 이름을, 두 번째 命辭는 을 통

해 묻는 내용을, 세 번째는 占辭로 친 내용을 풀이하며, 마지막으로 驗辭는 괘가 

맞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내용을 었다. 그러나 내용을 모두 갖춘 완 한 卜辭는 많지 

않고 占辭와 驗辭가 없는 卜辭가 부분이다. 갑골을 새기는 과정에서 친 징조가 주

로 정면에 있어 卜辭도 정면에 새겼으며, 좁은 공간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했기 때문

에 契刻의 형식도 복잡하고 다양하 다. 

22) 甲骨文合集의 를 들면 217, 583(正,反), 2725(正), 3952(正), 5245, 6057(正), 

6199, 7364, 9572, 10405(正), 10406(正), 16197, 32329(正), 34165 등이 있다.

23) 《甲骨文合集》(1-12冊)에 사용된 95, 77, 779(正), 1520, 3418, 4843, 32030, 

34865(正, 反) 등을 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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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粹》 1333篇

    

《卜辭通纂》 295篇

    

《新綴》 제644편 

의 甲骨文에서 《粹》 1333篇은 두 개의 종선을 사용하여 좌측은 癸卯日, 간

은 癸丑日, 우측은 다시 한 번 癸丑日에 친 내용임을 線으로 구분하고 있다.24) 

횡선형 符號를 사용한 《卜辭通纂》 295篇25)은 제4조 卜辭 ｢癸酉卜｣과 제5조 ｢丁

卯貞｣ 사이에만 횡선형 符號가 없을 뿐, 나머지 前辭와 命辭의 내용을 횡선형 符

號를 통해 문단을 구분하 던 것이다.

《新綴》 644篇을 살펴보면26) 5條의 前辭와 命辭를 기록한 卜辭는 아래 에 

있는 문자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횡선형 符號를 쓸 수가 없는 경우이다. 만

약 단락을 구분 하지 않게 되면 각 卜辭가 다른 조로 편입되어 문장을 오독할 수 

있기 때문에 곡선형을 사용하여 文例를 드러낸 것이다.27) 이러한 여러 가지 선형 

24) 癸卯卜, 爭貞: 旬亡禍？ 甲辰{有}大 (驟)風, 之夕 , 乙巳□ □五人, ……五月, 在

□, 癸丑卜, 爭貞: 旬亡禍？ 王占曰: 有祟, 有夢, 甲寅, 允有來 , 左告曰: 有往芻

自益, 十人又二.

25) 庚子卜, 冘貞: 翌辛丑其又妣辛, (饗)? 庚子卜, 冘貞: 其一牛？庚子卜, 冘貞: 其

？癸卯卜, 冘貞: 翌甲辰其又丁於父甲, , ？ 丙午卜, 冘貞: 翌丁末其又升歲毓

(後)祖丁？ 丙午卜, 冘貞: 其 ？ 丙午卜, 冘貞: 其三 ？ 

26) 癸亥卜, {王}貞: 旬亡禍？ 在十月, 不 . 癸酉卜, 王貞: 旬亡禍？ 在十一月. 癸末

卜, 王貞: 旬亡禍? 在十一月. 癸巳卜, 王貞: 旬亡禍？ 在十一月. 癸卯卜, 王貞: 旬

亡禍？ 在十二月. 

27) 《甲骨文合集》(1-12冊)에 사용된 67(正), 156, 177, 367(正), 563, 6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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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들이 甲骨文 문단 구분을 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선진시기 단락부호 

사용의 기원을 甲骨文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卜辭의 다양한 段落符號들은 西周初期 金文에 이르면 《永盂簋》 ｢厥率 厥疆宋

句  永拜稽首……｣에 한 차례 ｢ ｣符號를 사용함으로서 겨우 명맥을 이어갔을 뿐 

더 이상의 는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西周 銘文이 미 을 시하 기 때문일 

것이며, 논리 정연한 명문 내용이 문장부호 사용 없이도 문장의 시작 과 끝나는 

부분에 한 단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혹자는 《永盂簋》의 ｢ ｣符號를 ｢乙｣

이라는 문자로 고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두 가지 이유에서 문장부호라고 단

한다. 첫째, ｢ ｣부호가 사용된 치를 살펴보면 銘文 9번째 행 ｢永拜稽首｣ 즉 銘

文의 마지막 문단에 사용하는 용어 앞이다. 따라서 ｢ ｣符號는 앞부분의 본론 내

용과 뒷부분의 상투 인 내용을 구분하기 해 사용된 段落符號로 단 가능하다

(부록1: 《永盂簋》� 摹寫本 참조).  한 가지는 ｢句｣의 왼쪽 아래에 사용된 ｢ ｣의 

크기가 서주시기 문부호 ｢=｣처럼 ｢句｣字와 부호 ｢ ｣를 합하여 한 칸을 차지하

고 있다는 이다. ｢ ｣이 문자라면 당연히 한 칸 크기로 새기는 것이 상례일 것이

다. 그러나 ｢ ｣이 文章符號부호로 쓰 기 때문에 기물의 미 을 해치게 되는 을 

고려하여 한 칸 크기에 두 자를 새겨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은 이 ｢ ｣

符號가 秦代 청동기 銘文에도 여러 차례 사용되었는데( 를들면: ｢秦兩  北私府

橢量｣, ｢秦兩  銅鈞權｣, ｢秦兩  銅橢量｣ 등), 이 때 사용된 符號는 모두 한 칸 

크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동기 사용이 이미 쇠퇴기로 어

든 秦이 미 보다는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한 방편으로 한 칸 크기를 택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秦代에 이르면서 고  文章符號法의 기본 틀이 갖추어

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182, 1210, 1472, 1631, 1655, 1777, 1824(正), 2636(正), 2164, 2340, 2537, 

2895, 4722, 4570, 4925, 5129, 5165, 5505, 5520, 5468(正), 5663, 5764, 

5976,6002(正), 6167, 6083, 6209, 6272, 6391, 6541, 6278, 8001(正), 7859

(正), 8329, 8806, 8968(正), 9572, 8512, 9465, 9535, 9956, 9734, 10043, 

10939, 11406, 12436, 12450, 13598, 13689. 14398, 14778, 16665, 17387, 

19771, 20149(正,反), 21555, 22675, 22669, 22723, 23002, 23148, 22931, 

23330, 23714, 24305, 23805, 24225, 24502, 26482, 27221, 32330, 32675, 

33017, 33034, 33209, 33273, 33694, 34115, 35530 와 《 屯南地甲骨》의 

1110, 《 特氏等 藏甲骨文字》의 0043, 0899, 1016을 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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段落符號는 春秋戰國時期에 이르면 ｢ ｣(侯馬盟書), ｢ ｣(楚帛書, 曾侯乙墓

竹簡28)), ｢□｣(長沙 仰天湖楚簡), ｢▬, ｣(包山楚簡) 등 다양한 서사재료 만큼 

여러 가지 형태의 符號가 사용되었다. 《侯馬盟書》, 《包山楚簡》, 《仰天湖楚簡》의 

｢ ｣, ｢ ｣符號는 문단 구분뿐 아니라 쉼표와 마침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 으며, 

일부는 한 칸 크기를 차지한 으로 미루어 볼 때 文章符號 규격에 한 념은 

春秋後期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29)

楚帛書 甲乙篇 역시 18차례 붉은색 ｢ ｣符號를 써서 章과 章 사이를 구분하

으며, 乙篇에서는 ｢四時｣와 ｢之行｣ 사이에 사용된 符號만 한 칸 크기가 되지 않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한 칸 크기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戰國

時期에 이르면 文章符號가 오늘날 符號 공간크기인 한 칸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秦은 문단을 주로 中圓點인 ｢•｣와 ｢ ｣符號를 사용하여 구분하 으며 주로 

簡首와 簡尾에 사용하 다. 簡首에 둔 것은 지 의 行間 바꿈 표시용과 같은 것으

로 사실상 簡尾의 용법과 큰 차이는 없다. 漢簡에 주로 사용된 단락符號 ｢●｣,｢▮｣, 

｢▲｣ 역시 秦簡에 사용된 것과 용법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그 근원은 모두 甲

骨文 기 선형 段落符號에서 뿌리를 두고 발 해 나온 것이다. 단락부호가 사용

된 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西周 ｢ ｣: 厥率 厥疆宋句 永拜稽首 《永盂簋》(명문의 용어 永拜稽首

의 앞부분에 쓰여 단락이 끝남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함)

(2) 春秋 ｢ ｣: ⧄ 君其明殛 之麻夷非是  《侯馬盟書 宗盟類》� (부록 2 참

조: 모두 29차례 사용되었으며, 盟誓의 마지막 문구에 쓰여 단락을 구분하고 있음)

(3) 戰國 :｢ ｣｢ ｣｢ ｣등이 단락 구분용으로 쓰 다. 를 들면:

   ① ｢ ｣: 倉莫得曰創不加以川口大不……丙于  《楚帛書⋅丙篇》(楚帛書 

28) 1978년 擂鼓墩 曾侯乙墓에서 竹簡 240매가 발견되었다. 략 6700字가 수록되어 

있고, 주로 장례에 따른 수 , 병사에 한 기록이다. 수 나 말의 종류  馬具, 兵器 

등의 내용이 풍부하여 말과 수 에 한 行政사항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29) 큰 것은 한 칸 크기이나(宗盟類 1:30) 3/4(宗盟類 152:1)과 1/2(宗盟類 1:49) 크

기도 있으며, 작은 것은 1/4 크기(宗盟類 88:8)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是｣자의 左ㆍ

中ㆍ右측에 모두 ｢ ｣를 쓰는 등 치도 일정하지 않지만, 오른쪽 하단에 사용된 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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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九 五 二九十八 三八卄四
六九五十四 三九卄七 四八卅三
七九六十三 四九卅六 五八
八九七十二 六八 八
九₌八十一 七八五十六

八₌六十四    

《居延漢簡》 75.19

乙篇 역시 이 符號를 사용하여 章과 章을 구분하 으며 다른 출토문헌과 

달리 붉은색임)  

   ② ｢ ｣: 皆 (贓)於一 (匣)之中  《仰天湖楚簡》 36 (부록3참조:한 단락

이 끝나는 부분에 사용)

   ③ ｢ ｣: 集著…… 君子二夫 是其箸之  《包山楚簡》� 1-4簡(부록4 참조: 

문서의 한 문단이 끝나는 부분에 사용)

(4) 秦: ｢ ｣ ｢•｣ 등이 단락 구분용으로 쓰 다. 를 들면:

   ① ｢ ｣:｢甲告乙盗牛, 今乙盗羊, 不盗牛, 問可論? 爲告不審 貲盾不直, 

可論? 貲盾｡ 《秦簡⋅法律答問》( 이 끝나는 부분에 사용) 

   ② ｢•｣: 爰書: 某里公士甲縛詣大女子丙, 告曰: ｢某里五大夫乙家吏｡ 丙, 乙

妾 ｡ 乙使甲曰: 丙悍, 黥劓丙｡｣ • 訊丙, 辭曰: ｢乙妾 , 毋它坐｡｣

《秦簡⋅黥妾》(秦簡의 각장에는 소표제어가 있으며 ｢•｣을 사용하여 각각의 

을 구분함. 秦簡에는 中圓點인 ｢•｣符號가 245차례 쓰임.) 

(5) 漢: ｢●｣ ｢ ｣ ｢▲｣ ｢l｣ 등이 단락 구분용으로 쓰 다. 를 들면:

   ① ｢●｣: ●凡變之道, 非益而損, 非進而 ｡ 首變 凶｡ 《馬王 帛書⋅144 

上》 

         ●以其外心 人交, 袁也…… 《馬王 帛書⋅257》 

      (한 章이 시작되는 부분에 사용)

   ② ｢ ｣: 道法 國失其次, 則社稷大匡｡ (9上)……國次 一年從其俗, 二

年用其德(14下)馬王 帛書《老子》(소표제어의 문단이 시작되는 부분에 

한 자 크기의 간격을 두고 사용하 음) 

   ③ ｢▲｣: ▲燕禮 臣戒 善宰具官選於寢東 人縣執洗 《武 漢簡⋅甲本

燕禮》 1(각 章의 시작 부분에 사용)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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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④ 는 긴 종선을 사용하여 문단을 구분하 으며, 이는 甲骨文의 종선형 

段落符號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구구단의 9단과 8단을 구분하기 해 앙에 사용

하 다. 

지 까지 거론된 문헌에 사용된 단락형 부호들은 모두 甲骨文 기형 段落符號

에 깊은 뿌리를 두고 변화 발 해 나온 것으로, 이  상당수 符號들은 漢代 이후 

다양한 어기사의 출 과 출토문물에 사용된 符號들이 用法의 복잡성으로 인해 

진남북조 시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었다. 그 이유는 魏晋時期 碑刻文에서 

이미 빈칸을 두는 방법으로 先秦時期 단락 구분법을 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

한 용법은 후  劉勰이 《文心雕龍⋅章句》: ｢因字而生句, 識句而成章, 積章而成

篇｣에서 밝힌 문장의 ｢自然스러운 段落 형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이 

내용을 국의 어법학자들이 ｢自然段落｣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며, 어에서 

paragraph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단락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2. 온 (句號)

온 (句號)은 黃公紹의 《韻 擧要》 宥韻에 의하면30) 모든 경서의 문장이 끝나

는 곳에 사용된 符號라고 정의하 다. 이는 어의 period(마침표)에 해당하며, 한

맞춤법에서는 마침표라고 하던 명칭을 온 으로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온 이 

마침표⋅물음표⋅느낌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 개념으로 단하 기 때문이며 

본고에서도 이 견해를 지지하여 출토문헌에 나타난 온 을 하 부호인 마침표(句

號)와 물음표(問號)로 나 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마침표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용도로 마침표가 사용된 출토문헌의 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春秋: ｢ ｣: 趙敢不 其腹心以事其宗 《侯馬盟書 宗盟類》 (｢以事其宗｣ 

30) 黃公紹의 《韻 擧要》 宥韻 ｢凡經書成文語絶處, 之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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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문장의 종결을 알리는 용도로 3차례 사용되었으며 ｢改助及 (奐) ｣ 뒤에

도 같은 용법으로 쓰임.)

(2) 戰國:｢ ｣｢ ｣｢ ｣등이 표  문장 종결부호로 사용되었다. 를 들면:

   ① 連囂競 攻尹 賹爲 異之金六益  《包山楚簡》 118

   ② 吉, 疾 , 又咎  《望山楚簡》 11

   ③ ⧄不見 , 毋 亓古敓之, □亓胷 之, 兼  《望山楚簡》� 12 

(부록5 참조)

(3) 秦: ｢•｣이 표  종결부호로 사용되었다. 를 들면: ｢甲室､ 人: 一字二

內, 各有戶, 內室皆瓦蓋, 木大具, 門桑十木•妻曰某, 亡, 不 ｡｣ 《秦簡ㆍ 診

式》

(4) 漢: ｢ ｣ ｢ ｣ ｢ ｣ ｢ ｣ ｢ ｣ 등의 다양한 종결부호가 竹簡과 帛書에 사용

되었다. 를 들면:

   ① ｢ ｣: 四月甲子卒馬國取  《馬王 帛書》� 10.2431) (取다음에 서  

자 간격을 두고 마침표 용도로 사용함)

   ② ｢ ｣: 第十七候史馮利  《居延漢簡》 123.3332) (馮利에서 세 네 칸 간

격을 둔 후 사용하여 문장의 종결을 나타냄)

   ③ ｢ ｣: 建昭元年十月盡二年九月大司農部丞簿 簿算及諸簿十月旦目  

《居延漢簡》 82.18B(완 한 내용의 한 조의 죽간으로 끝에 사용하여 종결

을 알림)

   ④ ｢ ｣: 卒卅七人  《居延漢簡》 62.5133) (문장 마침표로 사용하 으며 

31) 取 다음에 서  자의 간격을 두고 마침표로 ｢ ｣를 사용하 다.

32) 1930년 西北科學 察團은 內蒙古自治區의 額濟納河(弱水) 유역에서 古 조사를 

실시하 다. 弱水 양안, 북쪽의 宗間阿瑪에서 남쪽으로 毛呂에 이르는 205km 사이와 

肯托尼와 博羅松治의 60km 사이의 지역에서 漢代의 塞墻과 障堡亭隧를 발견하

고, 유 들  10,000에서 12,000건의 漢簡을 얻었다. 中華書局에서 출 한 《居延漢

簡甲乙編》은 문자가 있는 簡을 수록하고 인쇄된 圖版 이외에도 釋文을 덧붙 다. 비

록 釋文이 原簡의 文章符號를 변경시키고 原簡의 여러 文章符號를 생략하 지만, 圖

版은 분명하여 簡牘상의 文章符號를 연구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 다. 居延漢簡 文章

符號의 종류는 漢 이 의 문물 에서 가장 풍부하고, 용법 역시 漢 이 의 문물 에

서 가장 많다. 

33) ｢ ｣는 왼쪽으로 꺾인 모양으로 마침표에 해당한다. 이는 《說文》에서 말한 ｢ , 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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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文》 ｢ , 鉤 ｡｣의 ｢ ｣符號와 모양이 같음)

   ⑤ ｢ ｣: 居延城倉佐王禹 汗里 年卄七 問禹……  《居延漢簡》� 62.55 

2) 물음표

문장에서 의문용도로 물음표가 사용된 출토문헌의 를 통시 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秦 ｢•｣: 

   ① 可 宮均人•宮中主循 ｡ 《秦簡ㆍ法律答問》(｢問｣과 ｢答｣ 사이에 쓰여 

물음표로 쓰임 ) 

   ② “府中公金錢私貣用之｡ 盗同法｡ ”•可 “付中”?•唯縣 內爲“府中”, 其它

不爲｡ 《秦簡⋅法律答問》(의문문 앞에 문장이 있을 경우 두 문장 사이에 

｢•｣를 다시 한 번 사용하여 내용을 분리함)

(3) 漢: ｢●｣ ｢ ｣ ｢ ｣ 등이 표 인 물음부호로 사용되었다. 를 들면:

   ① 建以其刑, 名以其名｡ 其 胃何? ●環 (143上) □傷 ｡ 欲傷法｡ 無隋

傷道｡ 數擧參 , 有身弗能葆, 何國能守? ●奇從奇, 正從正, 奇 正, 恒

不 (143下) 同廷｡ 馬王 漢墓帛書《老子》乙本卷前古佚書34) (두 ｢●｣는 

모두 ｢問｣과 ｢答｣하는 내용 사이에 사용되었으므로 물음표에 사용함)

   ② ⍁及死爲解₌何其  《居延漢簡》 1123.5735)(문미에서 몇 자 간격을 

둔 후 사선부호를 사용하여 물음표로 사용함.)

   ③ ●天子勞史士拜 (｡ ) 它何疾苦, 禄食盡得不 (?) 《居延漢簡》� 10.29 

(  이 마침표와 의문부호를 겸함.)

  

의 ｢ ｣符號와 모양이 같다.

34) 앞의 두 ｢●｣符號는 모두 ｢問｣ ｢答｣ 사이에 사용되었고, 뒤의 두 개는 문단 사이에 사

용되었다. 따라서 앞의 두 개가 물음표에 해당한다.

35) 이 符號는 본문 말미부분에서 몇 자 떨어뜨린 후 簡의 끝부분에 사용하 으나 물음

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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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戰國時期 이후 서사재료에 사용된 온 은 비록 형태는 각기 달랐으나 엄

히 말하면 마침표 용도로 쓰인 춘추의 ｢ ｣, 국시기 ｢ ｣ ｢ ｣ ｢ ｣. 진 ｢•｣, 한 

｢ ｣ ｢ ｣ ｢ ｣ ｢ ｣ ｢ ｣ 등과 물음표용도로 쓰인 춘추의 ｢ ｣, 진 ｢•｣, 한 ｢●｣ 

｢ ｣ ｢ ｣ ｢P｣36)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호형태의 근원을 찾아올라간다면 ｢•｣

와 ｢●｣ ｢ ｣을 제외한 나머지는 갑골문의 곡선형 부호에서 출발하여 西周 金文 

｢ ｣符號로 진행된 후 형태가 다양하게 변이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 치는  단

락의 말미에 사용된 것과 다음 단락의 서두에 사용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용법은 부분 같았다. 

3. 반 (讀點)

반 은 어의 comma(,)에 해당하며 한  맞춤법은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토문헌에 사용된 반 (讀點) 역시 문장에서 끊어 

읽어야 할 곳에 다수 사용하 다. 그런데 戰國時期 《包山楚簡》이나 漢代 《居延

漢簡》에는 인명과 인명, 지명과 지명, 는 서로 구분해야 하는 물건사이에도 사용

하 으므로 병렬된 내용을 표시하는 기능도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듯 당

시에 사용된 반 은 주어와 술어, 연합구, 도치된 문장,  사이 등에 쓰여 짧은 휴

지를 나타내는 쉼표(逗號)로도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모 ( 號)의 기능을 가진 

병렬 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다. 어법학자들은 반 (讀點)을 환기성부호인 

쉼표(,)와 모 (､), 단계성부호인 세미콜론(;)과 (:)을 반 의 하 개념으로 구

분하고 있다.37) 

1) 쉼표(逗號 ,)

쉼표가 사용된 출토문헌의 는 다음과 같다.

36) 卒馮長栗三石二斗二升王居自取  P 《居延漢簡ㆍ135.16》. 

37) 김진아, <文章符號 요성에 따른 한국어ㆍ 국어 文章符號 비교>, 《한국외국어 학교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제5집, 2001년,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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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春秋 ｢ ｣: 兟 之子孫 兟之子孫  《侯馬盟書》� 宗盟類 88:1(두 구 이 

모두 偏正式 구조로 ｢ ｣를 사용하여 짧은 휴지를 표시함) 

(2) 戰國 ｢ ｣: 於 宮室 又敚 亓古裞之 □□□□公宔□□ 《望山楚

簡》 36(구의 간에 사용하여 쉼표로 사용함)

(3) 秦 ｢ ｣: 法律未足 民多詐巧 故後有簡令下  《秦簡ㆍ南郡守騰文書》

(앞의 두 부호는 쉼표로 마지막은 마침표로 사용함)

(4) 漢: ｢ ｣ ｢, ｣ ｢ ｣ ｢ ｣ ｢ ｣ 등을 쉼표용으로 사용하 다. 를 들면:

   ① 聖始滅  知始人  聖爲崇  知爲廣  《馬王 帛書⋅老子》甲本後古佚書

(첫째와 셋째는 쉼표용이고, 두 째와 네 째는 마침표에 해당함)

   ② ｢ ｣ : 第四候長夏侯放 三月奉錢千八百 已前出 《馬王 帛書⋅甲附》(주

어와 술어 사이에 사용되었으며 쉼표에 해당함) 

   ③ ｢, ｣: 商闕而栝, 先人之連, 《馬王 帛書⋅老子⋅稱》 

      右方牛犬豕麓, 鷄炙四合(馬王 漢墓竹簡⋅46)

      ……盛米酒, 溫酒(馬王 漢墓竹簡⋅221)

      (이 符號는 오늘날의 쉼표와 모양이 같다. 馬王 墓에서 한어 쉼표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용례가 처음 발견됨)

   ④ ｢ ｣: 昭武萬歲里男子呂未央年卅四  五月丙申入用牛二 《居延漢簡》

15.21(符號를 이용하여 두 개의 句로 나  쉼표에 해당함)

   ⑤ ｢ ｣: ⍁書七月己酉下 事丞相所奏臨淮海賊 樂浪遼東⍁⍁得渠率一

人購錢 萬詔書八月己亥下 一事大⍁ 《居延漢簡》 3.3(세 부호 모두 

복문 뒤에 사용되어 쉼표를 나타냄)

   ⑥ ｢ ｣: 禽寇 札二百兩 行五十丈 六月爲七月⍁ 《居延漢簡》 10.9

      (첫 번째 ｢ ｣은 쉼표, 두 번째는 마침표로 사용함) 

 

이상의 를 통해서 반 부호인 ｢ ｣이 처음 쓰인 것은 春秋時期 출토문헌인 侯

馬盟書이며, 기에는 ｢ ｣符號 하나로 쉼표(,)와 모 (､)의 기능을 겸하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秦은 ｢ ｣를, 漢은 ｢ ｣, ｢ ｣, ｢ ｣를 쉼표(逗號)

로 사용하 으며 馬王 漢墓竹簡과 帛書의 ｢,｣符號는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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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와 형태와 같다. 따라서 우리는 쉼표의 기능을 春秋時期 《侯馬盟書》 ｢ ｣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한어 문장부호와 같은 형태인 ｢,｣符號의 시작 은 西漢初期 

馬王 墓의 출토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2) 모 ( 號 ､)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모 은 주로 문장 내부에서 단어와 구 문장의 연결을 표시

하기 해 사용하며 반 의 하 개념으로도 쓰 다. 戰國時期 楚竹簡에 이미 지

의 모 과 같은 형태가 사용되기 시작하 으며, 漢代에 이르면 《敦煌漢簡》 《居延

漢簡》 등에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符號의 사용 치는 일반 으로 문자의 오른쪽에 

두었으며 모 이 사용된 출토문헌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戰國 ｢ ｣: ⧄聖王 王旣 【 】⧄  《望山一號》� 74(고유명사의 병

렬 연결에 사용)

(2) 秦 ｢ ｣: 私好  鄕俗之心不變……  《秦簡ㆍ南郡守騰文書》 (구의 연결에 

사용)

(3) 漢 ｢ ｣ ｢ ｣ ｢ ｣ ｢ ｣ ｢•｣ ｢ ｣ 등을 모 으로 사용하 다. 를 들면:

   ① 民之不畏  則大畏 至矣｡  《馬王 帛書ㆍ經法》(201上)(주술구를 연

결하며 이밖에도 《亡論篇》의 “德薄而動厚 隋” “此 三雍” 사이에 ｢ ｣를 

사용함)

   ② ｢ ｣: 隧長常賢 充世 綰  福等雜廋索部界中問戎卒王韋等十八人皆  

相證 《敦煌漢簡》 1722; 〼□君 拜 當□求倉卒不一 二君長前幸  

《敦煌漢簡》 714A

   ③ ｢ ｣ : 令史博 史冒 嚴  《居延漢簡》 35.22B(｢冒｣와 ｢嚴｣는 인명으

로 ｢ ｣符號를 사용하여 병렬 연결함)

   ④ ｢ ｣ :四月五日 謹案  《居延漢簡》 27.47

   ⑤ ｢•｣ : 鋸二• 二, 椎二• 二, 駒桐四• 四 《居延漢簡》� 4.7(｢鋸二｣ ｢

二｣ 등의 사이에 ｢•｣를 사용하여 두 단어를 연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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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 閏月丁巳張掖肩水城 誼以近次兼更行都 事下候城 承書從下 

當用 如詔書 守卒史義 《居延漢簡》 10.29

      二百九十 五日乙巳作 《居延漢簡》 57.27

     (두 칸 자 크기의 사선으로 官職名과 人名을 구분하거나 숫자의 정확성

을 기하기 해 사용됨)

이상의 출토문헌에서 국시기는 ｢ ｣, 진 ｢ ｣, 한 ｢ ｣ ｢ ｣ ｢ ｣ ｢ ｣ ｢•｣ 

｢ ｣ 등이 모 부호로 인명, 지명, 단어, 구 등을 연결하는 부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가 많지는 않지만 출토문헌에서 (冒號)부호의 용법을 

찾을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기능의 부호가 사용된 것은 秦漢에 이르러서 비롯

된 것으로 생각된다. 睡虎地竹簡 《南郡守騰文書》 ｢卄年四月丙戌朔丁亥, 南郡守

騰 縣､ 道嗇夫∟ 古 , 民各有鄕俗……｣의 ｢∟｣은 冒號(콜론:)의 기능에 해당하

며, 《居延漢簡》� 129.39의 ｢朱千秋入穀六十石六斗六升大直二千一百卄三•出錢千

二百•凡錢三千三百卄｣도 두 번째 ｢•｣은 冒號(:)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 分

號(;)는 복문 내부의 병렬된  사이의 휴지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거나 환이나 인

과 계 등 비병렬 계에 있는 다  복문을 열거하는 각 항목 사이에 사용하기도 

하 다. 睡虎地秦簡 《南郡守騰文書》: ｢鈞不正, 四兩以上∟(;) 斤不正, 三朱以上

∟(;) 半斗不正, 半升以上∟(;) 參不正, 六分升一以上∟(;)  升不正, 卄分升

一以上∟(;) 黃金衡羸不正, 半朱以上, 貲各一盾｡ ｣의 ｢∟｣은 모두 分號(세미콜

론, ;)에 해당한다. 漢代 《馬王 帛書》 10.14의 ｢取司馬監關調書•取善札三四十

絶可爲丞相史約 ｣의 ｢•｣符號 역시 分號(;)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重複符號 (重文號; ｢=｣ ｢-｣) 

商代부터 隋唐을 거쳐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重複符號는 한어 文章符號 

에서 생명력이 가장 긴 부호이다. 때문에 지 도 국과 한국에서는 서사시간을 

약하기 해 처음 문자를 제외한 뒤의 문자는 重複符號로 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출토문헌에 사용된 重複符號는 기능면에서 重文符號와 合文符號로 구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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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重文符號

重文符號 사용의 시작 을 일 이 淸의 趙翼은 唐 李賢의 《後漢書ㆍ鄧冠傳》�

注를 근거로 石鼓文에서 그 원류를 찾고 있다.38) 그런데 사실상 重文符號가 처음 

사용된 것은 甲骨文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갑골학자 郭

沫若이 ｢=｣를 重文符號라 명명한 이후 사용된 명칭으로 이 符號가 가장 여러 차

례 쓰인 文例는 ｢王受又=｣이다. 

商代 卜辭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重文符號가 사용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1期 卜辭｢受 又｣(6409, 6513, 7556 《英》� 582 等)를 

보면 重文符號 사용 없이 문자를 한 번 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期 卜辭에 이르면 문자 생략형 重文符號를 

사용한 ｢王受又=｣와 문자를 복해서 쓴 ｢王受又又｣가 공존하고 있다. 때문에 重

文符號의 사용 시 은 어도 3期 卜辭보다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39) 重文符號 사용과 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상은 《殷契粹編》� ｢乙亥卜, 

又十牢十伐大甲申(477編)｣의 甲字가 大甲과 甲申의 甲에 한 공통자로 복해

서 사용한 경우이다. 이러한 상에 해 郭沫若은 그 당시 용법을 정확히 악하

지 못하 으나,40) 裘錫圭가 ｢大甲｣ 아래 쓰인 申자가 大甲의 甲과 甲申의 甲에 

복 사용된 것임을 밝혔다.41) 이러한 사실은 문장부호의 정확한 이해가 정확한 

출토문헌 고석을 해 선결되어야할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보면 甲骨文은 우선 같은 자를 복해서 쓰던 단계에서, 한 자를 복 

문자로 체하는 방법을 거친 후 重文符號를 체하는 단계로 옮겨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重文符號를 사용한 는 《 屯南地甲骨》 2617篇 卜辭 의 ｢王其又

三牛王受 ｣나 26919, 26920, 26922, 26955篇 등이 있으며, 《卜辭通纂ㆍ後

38) 石鼓文은 秦의 刻石으로 秦 襄公 8년 기원  770년으로 가장 오래된 刻石에 해당하

지만 발견 시 은 唐代이다. 石鼓文의 문은 456자로 重文符號 ｢=｣가 44곳에 사용

되었다. 

39) 裘錫圭(1992), <再談甲骨文中重文的省略>, 《古文字論集》, 北京 中華書局. 

40) 곽말약은 《殷契粹編 釋》에서 ｢大甲下著一甲字未解何義｣라고 밝힌 바 있다.

41) 裘錫圭(1992), <甲骨文重文和合文重複偏旁的省略>, 《古文字論集》, 北京 中華書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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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의 마지막 구 에도 ｢餘受又=｣를 비롯하여 47, 591, 595篇 등에 ｢又=｣가 사

용된 바 있다. 그러나 商代 甲骨文에 重文符號가 자주 쓰이지 않은 원인을 裘錫圭

는 문장이 간단하여 重文符號를 사용할 필요성이 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

혔다.42) 周代에 이르면 金文은 重文符號의 사용에 있어 질  양 으로 성장을 거

듭하 다.43) 西周時期 金文에는 重文符號의 사용이 증가하 고, 同字와 同句 

복을 ｢=｣과 ｢-｣ 두 가지 표기법으로 사용하 으며, 合文符號에도 활용하는 등 다

양하게 발 하 다.    

《殷周金文集 》에는 937개의 청동기 銘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때 사용된 重

複符號가 략 400개이다. 가장 많이 이용된 文例는 ｢子子孫孫｣의 ｢子=孫=｣이

며, 가장 복잡한 경우는 陝西에서 출토된 《衛盉》� 銘文의 ｢裘衛迺彘告于白=邑=

父=榮=白=定=白= =白=單=白=迺令參有司｣이다. 이 문장의 重文符號를 

완 한 文章으로 바꾼다면 ｢裘衛乃彘告于白邑父､ 榮白､ 定白､ 白､ 單白｡ 白

邑父､ 榮白､ 定白､ 白､ 單白迺令參有司｡｣이되므로 고석의 복잡성을 알 수 있

다.44) 西周初期 金文에서의 重文符號 사용 치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웠다. 문자의 상하좌우, 심지어 자의 간 치에도 사용하 을 뿐 아니라, 

크기도 일정하지 않아 문부호의 정확한 이해 없이는 문의 정확한 고석도 어려

운 실정이었던 것이다. (부록7 참조)  

이처럼 불규칙하게 사용되던 重文符號는 春秋戰國時期 璽印⋅靑銅器 銘文⋅石

刻⋅簡帛 등에 사용된 符號가 치나 크기 면에서 일정해지기 시작하 다. 를 

들면 春秋後期 石鼓文의 ⋅ ⋅ ⋅ 과 戰國時期 中山國 銘文 ⋅ ⋅  

등의 重文符號가 모두 오른쪽 아래 일정하게 치할 뿐 아니라, 두 획의 길이가 한 

자 크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정형화되기 시작하 다. 秦漢時期에 이르면 

重文符號의 사용법은 더욱 복잡해져서 單字와 多字 복 외에 아래 문처럼 한 

자가 여러 자를 복해서 쓰는 경우, 한 개의 重文符號로 앞 두 자를 첩하는 

경우, 자를 건  뛰면서 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

42) 同注 40.

43) 그 로 H11:82 ｢⍁文武⍁王其 帝⍁天□典 周方白□ 正亡左受又=｣과 H11:84 

｢貞王其 又(侑)大甲, 周方白, , 正, 不左于受又=｣를 들 수 있다. 

44) 白은 伯의 통가자로 쓰 다. 《殷周金文集 》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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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잡함이 문장해석에 방해가 됨으로서 결국 魏晋時期 이후가 되면 重文符號의 

사용이 어든 원인이 되게 하 다. 重文符號가 사용된 출토문헌의 를 들면 다음

과 같다.

(1) 西周: 子₌孫多世其永寶 《班簋》(子子孫)

(2) 東周: ① 闌₌和鐘, 用匽臺喜 《王孫遺 鐘》(闌闌和鐘) 

   ② 盦章自質於君所₌敢兪出入於趙尼之所《侯馬盟書》(於君所, 所敢兪出入) 

   ③  《楚帛書》 甲1.22(夢夢墨墨)

   ④ 君子 ₌邋₌ 斿｡ 《石鼓文ㆍ車工》(君子 邋, 邋 斿)  

   ⑤ 悲恁 忠, 其=隹(誰)=能=之=《中山王 鼎》(其誰能之！其誰能之！) 

(3) 秦: ① 以二月=禀《秦律十八種》(以二月月禀) 

   ② 其畵 多 , 當居曹奏令₌丞₌以爲不直, 志千里使有籍書之, 以爲惡吏｡  

秦簡《南郡守騰文書》(當居曹奏令､ 丞, 令､ 丞以爲不直)

(4) 漢: ① 五穜十囊₌盛一石五斗 《馬王 漢墓竹簡》 152 (五穜十囊, 囊盛一石

五斗) 

   ② 道恒無名, 侯王若能守之, 萬物 自化₌而欲作, 吾 闐₌之₌以₌無₌名₌之₌

樸₌夫 不₌辱₌以靜, 天地 自正｡ 《馬王 帛書ㆍ道經》 252 上(萬物 自

化, 化而欲作, 吾 闐之以無名之樸｡ 闐之以無名之樸, 夫 不辱｡ 不辱

以靜) 

   ③ 爲父何以再也, 婦₌人₌不₌貳, 斬₌也 何也｡ 《武 漢簡ㆍ甲本服傳》(婦人

不貳; 婦人不貳, 斬; 斬也 何也) 

   ④ 其下攻城₌之法《銀雀山漢簡⋅ 攻》(其下攻城, 攻城之法) 

   ⑤ 出穈大石一石七斗四升始元三年五月乙未朔以食吏一人盡癸亥廿九日積廿

九人﹦六升《居延漢簡》 273.13(廿九人, 人六升) 

2) 合文符號

合文符號란 두 자가 편방 필획을 공유하거나 서로 부수를 의존하는 경우, 한 문



244  《中國文學硏究》⋅제42집

자 공간에 두 자를 함께 쓸 때 이용되는 符號를 말한다. 기에는 合文符號 사용 

없이 合書하던 方式이 유행하 으며, 甲骨文에는 合文을 橫列式( , 示壬), 列

式( , 乙), 內包式( , 報丙), 橫列式( , 十一月) 列式( , 五十) 다

섯 종류로 분류할 만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 다. 서주시기에 이르면 合文은 주로 

廟名, 月名, 祭神, 숫자 등 상용어에 주로 사용하 다. 특히 수량사의 경우 부분 

合文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필획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楊五銘은 《兩

周金文數字合文初探》에서 《毛公鼎》의 “ ”에 해 徐同柏과 劉心源은 “말 세 마

리”, 吳大澂과 方濬益은 “말 네 마리”라고 읽었으며, 容庚은 《金文編》� 에서 “네 

마리”로 읽다가 제 3 에서는 “세 마리”로 고쳐 읽었다 이에 해 合文시 필획을 공

유하는 습 을 고려한다면 “네 마리”라 읽어야 마땅하다고 그 답을 제시하 다.45) 

이처럼 난해한 합문사용은 서주 후기에 이르면 차츰 하향길로 어들어 숫자조합

( , 二年), 祭神( , 子), 상용어( , 用寶) 등만 순열식을 이용하여 합문할 뿐 

나머지 방식은 도태되었다.

 春秋中期까지도 合文에 符號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으나, 後期에 이르면 문자

의 왼쪽 하단에 重文符號와 같은 ｢=｣를 쓰기 시작하면서 合文 상은 빈번하고도 

복잡해졌다. 를 들면 ｢ (至于)｣ ｢  (日月)｣ ｢  上下｣ 등이다. 春秋後期 合

文方式을 알 수 있는 표  출토문물인 《侯馬盟書》에는 ｢=｣符號를 이용하여 合

文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省筆｣과 ｢不省筆｣방식을 택하 다. ｢省筆｣ 合文은 두 문

자의 편방이 동일할 경우 ｢=｣符號를 이용하여 공유함을 알리는 방법이다. 를 들

면 ｢ ₌郵政之孫₌ (委質類 185:3)｣의 ｢ ₌｣는 ｢邯｣ ｢䢷｣ 두 문자를 合書한 것으

로 ｢=｣ 符號가 편방 ｢邑｣을 생략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6)  한 가지, 한 

문자 안에 다른 문자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표 문자만 서사하면서 ｢=｣符號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를 들면 中山國 《 鼎》 ｢ =懼其忽然不可 , ………氏以

=許之｡｣의 ｢ ₌｣로 ｢寡人｣의 合文이다. 이처럼 생략형 合文字는 重文인지 合

文인지 쉽게 단되지 않을 정도로 고석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서사의 편리함 때문

에 秦漢時期 竹簡과 帛書에도 여 히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45) 楊五銘, <兩周金文數字合文初探>, 《古文字硏究》� 5輯.  

46) 강윤옥(2009), <춘추시기 출토문물에 기록된 문장부호 고찰>, 《한국 어 문학회》 

p.25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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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羅福頤는 合文符號가 사용된 하한선을 漢代 이 이라고 밝힌 바 있

다.47)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戰國時期에 자주 사용된 合書 단어인 ｢ (之

所)｣, ｢ (大夫)｣, ｢ (邯鄲)｣이 漢代 馬王 帛書 《戰國縱橫家書》� ｢燕大夫 不信

臣｣의 문장에서는 더 이상 ｢大夫｣를 合書하지 않았으며, 《孫臏兵法⋅强兵》에서도 

｢之所｣를 合書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명인 ｢邯鄲｣을 《侯馬盟書》에는 모두 

合書하고 있으나, 銀雀山漢簡 《孫子兵法》 《孫臏兵法》 에는 단 한 차례도 合書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본다면 漢代는 戰國時期나 秦 이 에 비해 

合文符號 사용이 많이 감소하 으며, 武 漢簡 《 禮》를 보면 합문이 더 이상 사

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符號 소실의 하한 을 漢代後期 이후로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羅福頤의 合文符號 사용의 하한 이 漢代 이 이라는 설은 다소 수

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合文符號가 소실된 이유를 살피면 정자체의 표본인 篆의 탄생과 서사가 편리

한 종이의 보 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合文符號는 기물 제작자나 書寫

가 자를 다시 쓰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편리함이 있었으나, 종이가 사용됨으로

써 書寫가 편리해져 그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다. 한 合文符號가 문장을 이해하

는데 많은 방해요소가 되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웠던 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漢代後期 이후에 이르면 單字重疊을 제외한 나머지 重文符號의 기

능은 모두 도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 空白符號(空白號)

戰國 秦漢 竹簡에는 공백을 두어 문장의 단락을 구분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었

다. 그 기원을 甲骨文 네모형 공백부호 사용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이 

春秋戰國時期에도 지속 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네모형 공백은 卜辭에

서 내용 간의 단락 구분  정, 부정, 의문형을 구분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를 들면 《續存》� 上 1709篇(부록7 참조)48)은 貞旬卜辭로 여러 가지 卜辭 내용을 

47) 羅福頤(1981), 《商周秦漢靑銅器辨僞 》, 香港中文大學中國文化硏究所.

48) 癸亥卜, 出貞: 旬亡禍？ 癸酉卜, 出貞: 旬亡禍？ 癸末卜, 出貞: 旬亡禍？ 癸醜卜, 

出貞: 旬亡禍？



246  《中國文學硏究》⋅제42집

네모형의 공백49)을 두어 문단을 구분하고 있다. 《殷虛文字丙篇》 368篇도 序辭, 

命辭, 占辭에 해당하는 ｢癸巳卜……丙雨｣의 내용과 驗辭의 내용을 공백을 이용하

여 구분하 다. 이 368篇은 한 占辭의 ｢王占曰｣과 인용 부분인 ｢丙雨｣의 내용

을 구분하기 해서도 공백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한 가지 甲骨文의 문장 특성 

등 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복 내용으로 인한 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비 

구성이다. 이러한 문장을 貞卜辭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공백을 두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를 들면 《佚》 374篇50)처럼 정반의문문형에서 네모형 공백

으로 문단을 구분한 것이다(부록8 참조). 

 한 가지 흥미로운 상은 西周時期 金文에는 공백을 이용한 문장符號가 

 쓰이지 않았다는 이다. 필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周代 

金文이 한 기물 는 여러 기물에 한 가지 내용이나 사실을 으로 서술한데 

비해, 甲骨文은 한 組의 卜辭에 前辭, 命辭, 占辭, 驗辭의 내용을 구분하여 기록

하 기 때문에 문단구분이 필요하 고, 金文은 내용으로 문단 구분이 되었기 때문

에 굳이 공백을 두어 단락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청동기 銘文은 아름다움을 추구하 기 때문에 공백두기가 미 을 해칠 수 있으므로 

공백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방법은 戰國時期에 이르면 크기만 다를 뿐 帛書와 竹木簡의 아래  양쪽 

끝부분에 공백을 두어 문장과 문단을 구분하는 형태로 더 자주 사용되었다. 戰國時

期 楚帛書는 甲篇 3장과 乙篇 3장이 橫書로 길게 써내려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데, 이때 상하좌우에 모두 공백을 크게 두어 단락을 구분하 다(부록9 참조). 아울

러 丙篇 12段도 甲篇과 乙篇 주 를 둘러싸면서 세 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章과 章 사이에 공백을 두고서 문단을 구분하 다. 戰國ㆍ秦ㆍ漢 竹木簡에는 

아래  양쪽 끝부분에 공백을 두는 사례가 더 빈번하게 생겨났고, 일반 으로 竹

木簡의 상단 공백은 ｢天頭｣ 하단 공백은 ｢地尾｣라고 하 으며, 문장과 문단 구분

용으로 사용하 다(부록10 참조). 이밖에도 첫 행의 윗부분 공백에 큰 네모형 空白

符號를 사용하여 단락을 구분하 는데 그 실례를 馬王 帛書 《十大經》의 시작 행

49) 본 논문에서 네모형 공백이라 함은 《續存》� 上 1709, 《殷虛文字丙篇》� 368, 《佚》 374, 

《殷契粹編》 1156篇에 표기된 사각형과 같은 공백을 말한다. 

50) 癸酉貞: 日月又食, 唯若？ 癸酉貞: 日月又食, 非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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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昔 黃宗質始好信……｣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듯 甲骨文에서 시작된 공백을 이용한 文章符號 사용법은 戰國과 秦漢時期

에 이르면서 簡牘의 양쪽 끝부분에 쓰여 문장과 문단을 구분하기 해 자주 사용하

거나, 심지어 定州漢簡《論語》에는 오자 수정용 부호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51) 이 

부호는 역 로 책을 목 에 새기고 베끼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응용되었으며 淸末 

民初까지 면면히 사용되어 왔다. 

Ⅲ. 맺는 말

우리는 본고를 통해 국인들이 선진시기에 사용하 던 수많은 文章符號가 지하

에서 잠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토문헌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한어 어법사에서 일정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문장부호가 마치 漢代 이후에 

처음 생겨났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어도 갑골문이 발견되기 이 에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본고는 출토문헌의 발굴로 문장부호가 시

작된 상한선이 더 이상 漢代가 아니라 商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물론 西周시기에 이르면 청동기 銘文에 重文符號만이 빈번하게 사용

된 을 제외하면 文章符號 사용에 있어 큰 진 은 없었다. 그러나 春秋戰國時期

에 이르면 다양한 서사재료 만큼이나 符號의 형태나 용법이 다양화되고, 符號를 

자 한 칸 크기 범  내에서 정연하게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文章符號 사용의 기

틀을 차츰 확립하 던 것이다. 秦漢代에 이르면서 더욱 복잡해진 문장부호는 온

과 반 의 기능이 보다 세분화되어 쉼표, 모 , 분 과 의 용법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니 큰 진 을 이루어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출토문헌에 량으로 쓰인 

文章符號는 복잡한 사용법, 篆體의 등장, 종이의 사용 등으로 인해 소멸의 기

를 맞게 되었으며, 진남북조 시기에 이르면서 고 한어의 문두 문미 어기조사가 

발달하게 되자 文章符號의 규율을 체하게 되었으며, 고 한어어법이 날이 갈수록 

엄 해지자 출토문헌에 존재하던 文章符號가 사라져 버렸다. 

51) 定州漢簡 《論語》: 曰 求也可[ 具臣]○○然則從之 ？”(293-294簡)에는 두 

자 만큼의 공백이 있는데, 수정하기 해 어낸 것으로 보여진다. 통행본 《論語》에는

“臣”자 다음에 “矣曰”라는 두 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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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고에서 지 까지 래문헌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선진시기 잃어버렸

던 文章符號의 고리를 찾아낸 후 그 종류와 용법을 통시 으로 살펴보았다. 그 각

각의 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卜辭의 문단을 드러내는데 쓰인 각종 종선 횡선 곡선 형태의 符號들은 段

落符號의 신으로 西周時期 《永盂簋》에 한 차례 ｢ ｣符號를 사용함으로서 겨우 

명맥을 이어 왔다. 春秋戰國時期에 이르면 ｢ ｣符號는 ｢ ｣(侯馬盟書), ｢ ｣(楚

帛書), ｢□｣(仰天湖楚簡), ｢▬, ｣(包山楚簡) 등 형태로 모양이 다양하게 발

하 으며, 秦의 睡虎地竹簡에는 中圓點인 ｢•｣와 ｢ ｣ 符號가 段落符號와 온 의 

기능을 겸하게 되었으며, 문장의 제목ㆍ주제ㆍ장 표시, 특정 조항의 시작, 문장의 

結, 숫자, 합계 등을 표시하는 符號로 ｢�｣, ｢▮｣, ｢▲｣ 등이 사용되기도 하 다. 

漢代 竹簡과 帛書에 주로 사용된 ｢—｣ ｢●｣ ｢▮｣符號는 秦簡의 용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 ｣ ｢ ｣ ｢ ｣ 등이 모 ( 號)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시 은 秦 로 생

각된다. 특히 한 에 이르러 ｢•｣이 콜론(冒號, :)과 세미콜론(分號, ;)의 용법을 

겸하게 된 은 보다 발 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符

號의 시작 은 西漢初期 馬王 墓에서 발견된 竹簡과 帛書이다. 

둘째, 重文符號가 金文이나 石刻⋅玉刻⋅竹簡⋅帛書에 범 하게 사용되었는

데 그 기원은 商代 甲骨文 卜辭 3期에서 찾을 수 있다. 金文에는 ｢=｣뿐 아니라 

｢-｣符號도 추가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용법도 同字 외 同句 重復에도 쓰이는 등 

다양하게 발 는 등 春秋後期 《侯馬盟書》에 처음으로 ｢=｣符號에 合文의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秦漢을 거치면서 合文의 형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그러나 

魏晉南北朝時期 이후에는 ｢=｣符號가 重文符號의 기능만 남겨두고 合文의 기능은 

사라지게 되었다. 

셋째, 甲骨에 쓰인 空白符號는 미 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金文에는 사

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符號는 단되지 않고 戰國時期에까지 이어져 楚帛書에 

문단을 구분과 篇 사이에도 공백을 두어 경계를 분명히 하 다.52) 空白符號는 戰

52) 楚帛書는 甲篇 3장과 乙篇 3장이 橫書로 길게 써내려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때 상하좌우에 모두 공백을 크게 두었다.(부록:9 참조) 丙篇 12段은 甲篇과 乙篇 주

를 둘러싸면서 세 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때 章과 章 사이에 공백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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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秦漢時期 竹木簡에 더욱 빈번하게 사용된 사실을 수많은 출토 竹木簡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듯 甲骨刻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공백 형태의 문단 구분 

방식은 선진시기에 자를 새기고 베끼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오자와 탈자를 쓰기 

한 공간부호로 응용되었고, 淸末 民初까지 사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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侯馬盟書        仰天湖楚簡          包山楚簡          望山楚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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昔

黃

宗

質

始

好

信

.

.

.

                         부록6:

        伯尙鼎           梁其鼎           公父簋

                              

    부록7: 《續存》 上1709篇        부록8: 《佚》 374篇

                                   

부록9: 《楚帛書》 乙篇                       부록10: 漢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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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现存 早的汉语书面语甲骨文當中就已出顯初期形标点符号, 其符号以线

号为基础, 变体有竪线號､ 横线號､ 曲线號､ 空白號､ 重文號等类种｡ 它们的

主要功能都是起分辞､ 分章, 迷 句子､ 短语的作用, 即把不同条的卜辞隔 ｡ 

这些线号到了春秋战国秦汉时期演变成广泛运用的分章分节的钩识号, 此外还

产生了二短横号表示合文｡ 总的来说, 出土文献上的标点符号, 在种类并不 , 

在形体上有规则, 在使用上亦具有很大的规律性, 这些都是上古标点副高的特

点｡ 甲骨文的标点符号是汉语标点符号的源头, 春秋战国秦汉时期标点符号无

论是形体还是用法奠岌了, 后代标点符号发展的基础｡ 

【主題語】

出土文獻 段落符號 句号 中文符號 空白符號 文章符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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