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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1975년 중국 湖北省 雲夢縣에서 睡虎地秦簡이 발굴되었는데, 竹簡이 무려
1,167매가 출토되어 漢字學界는 물론 史學界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발
굴을 시작으로 四川靑川木牘(1979년)⋅甘肅天水放馬灘秦簡牘(1986년)⋅江陵岳
山秦簡牘(1986년)⋅湖北雲夢龍崗秦簡牘(1989년)⋅湖北江陵揚家山竹簡(1990
년)⋅湖北江陵王家臺秦簡(1993년)⋅湖北荊州關沮周家臺秦簡(1993년)⋅湖南湘
西里耶秦簡(2002년)⋅湖南嶽麓書院藏秦簡(2007년)⋅北京大學藏秦簡牘(2010
년)까지 10종의 秦簡이 연이어 출토되어 수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秦
문자의 실제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里耶秦簡은 21세기의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 중의 하나로 중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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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서 중국의 북방 西安에 兵馬俑이 있다면 남방 里耶에는 秦簡이 있다는
평이 내려질 정도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里耶秦簡에는
파손된 簡牘이 적잖이 섞여있지만 출토 당시 그 수량이 무려 38,000여매나 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재질과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 簡牘의 양이 상당하였다. 또한 墨
跡이 뚜렷하여 가독성이 높다.
里耶秦簡은 주로 秦代의 행정문서인데, 과거 다른 秦簡에는 볼 수 없었던 내용
을 많이 담고 있어 秦代의 역사⋅사회⋅문화⋅언어⋅문자 연구에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워낙 다량의 簡牘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정리 및 考釋 작업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2002년에 발굴된 里耶秦簡은 10여년의 정리 끝에
2012년에 이르러서야 《里耶秦簡(壹)》이라는 서명으로 그 일부가 출판되었다.1) 이
책이 출판된 이래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里耶秦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그 존재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
은 里耶秦簡을 한국의 중문학계에 소개하고, 里耶秦簡을 통해 볼 수 있는 한자 자
형의 변화과정, 里耶秦簡 이외의 현전하는 다른 자료에 보이지 않는 한자 등, 한자
학적으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凡例>
- 墨跡이 희미해 어떤 글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로 표시한다.
- 簡牘이 부서지거나 손상이 있는 곳은 로 표시한다.
- 殘劃에 근거해 추측한 글자는【 】안에 적어 넣었다.
- 현재 쓰이는 글자나 通假字는 ( ) 안에 적어 넣었다.
- 簡牘 일련번호 뒤의 ‘正’은 앞면을, ‘背’는 뒷면을 의미한다.
- ‘+’는 두 簡牘을 짜 맞추어 연결시킨 것을 의미한다.
- 참고서적의 초판 출판연도와 본 논문에서 인용한 서적의 출판연도가 다를 경
우, 초판 출판연도를 먼저 쓰고, 세미콜론(; ) 뒤에 본 논문에서 인용한 서적의
출판연도를 썼다. 즉, ‘1988; 2013’은 초판이 1988년에 출간된 책이고, 본 논문
에서는 2013년에 재출간된 서적을 사용하였음을 뜻한다.
1) 里耶秦簡은 출토 지층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앞으로 第五輯까지 출판될 예정이며, 기출
간된 第壹輯은 5⋅6⋅8층에 묻혀있던 簡牘을 정리하여 출판한 것이다. 湖南省文物考
古硏究所 編著 《里耶秦簡(壹)》(北京, 文物出版社,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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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따옴표(‘ ’)로 묶은 古代漢字字形 혹은 部件은 ‘이것’으로 읽는 것으로
상정하여 조사를 달았다.

II. 里耶秦簡의 발굴 경과와 簡牘 내용 소개
1. 里耶秦簡의 발굴 경과
현재 학계에서 말하는 里耶秦簡은 2002년 6월 湖南省 龍山縣 里耶鎭 里耶古
城遺址의 1號井(일련번호 J1)에서 발굴된 38,000여 매의 簡牘과 北護城壕의 11
號坑(일련번호 K11)에서 발굴된 51매의 簡牘을 일컫는다. 1號井 안에는 진흙과
당시의 폐기물이 뒤엉켜 쌓여있었는데, 총17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1층부터 4
층까지는 前漢시대, 5층에서 16층까지는 秦末, 17층은 戰國시대부터 秦代까지의
것으로, 里耶秦簡은 5층(지면으로부터 3.8m 깊이)부터 시작해 우물 바닥까지 분
포해있었다. 당시 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湘西土家族自治州文物處⋅龍山縣文物
管理所가 주체가 되어 초보적인 발굴을 진행했는데 5층에서 출토된 소수의 楚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秦簡이다.2)
里耶秦簡은 대부분이 竹簡이 아닌 木簡으로 구하기 쉽고 서사에 용이한 삼나무
와 소나무가 주류를 이루는데, 간혹 다른 나무를 사용한 것도 보인다. 형식과 규격
은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길이가 23mm, 너비가 1.4~5mm이고, 너비가
10mm 혹은 46mm이상인 것도 있어, 기록할 내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너비가 다
른 목재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里耶秦簡의 모든 簡牘은 붓에 먹물을 묻혀
목재에 쓴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다. 簡牘은
줄로 엮은 흔적도 보이는데 일단 서사 작업을 마친 후 줄로 엮었으며 그 반대의 경
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밖에 볼 수 있는 형태로는 아랫쪽은 평평하게 윗쪽
은 둥근 반원 형태로 깎고 먹으로 검게 칠한 후 그 위에 2개 내지 4개의 구멍을
2) 5층 簡牘 중 3正⋅3背⋅4正⋅4背⋅5正⋅5背⋅6正⋅6背⋅7⋅8正⋅8背⋅9正⋅9背⋅
10⋅33正⋅33背는 秦簡이 아닌 楚簡이다. 숫자 뒤에 正 혹은 背가 붙지 않은 簡牘은
한쪽 면에만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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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어 표지로 사용되는 팻말을 만들기도 하였다.

2. 里耶秦簡의 내용 소개
里耶秦簡의 주요 내용은 秦始皇25年(B.C. 222년)에서 秦二世2年(B.C. 208
년)까지 20여년의 기간 동안 洞庭郡 遷陵縣에서 쓰여진 행정문서이다. 이를 통해
遷陵縣의 정치체제⋅중앙정부 정책 강령의 전달과 집행⋅관직과 국가 기구의 설
치⋅행정 단위⋅인구와 민족구성⋅민족 대립⋅민사 분규의 처리⋅노예제도⋅토지제
도⋅조세제도⋅농업 및 특산물⋅창고 저장물자의 관리와 양식 및 급여의 배분⋅경
제상황⋅교통과 郵驛⋅聯絡船의 관리 및 설비의 추가 구입⋅병기 관리 및 배치⋅
범죄자의 기재 및 증감 원인⋅교육⋅의료 등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과 일반 백
성들의 생활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역사가 유구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전래된 고문
헌의 수량이 방대한데, 2,200여년 전에 쓰여진 秦代 遷陵縣의 地方誌라고도 할
수 있는 출토문헌 里耶秦簡은 후대의 수정을 거치지 않은 당시의 생생한 기록이기
에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里耶秦簡(壹)》에서는 里耶秦簡에 기록된
내용을 書傳類⋅律令類⋅錄課類⋅簿籍類⋅符券類⋅檢楬類⋅曆譜⋅九九術⋅藥
方⋅里程書⋅習字簡과 같이 11종류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里耶秦簡의 내용을 개괄
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3)
里耶秦簡 이전에 볼 수 있었던 출토문헌 중 秦의 행정문서는 睡虎地秦簡의 睡
虎地11號墓 南郡守騰의 문서가 유일했다. 里耶秦簡의 발견은 본래 충분하지 못했
던 秦史料에 많은 보탬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 睡號地秦簡과 상호 보
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컨대, 睡號地秦簡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律令條文과
범죄자의 죄상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 里耶秦簡은 범죄자가 어떠한 노
동으로 복역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4)
里耶秦簡의 행정문서는 고정된 형식이 있고 간결한 언어로 쓰여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李學勤(2003)이 2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里耶秦簡
행정문서에는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고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구를
3) 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 編著 《里耶秦簡(壹)》(北京, 文物出版社, 2012), 3쪽 참조.
4) 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 編著 《里耶秦簡(壹)》(北京, 文物出版社, 2012),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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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했고, 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의 경우 ‘敢言之’를, 동급의 관리에게 문서를 보
내는 경우 ‘敢告’를 썼다. 둘째, ‘인명 + 手’라는 어구가 자주 등장하는데 ‘手’는 ‘친
히’라는 의미이므로 작성자의 서명이다. 즉, 서명한 사람이 이 문서의 기록⋅필사
및 收發을 책임지고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欣手’⋅‘元手’⋅‘尙手’⋅‘兼手’ 등 많은
예들이 보인다.5)

Ⅲ. 里耶秦簡의 한자학적 가치
1. 隸變과 草化의 과도기적 모습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秦문자는 西周후기부터 통일제국 秦까지의 약600여년
동안 여러 서사 재료에 쓰여진 것이다. 약600여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秦문자
는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 簡牘에 쓰여진 글자에서 한자의 변화 과정인 隸變
과 草化가 잘 관찰된다. 물론 里耶秦簡의 문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里耶秦簡은
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하기 1년 전인 B.C. 222년부터 秦二世2年인 B.C. 208년까
지의 기록이 담긴 행정문서로 주로 古隸라는 서체로 쓰여졌다. 그러나 里耶秦簡에
쓰여진 문자에서는 전형적인 古隸뿐만 아니라 隸變 이전 단계인 秦篆의 형체와 草
書의 초기 형태도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한자학에서의 隸變과 草化의 개념을 간단
히 짚어보고, 더불어 里耶秦簡에서 보이는 隸變과 草化에 대해 논한다.
隸變은 戰國시대 중후반기에 秦나라에서 쓰였던 篆書體가 俗體의 영향을 받아
古隸와 八分으로 변천하는 것을 일컫는다.6) 즉 隸變은 篆書에서 隸書로, 古文字
에서 今文字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古隸는 秦부터 前漢시기 동안 八分이 형
5) 李學勤 <初讀里耶秦簡>, 《文物》 2003年 第1期, 74쪽 참조.
6) 과거에는 《說文》과 《漢書》의 기록에만 의거해 隸變이 秦始皇에 의해 六國이 통일된
후 비로소 나타난 변화라고 여겼다. 그러나 裘錫圭 등의 학자들에 의해 隸變은 戰國시
대 중후반기에 이미 秦나라를 포함한 六國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裘錫圭
《文字學槪要》(北京, 商務印書館, 1988; 2013), 76쪽 참조. 裘錫圭 《裘錫圭學術文
集》 第四冊 (上海, 復旦大學出版社, 2012), 8-18쪽 참조. 趙平安 《隸變硏究》(保定,
河北大學出版社, 1993; 2009), 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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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기 전까지의 隸書를 일컫고, 八分은 구조가 반듯하고 필획에 있어서 蠶頭雁尾
가 명확한 漢代의 隸書이다. 그러므로, 隸變의 과정은 篆書에서 古隸로 변하는 첫
번째 단계와, 古隸에서 八分으로 변하는 두 번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里耶秦簡
에서도

(遣, 8-123),

(以, 8-673背)와 같이 雁尾의 특

(壹, 8-767),

징을 지니고 있는 八分에 가까운 글자도 보이기는 하나, 주로 볼 수 있는 隸變은
그 첫 번째 단계이다. 아래의 표를 본다.
[표1]
小篆

秦篆

古隸

元

小篆

秦篆

古隸

8-284

8-1

6-1

8-164正

8-28

8-62正

8-156

8-2160

8-214

8-9

8-265

8-528

廷
8-653正

8-738背

死

廿
8-1518

8-39

史

言
8-105

8-269

吏

主
8-214

8-1517

報

年
8-1842

8-63正

之

治
8-62正

8-2475

春秋戰國시대의 秦金文이나 戰國시대의 秦璽印에서 볼 수 있는 篆書는 필세가
부드럽고 구불구불한 필획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에 비해서 古隸는 필획이 직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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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里耶秦簡에서는 전자에 가까운 자형과 후자에 가까운 자형
이 모두 보이는데, 물론 전반적인 추세는 隸化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표1]에 열거한 자형들은 동일한 글자이면서 里耶秦簡에 篆書로 쓰인 경우
와 古隸로 쓰인 경우가 모두 보이는 글자인데, 이와 같이 里耶秦簡은 隸變의 과도
기적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元字⋅廿字⋅言字에서 곡선으로 이
루어진 획이 직선으로 바뀐 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治字의 경우 水旁의 자형
이 ‘ ’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인 세 개의 점 ‘氵’으로 바뀌었다. 里耶秦簡에는 이처
럼 篆書風의 필법과 古隸風의 필법이 혼재되어 있어, 馬王堆漢簡⋅銀雀山漢簡과
같은 漢代문자에 비해 정형화된 隸書의 출현빈도가 낮은데, 이는 里耶秦簡의 문자
들이 隸變이라는 격렬한 변화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草化란 문자를 보다 빠르게 기록하고 서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략과 連筆을
이용하여 글자의 형태를 간략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식 書體로서의 草書는 漢代
에 이르러서야 성숙된 형태가 발견되지만 부분적인 草化 현상은 秦문자에 이미 보
이고 있으며 隸變과 마찬가지로 簡牘문자에서 주로 관찰된다. 草化 현상은 통일
전에 쓰여진 秦簡 자료에도 보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통일 후에 쓰여진 里耶秦
簡에서 더욱 빈번하게 보인다. 물론 시대적인 영향도 있지만 里耶秦簡에서 草化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로는 里耶秦簡이 행정문서라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裘錫圭(1988; 2013)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草書는 隸書의 보조
적인 역할을 하는 간단하고 편리한 字體로써 원고의 초안이나 통신문 작성에 주로
쓰였다. 관청의 佐나 史와 같은 부류의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초서의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종종 문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했으므로 草書와 같은 字
體는 그들에게 매우 유용했다.｣7) 또한 공문서에서는 일정한 틀의 문구를 자주 사
용하므로 자연히 반복해서 쓰는 어휘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
는 어휘를 草化의 서법으로 기록한 예가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里耶秦簡에 빈번
하게 출현하는 지명 ‘遷陵’은 대부분 草化해서 썼다.8)

7) 裘錫圭 《文字學槪要》: ｢草書是輔助隸書的一種簡便字體, 主要用於起草文稿和通信。
在草書形成的過程裡, 官府佐、史一類人大槪也起了很大作用。因爲他們經常需要起草
文書, 草書這樣的字體對他們最有用。｣(北京, 商務印書館, 1998; 2013), 92쪽.
8) 李蘇和 《秦文字構形硏究》(復旦大學博士學位論文, 2014), 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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里耶秦簡의 草化는

(癸, 8-1170)⋅

(半, 8-645背)⋅ (皇, 8-406)의 예

처럼 기본적으로 두 획 이상을 이어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수한 草化 서법으
로는 曷旁과 頁旁의 윤곽을 먼저 쓰고 가운데에 점을 찍거나 획을 줄여 쓴 예가
있는데,

(謁, 8-220)⋅

(頡, 8-529)⋅ (頃, 8-1519背) 등이 그러하다. 이

렇게 草化된 서법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일부 草化된 편방은 이미 형태가 고정된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工旁⋅皿旁⋅止旁⋅辵旁이 있다. 아래의 표를 본
다.
[표2]
古隸字形

草化字形

古隸字形

草化字形

8-757

8-496

8-94

8-768正

8-668正

8-1572

8-214

8-757

8-340

8-997

8-206正

8-1520正

8-419

8-1090

8-60

8-1484

工旁
(空⋅式)

皿旁
(監⋅盡)

止旁
(疑⋅武)

辵旁
(遣⋅道)

隸變과 草化는 秦사회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인구의 증가와 사회 발전에 따른 문
자사용의 빈도가 높아짐에 기인해 생겨난 변화이다. 隸變과 草化라는 2가지 변혁
을 거치면서 필획의 형태가 쓰기 편하게 변하였고, 구조가 간단해지면서 書寫가 빠
르고 편리해졌다. 더불어서 異體字가 증가하게 되어 秦문자 특유의 다양한 자형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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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說文解字》 미수록 字例 보충 및 오류 수정
《說文》은 許愼이 後漢 和帝 永元十二年(A.D. 100년)에 집필하기 시작하여 20

여년의 시간에 걸쳐 완성한 책으로, 당시 학자들이 규범화되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한자를 남용하던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 편찬하게 되었다. 漢代의 한자는 隸變
을 거친 후, 초기형태에서 많은 변형을 겪어 본래 한자가 지니고 있던 本義를 파악
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許愼은 小篆을 표제자로 삼고 한자의 初形本義를 밝히
고자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說文》 집필 이전에 쓰여진 출토문헌이 속속 발굴되면서 《說
文》이 과거 학자들이 맹신했던 만큼 완벽한 저작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글자 분석에 적잖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先秦시기에 사용된 글자를
수록하지 않은 예도 상당하다. 《里耶秦簡(壹)》에만 근거해 보아도, 《說文》에 보이
지 않는 글자가 무려 99字이다.9) 다음과 같다.
菽
簿
住 佐 仗 傰

卌
樺

鞫

郩

裚

帮 俉
懭 池

鐶

鱸

軴

忑10)
이중

⋅ ⋅ ⋅卌⋅鞫⋅ ⋅ ⋅ ⋅佐⋅傰⋅ ⋅ ⋅ ⋅

14字는 馬王

堆漢簡과 銀雀山漢簡에서도 발견되므로, 秦漢시기에 비교적 널리 사용되었던 글자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글자도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許愼은 비
교적 가까운 시기에 사용되었던 한자도 총망라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차후
《里耶秦簡(貳)》가 출간된다면 이러한 字例가 더욱 많이 발견될 것이다.

9) 《說文》과 《里耶秦簡(壹)》의 대조 과정에서 蔣偉男(2015)에 일부 착오가 있음을 발견
하였다. 그는 《說文》에 수록되어 있는 ⋅ ⋅ ⋅ 4字를 미수록 글자로 분류하였
는데, 이는 오류이다.
10) 이중 (5-1)⋅ (5-33正)⋅ (5-5)⋅ (5-9正)⋅忑(5-5正) 5자는 楚系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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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里耶秦簡을 통해 《說文》에 미수록된 글자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里耶秦簡의 자형과 《說文》 小篆體가 일치하지 않는 字例를 통해 《說文》의 오
류를 수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어서 구체적인 실례로
서 寡字⋅鬼字⋅遣字를 살펴본다.

1) 寡
[표3]

A 寡子卣

B 毛公鼎

C 中山王鼎

D 郭店楚簡
魯穆公問子思4

E 馬楙編鎛

F 睡虎地秦簡
爲吏之道2叄

G 里耶秦簡
8-1236

H 嶽麓書院藏秦簡
1585正

I 馬王堆簡帛
陰陽五行 甲篇6

J 熹平石經
詩經 小宛

K 《說文》小篆

許愼은 小篆體(K)에 근거하여 宀旁과 頒旁의 결합으로 보았는데, 頒字에는 ‘나
누어 주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寡字의 의미를 ‘적다(少也)’라고 풀이하였다.11) 그
러나 里耶秦簡의 寡字는 G와 같은 형체로 宀旁의 아래가 《說文》 小篆처럼 頁旁
과 分旁의 결합이 아니다.
寡字의 초기 자형은 西周 중후반기의 金文에서 볼 수 있는데 A와 B처럼 宀旁
아래에 頁旁이 있는 형태로 집안에 한 사람이 서있는 모양이다. 林義光(1920)은
집안에 한사람이 홀로 있으니, ‘홀아비(鰥寡)’가 이 글자의 本義라고 보았다.12) 黃
11) 《說文》: “寡, 少也。從宀, 從頒。頒, 分賦也, 故爲少。”
12) 林義光 《文源》(福州, 林氏寫印本, 1920), 卷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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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寬(2003)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A의 아랫부분을 頁旁이 아니고 顧字
의 象形初文으로 보았다. 그는 寡字와 顧字의 상고음은 모두 見母魚部에 속하므
로 寡字는 顧旁에서 소리를 얻는 형성자로 풀이하였는데,13) 寡字과 顧字의 《切
韻》음운지위는 각각 見母馬韻合口二等上聲과 見母暮韻合口一等去聲이고, 鄭張尙
芳(2003)의 상고 재구음은 *kʷraːʔ과 *kʷaːs이다.14) 즉, 寡字과 顧字는 상고음이
매우 가까우므로 黃德寬(2003)의 설은 음운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A의 아
랫부분을 顧字의 象形初文으로 볼 수 있는지는 더 많은 증거가 수집되기 전까지
일단 보류하여 둔다.
戰國시대에 이르러 秦문자를 제외한 晉系(C)⋅楚系(D)⋅齊系(E) 문자에서는
모두 宀旁이 생략되고 아랫부분에 장식부호 ‘ ’이 추가되었다. 里耶秦簡의 寡字는
西周金文 자형의 특징인 宀旁과 六國문자 자형의 특징인 ‘ ’의 간화 형태 ‘八’을
결합해 G와 같이 썼다. 이외에 다른 秦簡에서도 寡는 里耶秦簡과 같은 자형으로
쓰는데 F와 H가 그러하다. I처럼 前漢시대까지는 秦代의 자형을 그대로 보존하여
썼지만 後漢에 이르러서는 J처럼 頁旁의 아랫부분이 刀字로 訛變이 되어 장식부호
‘八’과 합쳐져 分字처럼 쓰게 되었다. 이에 季旭昇(2004)은 《說文》 小篆은 사실상
後漢시기에 성립된 자형이라고 지적하였다.15)

13) 黃德寬 <關於古代漢字字際關係的確定>, 《中國文字硏究》 第4輯 (南寧, 廣西敎育出
版社, 2003), 276-277 쪽 참조.
14) 鄭張尙芳 《上古音系》(上海, 上海敎育出版社, 2003).
15) 季旭昇 《說文新證》 上冊 (臺北, 藝文印書館, 2004), 6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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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鬼
[표4]

A 甲骨文合集
7153正

B 甲骨文合集
14289

C 鬼作父丙壺

D 上博楚簡(三)
恒先3

E 上博楚簡(五)
鬼神之明4

F 候馬盟書
3.19

G 陶文圖錄
3.605.4

H 陳 簋蓋

I 里耶秦簡
8-683

J 馬王堆簡帛
繆和64

K 曹全碑

L 《說文》小篆

許愼은 小篆體(L)에 근거하여, 귀신 머리모양의 윗부분과 사람 형태의 아랫부분
에 厶旁이 결합된 글자로 분석하였다.16) 그러나 里耶秦簡에 보이는 모든 鬼字는
厶旁이 없다. 里耶秦簡의 鬼字는 모두 I와 같은 구조이며, 人旁의 오른쪽 필획에
‘つ’ 모양의 곡선이 붙어 있을 뿐 厶旁은 찾아볼 수 없다. 小篆의 厶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鬼字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商代 갑골문(A⋅B)과 西周중기 金文(C)은 모두

旁에 人旁을 결합한 형태로

쓴다. 戰國시대에도 G(齊系)처럼 商周문자의 전통을 이은 자형이 보이지만, 동시
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人旁에 가로획을 그은 자형(D, 楚系)도 보이고, E(楚
系)⋅H(齊系)와 같이 鬼神類를 나타내는 示旁을 덧붙여 《說文》 古文 ‘ ’과 유사
하게 쓰기도 하였으며, F(晉系)처럼 발가락을 의미하는 ‘ ’을 붙이기도 하였다. 戰
國시대의 秦과 통일 후의 秦에서 쓰였던 鬼字는 타지역과 다른 특유의 서법을 보

16) 《說文》: “鬼, 人所歸爲鬼。从人, 象鬼頭。鬼陰氣賊害, 从厶。凡鬼之屬皆從鬼。 ,
古文從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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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데,17) 鬼字 및 鬼旁을 따르는 글자들은 그 형체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ㄱ:

(鬼) 睡虎地秦簡⋅日書乙種187
(鬼) 六年上君郡守間戈

ㄴ:

ㄷ:

( ) 秦印

(鬼) 里耶秦簡8-683
(醜) 秦代印風89
( ) 古璽彙編5489

(醜) 珍秦齋古印展63

ㄱ類는 人旁 오른쪽 필획에 ‘つ’ 모양의 곡선을 추가한 형태이다. 이는 아마도 F
에 보이는 발가락을 의미하는 ‘ ’이 변한 것일 것이다. ㄴ類와 ㄷ類는 秦印문자에
서만 볼 수 있는 서법인데, ㄴ類에 보이는 ‘△’과 ㄷ類에 보이는 刀旁 모두 ㄱ類의
‘つ’ 모양의 곡선이 鬼字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형성된 것임이 자명하다. ㄴ類의
‘△’과 ㄷ類의 刀旁처럼 본래 필획의 일부분이었는데, 독립된 部件으로 분리된 예는
한자의 변천 과정에서 적지 않게 보인다. 예를 들어 도마의 측면을 상형해 만든 俎
字를 西周중기의 三年 壺에서는 ‘
는‘

’과 같이 썼으나, 後漢시기의 熹平石經에서

’과 같이 썼다. 또한 고대인이 살던 움집 모양의 거주지와 출입구에 연결된

통로를 상형해 만든18) 良字를 갑골문에서는 ‘ ’과 같이 썼고, 戰國시대 齊系문자
에서는 ‘ ’과 같이 썼지만, 睡虎地秦簡에서는 ‘ ’과 같이 윗부분을 분리해 ‘口’와
같은 형태로 썼다. 孫字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손이 실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를 바라는 뜻을 담아 商代의 乃孫作且己鼎에서는 ‘ ’과 같이 糸旁을 子旁의 팔에
붙여 썼으나 漢印에서는 ‘

’과 같이 분리해 쓰면서 子와 系의 결합으로 변하였다.

17) 李蘇和 《秦文字構形硏究》(復旦大學博士學位論文, 2014), 330쪽 참조.
18) 徐中舒 <怎樣硏究中國古代文字> 《古文字硏究》 第15輯 (北京, 中華書局, 1986), 4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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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代의 鬼字는 ㄱ類와 ㄴ類 두 가지 서법을 계승해서 썼는데(J⋅K), 前漢시기
에는 ㄱ類의 서법대로 J와 같이 썼고, 後漢시기에는 ㄴ類의 서법대로 K와 같이 썼
다. 後漢시기의 孔彪碑에서는 魂字를 ‘
‘

’과 같이 썼고, 樊敏碑에서는 魏字를

’과 같이 썼는데, 두 글자가 따르는 鬼旁이 모두 ㄴ類의 서법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說文》 小篆 鬼字는 사실상 後漢시기에 널리 쓰이던 隸書의
자형을 篆化시킨 것이지, 결코 진정한 秦문자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3) 遣
[표5]

A 甲骨文合集
3034

B 甲骨文合集
31937

C 班簋

E 小臣 簋

F 大保簋

G 郭店楚簡
語叢四21

I 馬王堆簡帛
戰國縱橫家書11

J 張景碑

K 《說文》小篆

許愼은 小篆體(K)에 근거하여 辵旁과
를 얻는다고 풀이하였다. 또한

19) 《說文》: “遣, 縱也。從辵,

鐘

H 里耶秦簡
8-419

旁의 결합으로 보았고,

旁에서 소리

字는 小篆體 ‘ ’에 근거해 臾旁과

旁의 결합으

로 분석하였다.19) 그러나 里耶秦簡의 遣字는 H와 같은 형체로
臾字가 아니며 아랫부분은

D

旁의 윗부분이

旁과 口旁의 결합이다.

聲。”《說文》: “ ,

商, 小塊。從 , 從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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遣字의 초기 자형은 갑골문에서부터 보이는데

旁과

旁의 결합(A)으로, 군대

( )를 옮긴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 혹은 口旁을 밑에 추가(B)하기도 하였다.20)
西周 초중기의 金文에서는 ‘움직이다’⋅‘파견하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走旁 또
는 辵旁을 덧붙여 썼으며(C⋅D), 西周 후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갑골문과 같이
간략한 자형으로 쓰기도 했다(E⋅F). 楚系(G)는 商周문자와 사뭇 다른 서법을 보
이는데,

旁을 생략하고 辵旁⋅ 旁⋅ 旁을 결합하여 썼다.

(허물 건 qiān)旁

은 소리부호인 것으로 보인다.
秦문자는 商周문자의 전통을 비교적 잘 계승해 辵旁⋅ 旁⋅ 旁⋅口旁의 결합
으로 썼지만

旁이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訛變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前漢시기에는 秦문자와 거의 같은 서법을 유지했으나 口旁이 사라졌다(I). 현전하
는 前漢시대 이후의 遣字 중에서는 口旁을 따르는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리고 後漢시기에 이르러 후대의 楷書와 거의 유사한 자형이 형성되었다(J).
이와 같이 현전하는 모든 遣字의 자형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說文》 小
篆體(K)과 동일한 자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K가 따르는 臾旁은 I와 같은 자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旁은 H와 같은 秦문자에서

旁 밑에 口旁을 썼던 것을

하나의 部件으로 오인하여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0) 季旭昇 《說文新證》 上冊 (臺北, 藝文印書館, 2004), 1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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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문자자료에 보이지 않는 字形
[표6]2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A) [ ]8-1206: ｢涪陵新里公士 。｣
(B) [ ]8-169: ｢隸□ 爲獄行辟書彭陽｣
(C) [ ]8-1839: ｢ 手｣
(D) [ ]8-348: ｢ 手｣
(E) [ ]8-487: ｢ 手｣
(F) [ ]8-565: ｢佐 四甲｣
(G) [ ]8-1656: ｢ □使小隸臣 。｣
(H) [ ]8-1608: ｢ 田官 ｣
(I) [ ]8-761: ｢發弩繹、尉史過出貣罰戍士五(伍)醴陽同 祿。｣
(J) [ ]8-907: ｢庫建、佐般出賣祠 餘徹酒二斗八升于□ ｣

21) 이상 23字 중, ⋅ ⋅ ⋅ 4字는 고문자 출토자료나 현존하는 字書나 字典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全字庫(http://www.cns11643.gov.tw)에 동일한 자형이 수록되어
있다. 全字庫에서 제공하는 이 4字의 출처를 보면 모두 CJK Unified Ideographs
Extension B(한중일 통합한자 확대 B)이거나 중화민국 내무부의 호적 행정사무에 쓰
이는 글자이다. 즉, 현대인의 이름에 쓰이는 僻字이고, 里耶秦簡과는 시간적 격차가
크기에, 同形異字로 판단하여 [표6]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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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8-570: ｢敢之言其其□務 ｣
(L) [ ]8-1435背: ｢佗佗佗人
(M) [ ]8-1913: ｢

｣

(N) [ ]8-1913: ｢

｣

釗｣

(O) [ ]8-1437: ｢昌昌武鄕 何故有何有有有有有□有買｣
(P) [ ]8-219+8-310: ｢無把拔 何可苛阿履手手手｣
(Q) [ ]8-461正: ｢曰 曰荊｣
(R) [ ]8-1290: ｢恒 (服)藥 日, 雖久病已。｣
(S) [ ]8-1284: ｢ 面相

, 毋同産 ｣

(T) [ ]8-756: ｢令曰: 吏僕、養、走、工、組織、守府門、 匠及它急事不可
令田”
(U) [ ]8-2019背: ｢ 鞅｣
(V) [ ]8-707: ｢□罰□⋅ □伏狀 ｣
(W) [ ]8-566: ｢吳 鉉｣
里耶秦簡에서 보이는 이상 23字는 지금까지 출토된 고대한자자료와 현존하는 字
書 및 字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글자이다. 대부분이 人名⋅地名⋅神祇名으로 쓰인
글자이고, 혹은 글자 연습을 한 習字簡에 보이는 글자이다.
⋅ ⋅
됐으며,

8字(A~H)는 人名이고,

⋅ ⋅ ⋅ ⋅ ⋅

字(I)는 地名인 同 의 구성 글자로 사용

字(J)는 제사의 대상인 神祇名으로 쓰였다.

⋅ ⋅ ⋅ ⋅ ⋅

6

字(K~P)는 習字簡에 보이는데, 동일 글자를 반복해서 쓰거나 같은 편방을 포함한
글자 또는 자형이 비슷한 글자를 연습 삼아 쓴 것으로 보인다.
字(Q)에 대해서는 몇 가지 異說이 있다.

字가 보이는 里耶秦簡 8-461正에

는 ‘曰甲曰乙’과 같은 형식의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甲을 乙로 바꿔 부르라
는 의미이다. 즉, ‘曰 曰荊’은 예전에는 ‘ ’라 칭했지만 지금은 ‘荊’이라 칭한다는
뜻으로, 이

字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張春

龍⋅龍京沙(2009)는 ‘吳地’를 일컫는 吳字로 읽었고,22) 邢義田(2012)은 고대 문
22) 張春龍⋅龍京沙 <湘西里耶秦簡8-455號>, 《簡帛》(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12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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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나 기물의 銘文에 자주 보이는

字 또는

字로 읽고, 그 뜻을 ‘위배되다(逆

也)’라고 풀이했다.23) 游逸飛(2013)는 楚字로 읽었는데, 五字⋅午字⋅楚字는 상
고운부가 모두 魚部에 속하는 글자로 서로 상고음이 통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8-461正 목판에 楚字를 쓰지 않은 이유는 秦莊王의 이름이 子楚였기 때문에 피휘
한 것이라고 하였다.24)
游逸飛(2013)에 따르면 ‘曰 曰荊’를 ‘曰楚曰荊’로 읽고, ‘楚’를 ‘荊’으로 바꿔 부
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子楚의 피휘로 해석하면 매우 자연스럽
다. 다만 游逸飛(2013)는 五字⋅午字⋅楚字의 운부만 언급하였는데, 이는 五字⋅
午字는 疑母字이고 楚字는 初母字라서, 전통 성운학으로 이 성모 관계를 도저히
해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楚字는 疑母字인 疋(바를 아 yǎ)字에서
소리를 얻기에 鄭張尙芳(2003)은 그 상고음을 *sŋʰraʔ로 재구하였다. 五字와 午字
의 상고음은 모두 *ŋaːʔ이므로 이들의 상고 성모는 모두 비음 성분을 가지고 있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25) 즉,

字는 五旁과 午旁에서 소리를 얻는 兩聲字로 볼

수 있으며, 楚字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字(R)는 8-1290에 보이는데, 服字의 이체자인 것으로 보인다. 《馬王堆漢墓
帛書⋅五十二病方》 238에 ｢恒服藥 日, 雖久病□｣라고 하였는데,26)

이를

8-1290의 ｢恒 藥 日, 雖久病已。｣과 비교하면 자명하다.
字(S)는 8-1284에 보이는데, ｢面相

, 毋同産｣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얼

굴생김을 표현하는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다.
字(T)는 ‘ 匠’이란 단어의 구성자로 쓰였는데, 어떠한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
으로 보이나, 확실히 무슨 뜻인지는 알기 어렵다.
字(U)와

字(W)가 포함된 簡文은 너무 짧고,

字(V)가 포함된 簡文은 墨

跡이 희미한 글자가 많이 있어 현재로서는 그 뜻을 알기가 매우 힘들다.

23) 邢義田 <｢手、拌｣、｢曰 曰荊｣與｢遷陵公｣― 里耶秦簡初讀之一> 武漢大學簡帛硏究
中心簡帛網(http://www.bsm.org.cn), 2012. 5. 7.
24) 游逸飛 <里耶8-461號｢秦更名方｣選釋> 武漢大學簡帛硏究中心簡帛網 (http://www.
bsm.org.cn), 2013. 8. 1.
25) 鄭張尙芳 《上古音系》(上海, 上海敎育出版社, 2003).
26)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編 《馬王堆漢墓帛書(肆)》(北京, 文物出版社, 1985), 五十
二病方圖版 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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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秦文字의 보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字形
秦문자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王輝(2008)는 그의 논문집에서 秦문자의 7가지
특징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첫째, 六國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戰國시대의 秦
문자는 西周 및 春秋시대의 문자를 많이 계승하였으며 변화가 적었다. 둘째, 六國
문자와 비교하여 봤을 때, 秦문자는 지역 색채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셋째, 六
國문자에 비해 秦문자는 이체자가 적다. 넷째, 장식성을 띤 필획이 적다. 다섯째,
과도하게 簡化되지 않았다. 여섯째, 과도하게 繁化되지 않았다. 일곱째, 둥글고 부
드럽게 돌려쓰던 필획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선화되고 각 지게 꺾어 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27) 이 일곱 가지 특징 중 첫 번째가 바로 秦문자의 보수성을 말
하고 있는데, 이는 秦이 周왕조의 옛 땅에 건립되었고 서쪽의 편벽한 곳에 위치하
고 있어 상대적으로 六國문자에 비해 西周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秦문자의 보수성은 里耶秦簡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앞에서 언급
했던 寡字의 경우, 戰國시대 六國문자는 모두 宀旁을 생략하였으나 秦문자는 商周
문자의 전통을 이어 宀旁을 유지하였다. 또한, 商周문자 중에 六國문자에서는 사
라져버렸는데, 秦문자에서만 계속 사용된 예도 있다.28) 里耶秦簡에도 그러한 예가
몇 보이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논한다.

27) 王輝 <秦文字在漢字發展史中的相對位置>, 《高山鼓乘集: 王輝學術文存二》(北京, 中
華書局, 2008), 202-203쪽 참조.
28) 李蘇和(2014)는 西周문자와 秦문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戰國시대 六
國문자와는 자형이 일치하지 않으나 秦문자와는 일치하는, 즉 秦문자가 西周문자의 전
통을 보존한 예를 들어 다량의 예시를 통하여 논의하였다. 李蘇和 《秦文字構形硏究》
(復旦大學博士學位論文, 2014), 21-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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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甲骨文

里耶秦簡

A

甲骨文

里耶秦簡

甲骨文合集
18220

8-78背

B

甲骨文合集
6648正

6-1

花園莊東地
甲骨102

8-1520正

C

(A) [ ]6-1: ｢小吏 有□｣
(B) [ ]8-78背: ｢ 辛酉水下盡, 隸臣 以 ｣
(C) [ ]8-1520正: ｢其十二人爲輿: 獎、慶忌、 、 、船、何、冣、交、
頡、徐、娃、聚｣
이상 3字는 갑골문에는 보이나, 현존하는 金文이나 六國문자에는 보이지 않는
글자이다. 그런데 秦문자 자료 중에서도 里耶秦簡에서만 보이는 예이다.29)
(B)와

字

字(C)는 갑골문과 里耶秦簡문자의 편방 위치가 같지 않으나, 고대 한자

에서는 편방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구조로 간주할 수 있다.
갑골문에서
쓰였다.31)

字(A)는 方國名으로 쓰였고30),

字(B)는 族名 또는 地名으로

字(C)는 1991년 殷墟花園莊東地甲骨이 발굴되고 2003년 그 자료

가 정리되어 출간된 후에나 알려진 글자로서 이전의 다른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았

29) 이에 해당되는 예로 ‘ ’(甲骨文:

京津2936, 里耶秦簡:

8-1584)을 포함하기도

하였으나 孫海波(1974)가 摹寫한 의 《戰後京津新獲甲骨集》에 실린 甲骨拓本 原本
을 찾아 대조한 결과, 孫海波의 摹寫에 확실한 문제가 있고, 李宗焜(2012)이 摹寫한
이 가장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李宗焜과 劉釗⋅洪颺⋅張新俊(2009)은 이 글자를
‘ ’로 隸定하였는데 매우 타당하다.
30) 趙誠 《甲骨文簡明詞典：卜辭分類讀本》(北京, 中華書局, 2009), 156쪽 참조.
31) 孟世凱 《甲骨文辭典》(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9), 4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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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인데,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2003)는 이 글자를 질병 혹은 재앙과 관
련된 글자라고 판단하였으며,

字(C)에서 鬼旁을 소리부호로 보고 憒(심란할 궤

kuì)字로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32) 憒字와 鬼字는 상고 운부가 모두 微部에 속
하고, 성모도 모두 연구개 파열음 계열이므로 이 설은 音理上 가능하다. 그러나,
里耶簡文에서

(A)⋅ (B)⋅ (C) 3字는 모두 人名으로 쓰였기 때문에,33) 후

대의 어떤 글자에 해당하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 차후 더 많은 관련 자료가 수
집되기를 기대하며 이 3字의 고석은 보류하여 둔다.
[표8]
金文

里耶秦簡

A

金文

里耶秦簡

毛公鼎

8-1210

宋君夫人鼎蓋

8-410

B

諆爵

8-4

C

D

妶父乙簋

8-682正

(A)[ ]8-4: ｢ 【士】五(伍) 文召豕。｣
(B)[ ]8-1210: ｢

赤約一｣

(C)[ ]8-682正: ｢ 、嗛、涓、姣、隋、澍、支、章辨、【弟】 ｣
(D)[ ]8-410: ｢【革】□二。金 鐶四。□□【別】□□ ｣
이상 4字는 西周 및 春秋시대의 金文에는 보이나, 戰國시대의 六國문자에는 보
이지 않는다.

字(A)와

字(B)의 경우, 里耶秦簡 외에도 睡虎地秦簡과 嶽麓書

院藏秦簡에서도 발견된다. 睡虎地秦簡의 서사시기는 秦昭襄王五十一年(B.C.256)

3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編著 《殷墟花園莊東地甲骨》(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3),
1599쪽 참조.
33) 陳偉 《里耶秦簡牘校釋(第一卷)》(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2), 17쪽⋅57쪽⋅237
쪽⋅3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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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秦始皇三十年(B.C.217)까지이고, 嶽麓書院藏秦簡의 서사시기는 秦王政元年
(B.C.246)에서 秦始皇三十五年(B.C.212)인데 모두 里耶秦簡보다 이른 시기에
기록된 내용이다. 여러 秦문자 자료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字(A)와

字(B)는 당시 秦에서 널리 사용되던 글자로 보인다.
字(A)는 西周초기의 金文인

諆爵의 銘文에서는 人名으로 쓰였고, 里耶秦

簡에서는 索字로 읽혀 縣名으로 쓰였다. 睡虎地秦簡에서

字는 역시 索字로 읽

혀 ‘구하다(求)’⋅‘다하다(盡)’⋅‘비다(空)’의 뜻으로 쓰였으며 혹은 《說文》에서 풀이
한대로 ‘집으로 들어가 수색하다(入家搜也)’34)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다.35)
字(B)는 西周후기의 金文인 毛公鼎의 銘文에서 踵字로 읽는다. 踵字는 본래
사람의 발꿈치를 의미하는데, 陳初生(2004)은 毛公鼎에서 踵字가 수레 뒷부분의
하단을 가로지르는 나무를 뜻하는데, 그 위치가 마치 사람의 발꿈치와 같아 붙여진
명칭이라고 하였다.36) 睡虎地秦簡의

字도 踵字로 읽으며, 본래의 의미로 쓰이

기도 하였고, 혹은 動字로 통가되어 쓰이기도 하였다.37) 嶽麓書院藏秦簡의

字

도 踵字로 읽으며, 사다리꼴의 윗변이라는 뜻으로 쓰였다.38) 里耶秦簡에서는 해당
簡牘이 잔결되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字(C)는 西周초기의 金文인

妶父乙簋의 銘文과 里耶秦簡에서 모두 人名

으로 쓰였다.
字(D)는 春秋후기의 金文인 宋君夫人鼎蓋의 銘文에서 盂字로 읽는다. 盂는
고대의 왕과 귀족들이 제사⋅상례⋅연회를 진행할 때 조리에 사용했던 기물이다.
그릇이라는 뜻을 지닌 皿旁을 재질을 나타내는 金旁로 바꾸어 썼음을 알 수 있다.
里耶秦簡에 보이는

字 역시 盂字로 읽는다.39)

34) 《說文》: ｢ , 入家搜也。從宀索聲。｣
35)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 《睡虎地秦墓竹簡》(北京, 文物出版社, 1990; 2001),
27⋅151⋅174쪽 참조. 尹在碩 譯 《睡虎地秦墓竹簡譯註》(서울, 소명출판, 2010;
2011), 97⋅197쪽 참조.
36) 陳初生 《金文常用字典》(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4), 143쪽 참조.
37)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 《睡虎地秦墓竹簡》(北京, 文物出版社, 1990; 2001),
160-161쪽 참조.
38) 朱漢民⋅陳松長 主編 《嶽麓書院藏秦簡(貳)》(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1), 67쪽
참조.
39) 본 논문에서 언급한 청동기 명문에 대한 이해는 다음을 근거하였다. 殷周金文曁靑銅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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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말
2002년 湖南省 龍山縣 里耶鎭에서 발굴된 里耶秦簡은 21세기의 중요한 고고
학적 발굴 중 하나로 秦代의 역사⋅사회⋅문화⋅언어 및 문자의 실체를 여실히 보
여주고 있는 행정문서이다. 里耶秦簡은 이전에 발굴됐던 그 어떤 秦簡보다도 수량
에 있어서 압도적인데, 그만큼 秦문자 연구에 있어 더없이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里耶秦簡의 발굴 경과와 里耶秦簡에 담긴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
고, 里耶秦簡의 한자학적 가치를 넷으로 나누어 이와 관련된 여러 字例에 대해 논
의를 전개하였다. 里耶秦簡의 첫 번째 한자학적 가치는 한자의 중요한 서체 발달
과정인 隸變과 草化의 과도기적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里耶秦簡에 보이는 隸變과 草化의 양상⋅기인 및 영향에 대해 논하였다. 두 번째
가치는 《說文》에 수록되지 않은 先秦문자를 파악하고, 《說文》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 보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里耶秦簡에서 《說文》에 미수
록된 99개의 글자를 찾아내 정리하고, 寡字⋅鬼字⋅遣字를 예로 들어 《說文》 小
篆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세 번째 가치는 다른 문자자료에 보이지 않
는 글자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예로 23자를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논의를 덧붙였다. 네 번째 가치는 秦문자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字例가
보인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秦문자의 보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증거로 戰國
시대 六國문자에는 보이지 않는 7字를 예로 들어 이 글자들이 商周 및 春秋시대의
문자와 秦문자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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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里耶秦簡包括出土於湖南省龍山縣里耶古城遺址一號井的三萬八千餘枚和
二零零五年十二月出土於北護城壕十一號坑中的五十一枚簡牘。簡牘材質多爲
取材方便，易於加工的杉、松。簡文大多屬於秦朝洞庭郡遷陵縣遺留的公文檔
案，年代爲秦始皇二十五年(西元前222年)至秦二世二年(西元前208年)，數
量龐大，內容豐富，是一部重要史料，對我們瞭解當時的社會經濟有很大的用
處。
本論文簡略介紹其出土過程及所記載的內容，接著對簡文上的若干字例展
開論述。里耶秦簡文字在古文字研究方面的價值巨大: 其一，它如實呈現隸變
和草化的過程，因此本論文試探該秦簡的隸變和草化現象。其二，它收錄許多
未見於《說文》的先秦古文字，並且部分字例可用於修改《說文》的誤謬，因此本
論文試探‘寡’、‘鬼’、‘遣’三字的《說文》小篆字體問題。其三，它收錄一些未見於
其他文字資料的古文字，其數量共二十三例，因此本論文試探其字形與用法。
其四，它呈現出秦文字的保守面貌，因此本論文透過若干字例對其保守性進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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討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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