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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후기 리차비 문자는, 전형적인 굽타 문자를 사용했던 5-6세기를 
지나, 대략 7세기경에 등장한다. 넓은 의미에서 후기 리차비 문자도 굽타 
문자의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를 다르게 명명하
고 자형의 분석을 요할 만큼 고유의 특이성을 갖는 문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자의 특징은 소위 길깃/바미얀 2형의 문자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후기 리차비 문자는 간다라 지역부터 네
팔과 티벳 등지의 넓은 북인도 지역들에 유포되고 사용되었던 길깃/바미얀 
2형의 문자로부터 직접 파생되었을 수도 있다. 그만큼의 유사성을 보여주
기도 하지만, 고유의 특징들도 보여주고 있다. 이전 시대보다 필획들이 길
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둥근 곡선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글자 머리
선이나 모음의 표시에서 두드러진다. 머리선은 둥글게 표현되면서 후대에 
등장하게 되는 갈고리 문자의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 

이 문자는 아직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오랜 네팔 필사본들을 포함
해, 초기 중세의 고문헌과 비문을 해독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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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네팔에 현존하는 고층(古層)의 필사본 가운데는 리차비(Liccha-
vi) 후기에 등장하는 특정 문자 형태로 기록된 것이 상당수에 이른

다1). 이 문자는 리차비 전반기에 주로 사용되었던 굽타 문자와 확

연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산더(L. Sander)가 ‘길깃/바미얀 2
형2)’이라 명명했던 문자와 일정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

는 여기서 이 문자를 ‘후기 리차비(Late Licchavi) 문자’라고 칭하

고 있는데, 이는 이 문자들이 보통 후기 리차비 시대3)라고 부르는 

1) NGMCP(Nepal-German Manuscript Catalogue Project)의 카탈로그에서 

제공하는 있는 바, 리차비 문자로 작성된 문헌들은 대략 27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들은 아마도 대개 후기 리차비 문자로 작성된 것이며 

패엽사본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문헌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문헌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완전히 동일한 문자 형태로 

작성된 필사본들은 아닐 것이다. 최근 NGMCP의 검색조건은 다시 변경된 듯 

보이는데, 본래 문자유형 검색 조건 가운데 ‘Licchavi’ 선택 조건이 있었으나, 
이것 대신 현재는 ‘Transitional Gupta’가 사용되고 있다. 이 조건으로 인한 

검색 결과도 27건으로 동일하다. 필자가 추측컨데, 이같은 변경은 

‘Transitional Gupta’라는 표현이 Licchavi를 포함한 더 많은 문자 형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조건으로 이런 표현을 선택한 듯 보인다. 
2) Gilgit/Bamiyan-Typ Ⅱ. 이 문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ander(1968) pp. 

141-161 참조.
3) 네팔학자들이 리차비 시대를 대략 300에서 879년까지를 본다면(Slusser 

1982:42-43), 후기 리차비는 7세기에서 9세기경으로 본다. 후기 리차비를 

post-licchavi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다소 잘못된 표현으로 본다. 
post-licchavi라는 단어는 초기 말라(Malla)시대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일 초기 말라 시대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transitional period’를 

선호한다. 또한 Slusser(1982:394-395)는 전후기(pūrva / uttara) 리차비 

문자를 나누는 기준으로 7세기초 앙슈바르만(Aṃśuvarman) 시대의 문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후기 리차비 문자가 유통된 시기는 대략 9세기 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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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기에서 9세기경 네팔에서 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

적은 이 문자가 어떤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를 밝히는 동

시에, 각각의 자모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문자로 작성된 필사본이나 비명(碑銘)의 접근을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필자는 여기서 후기 리차비 시대에 속하면서도 연대가 확정된 

필사본들과 비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문으로는 파탄 

가이리다라(Gaihrīdhārā: 이하 GA) 출토의 나렌드라데바(Narend-
radeva) 비문(saṃvat 83/ CE 659)을4), 필사본으로는 네팔 국립문

서실에 보관된 스깐다뿌라나(Skandapurāṇa: 이하 SP)5)와 케이셔

(Kesar) 도서관에 보관된 수슈르따상히따(Suśrutasaṃhitā: 이하 S
ŚR)6) 두 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다.
이 세 가지의 일차 자료는 적어도 필자가 모두 직접 경험한 것

4) 7세기 중반, 후기 리차비 문자의 초기 형태를 잘 보여주는 비문으로 현재 이 

비문은 파탄 더르바 광장 박물관 내의 전시실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다른 

비문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가장 왼쪽에 전시된 이 비신(碑身)의 크기는 

대략 폭44센티에 길이 130센티이며 실제 전체 비문(碑文)은 40센티에서 

70센티 전후에 이른다. 비문의 위쪽에는 황소 난디가 앉아있는 모습을 얕게 

조각하여 장식해 놓았으며, 비문은 마지막 줄의 망갈라 기호들을 포함하여 

모두 30행을 이루는데, 각 줄은 거의 20자에서 21자로 새겨졌다. 이 비문의 

명칭은 편집자에 따라 조금씩 달리 부르고 있는데, Regmi(1983:119)는 

“Gaididhara Inscription of Patan”으로, Krishan Arvind(2010:285)는 

“Gairīdhāra Kāran-Worship Slab-Inscription”이라 명칭하지만, Danavajra 
Vajracarya(1996:481)는 “Gaihrīdhārako Narendradevako abhilekha”로 

명명한다. 더구나 이 비문은 편찬자에 따라 전사(轉寫)가 다소 상이하다. 이 

글에 사용된 비문의 문자 이미지는 필자가 촬영한 것이데, 기존 출판물의 

탁본 인쇄 상태는 문자 형태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할 뿐 

아니라(Gnoli 1956 비문 번호 70), 현대 데바나가리로 옮겨 놓은 것들(Regmi 
1983:119-120; Dhanavajra 1996:481-482)이 대부분이다. 

5) SP: National Archives, Kathmandu, MS 2-229. Palm-leaf (Mānadeva) 
Saṃvat 234(=CE. 810). [2013년 2월 필자 디지털 촬영] 

6) SŚR: Kesar Library, Kathmandu, Accession No. 699. Palm-leaf, (Mānadeva) 
Saṃvat 301(=CE. 877). [2015년 1월 필자 디지털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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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고, 특히 GA 비문의 서체를 고려할 때, 필자의 판단으로는 후

기 리차비 문자의 초기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 그렇지만 필자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필사본의 서체에 대한 분

석이기 때문에 비문의 서체는 주로 필사본 서체 분석을 위한 참고

용으로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세 자료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

에 있는데, GA는 SP와 SŚR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해당하면서 후

기 리차비 문자로 가는 특정한 단서를 보여주는 비문인 반면, 두 

필사본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극히 적게 나타나는 비문 자료

의 한계(Petech 1984:21-22)를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

구는 문자 형태에 대한 분석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근접한 시

대의 필사본과 비문들을 비교하여 후기 리차비 문자의 특성과 변

화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각 자모(akṣara)의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고자 했다. 이로써 차후 이 문자로 작성된 고문헌들을 연구하

거나 비교 검토하는데 작은 기여가 되고자 한다. 
문자의 분석에 앞서, 먼저 네팔의 문자 변화에 대한 간략한 설

명을 첨가한 다음, 이 논문의 대상이 되는 후기 리차비 문자의 일

차 자료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하게 될 자료들에 대한 설명이 제

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후기 리차비 문자’가 어떤 형태를 가리

키게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 되는지 자연히 설명될 것이다. 

Ⅱ. 후기 리차비 문자의 시작

리차비(Licchavi) 문자는 지금의 네팔 지역에 존재했던 리차비 

왕조에서 작성된 금석문 또는 필사본들의 특정 문자를 지칭하는 

말로 대략 기원후 5세기에서 9세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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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alomon 1998:152). 리차비 시대의 문자 전체가 본질적으로 굽

따 문자라고(Petech 1984:10) 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수백 년의 시

간동안 몇 차례에 걸친 변화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피상

적인 해석일 수 있다. 반면에, 바즈라짜리야(Vajracarya 1973:11
9)7)는 리차비 시대의 비문들이 보여주는 자형(字形)의 변화를 통

해 적어도 다음과 같이 4기에 걸친 문자의 변화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1) 제1단계: C.E. 5～6세기 Licchavi 문자

5세기경에 남겨진 가장 이른 리차비 문자의 형태는 아마도 짱구

-나라야나(Cāṅgu-Nārāyaṇa) 사원의 석주 하단부에 기록된 것으

로8), C.E. 464년경(Śaka 또는 Saṃvat 386)9)의 것에서 시작한다. 
이 시기의 리차비 문자의 기준은 짱구-나라야나의 비문이 될 것이

다. 이 시기부터 C.E. 567년 Gaṇadeva의 마지막 비문까지를 한 

기간으로 잡을 수 있다. 
(2) 제2단계: C.E. 6～7세기 Licchavi 문자

이 시기의 비문에 해당하는 것은 앞의 마지막 비문이 등장했던 

7) 아래의 단계는 임시적으로 Mary Slusser(1998)의 자료[1권 403쪽 이하에 

첨부되어 있는 비문 목록]와 Vajrācārya, G. (1973)을 참조했다. 
바즈라짜리야가 이들 단계를 구분하게 되는 근거는 주로, 몇몇 akṣara의 

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a, I, u, O 등과 같은 모음들은 각 단계별로 분명한 

변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ya, va, tha 등과 같은 글자도 문자의 변화를 

확인하기에 적당하다.
8) 필자가 방문한 바에 따르면, 짱구-나라야나(Cāṅgu-Nārāyaṇa) 사원의 

본전(本殿)을 마주보면, 본전의 좌측 입구 앞 쪽으로 법륜(法輪)이 주두를 

장식하고 있는 석주가 서있다. 그 석주의 하단부는 4각형으로 그 가운데 

3면에 걸쳐 기록을 남겼다. 하단부 끝까지 기록이 있으나 땅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고 대략 16-17행의 기록만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본래 그 석주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이며, 파손되거나 부러져 현재와 

같이 땅에 묻힌 것으로 짐작된다.
9) 표기된 Saṃvat이 Śaka인지 Vikrama인지는 불확실하다. Nepal Saṃvat을 

썼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짐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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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568년)부터 C.E. 641년(Saṃvat 65), Bhimārjunadeva/Viṣṇu-
gupta 시대의 마지막 비문이 새겨진 때까지로 잡는다. 

(3) 제3단계: A. D 7～8세기 Licchavi 문자

C.E. 642년 Jayadeva의 비문부터 C.E. 733년 Jayadeva 2세가 

Paśupati 사원지에 남긴 비문까지를 이 단계로 설정한다. 
(4) 제4단계: C.E. 8～9세기 Licchavi 문자

C.E. 734부터 C.E. 847년의 마지막 리차비 문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짱구-나라야나(Cāṅgu-Nārāyaṇa)에 있는 Baladeva의 비

문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러한 구분이 Licchavi 문자의 발전단계

로 확정지을 수 있을 만큼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

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분은 주로 금석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

이며, 여전히 야자잎 필사본을 통해서도 시기가 결정된 문헌들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석문과 필사본, 이 두 자

료들 가운데 연도 추정이 가능하거나 확정된 자료들을 선별하여 

두 종류의 자료를 서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금석문의 경우, 돌에 판각(板刻)하기에 

특정한 문자의 스타일이 차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

이다. 연대가 확인된 필사본의 경우, 역시 Saṃvat 표기의 불확실

함으로 인해 정확한 연대 추정에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필사본의 성격상, 인도에서 제작되어 네팔 지역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 
바즈라짜리야가 구분한 대략의 시대 구분에 따라 필자는 먼저 

그 문자들의 특징을 한 눈에 일람할 수 있도록 비교해보고자 했

다. 아래의 비문들을 보면, 7세기부터 리차비 문자의 새로운 변형

이 확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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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āṅgu-Nārāyaṇa10) (CE 
464)
“vijñāpitayātnataḥ”

(2) Paśupati Śivaliṅga11) (CE 
533)
“sthiteśvararavīśvarebhyaḥ”

(3) GA (CE 659)
“pipūrvanṛpati”

(4) SŚR (CE 878)
“nadevepṛthusita”

5-6세기에 속하는 (1) 짱구나라얀의 비문과 (2) 빠슈빠띠나트 쉬

바링가 기단석의 비문은 한 눈에 보더라도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머리선에서 보이는 쐐기형의 짧은 머리선이나, 머리

선 위쪽에서 구부러진 형태로 표기되고 있는 I음가 표기(ikāra 
mātrā), 자음 ta와 va, 그리고 ya의 형태, 위가 터진 형태의 사각

10) 네팔 리차비 왕조가 사용했던 스테레오타입의 굽타문자가 나타나는 비문은 

널리 알려진 짱구나라얀(Changu Narayan) 사원 경내에 세워진 

마나데바(Mānadeva)왕의 비문이다. 이 비문은 왕의 명칭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문이다. 사각기둥 형태의 석주 

3면에 싼스끄리뜨로 작성된 비문은 굽타문자로 작성되었다. 이 비문은 C.E. 
464년에 짱구 나라얀 사원 입구에 세워진 기둥에 새겨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사원의 뒷편으로 옮겨졌다. 여기 새겨진 비문에 대한 

상세한 연구들은 Būhler 이래 Sylvain Levi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조사와 

번역이 시도되었지만, 리카르디(Riccardi 1989)가 적당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iccardo(1989)를 참고할 것. 사진은 필자. 
11) 이 명문(銘文)은 빠슈빠띠나트 사원 옆 화장터 뒤에 있는 쉬바 링가상의 

받침대에 새겨진 것이다. 오랜 시간 야외에 방치되었음에도 거의 손상된 

바가 없으며, 4개의 줄로 작성되었다. 다섯 곳의 링가 (liṅga)상을 건립한 

사실을 적고 있는데, 빠슈빠띠나트 지역을 언급한 가장 오래된 비문이다. 이 

비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Mirnig(2016:325)를 참고할 것. 사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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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가까운 pa의 형태 등은 전형적인 굽타문자의 특징을 보여 준

다.
반면 7세기에 이르면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형(字形)들이 전

체적으로 많은 곡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유연성보다도, 이 시기의 문자 형태는 모음에서 큰 변화

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5-6세기에서 모음 'i'의 음가

는 자음의 머리선 위에서 구부러진 선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시기

에는 문자 왼쪽 아래에서 수직으로 끌어오린 선이 머리선 위쪽까

지 올라가면서 표현된다. (3)과 (4)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모음 'ṛ'
의 경우도 오른쪽 수직선 아래쪽에 원형에 가까울 정도로 나선형

으로 표현되고 있다. (1), (2)에서 사각형에 가까웠던 pa는 왼쪽 아

래쪽으로 약간 처진듯한 형태로 그려진다. (3)의 경우 자음 앞의 

'r'이 머리선 위로 올라가서 아주 짧은 수평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후대의 리차비 문자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잠정적인 추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리차비 문자 형태

가 굽타 형태로부터 벗어나 확연히 후기 리차비 문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이미 7세기 후반 경에 나타나고 

있다. GA에 나타난 변화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이 비문에서 

추출한 문자 형태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후기 굽타문자의 전형

적인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문자의 형태에

서 몇 가지 변화가 더 일어나고 있다. 
첫째는, thā와 같이 장모음 ā의 표현이 오른쪽 머리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전에는 주로 오른쪽 수평머릿선

의 아래쪽에 ‘짧은 수평선’을 통해서 장모음을 표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 시기에는 오른쪽 수직선 옆의 ‘짧은 수직선’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 비문의 좀 더 아랫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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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rāja 의 경우에서도 잘 나타난다. 

“… dhi ka ra ṇā dhi kṛ tai ra …
… thā ka rta vyo ye tva sma …”

둘째는, 이것이 각자(刻字)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과장되게 느껴

질 정도로 i를 표현하는 수직선의 아랫부분이 매우 큰 커브를 그

리고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 아래쪽을 향해 파고드는 이러한 자형

(字形)의 특징이 본래 필사본을 토대로 서각(書刻)되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나, 어쨌든, 후기 리차비 문자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다시 12세기를 전후해서 필사본 서체에서 거의 사

라지는 듯이 보인다. 
셋째는, vyo나 ye와 같이, o나 e의 표현이 수평머릿선 위에서 

장식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ai를 제외하고 o나 e
등은 이후 필사본의 서사(書寫) 속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으며, 대
신 오른쪽 옆에 추가된 짧은 수직선과 왼쪽 머리선 앞의 짧은 획

이 함께 ‘o'의 음가를 대신하게 된다. 머릿줄 위에서 사선으로 표

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비교적 드믈다. 넷째, rta와 같이 r뒤에 자

음이 올 때 r은 머리선과 연결된 매우 짧은 수평선으로 그 위쪽에 

표시된다. 이상의 특징들은 상당부분 모음 표기의 큰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7세기 이후12)에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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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같은 형태의 문자를 잠정적으로 ‘후기 리차비’ 문자로 간주

하고자 한다. 후기 리차비 문자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 제시하기로 

하겠다.

Ⅲ. 길깃/바미얀 2형의 문자와 그 외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후기 리차비 문자는 길깃/바미얀

(Gilgit/Bamiyan) 2형의 문자13)와 각별한 유사성을 보여주기 때문

에, SP/SŚR의 자모(字母) 형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문자와 길깃

/바미얀 2형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미 잘 알려

지다시피, 길깃/바미얀 2형은 길깃/바미얀 1형과 달리 특정 지역

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티벳과 네팔, 북인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Sander 2010:ⅹⅹⅻ ; Kengo 2012:98). 길깃/바미

얀 2 유형의 자형(字形)은 반드시 넓은 의미의 간다라 지역에 속하

는 길깃이나 바미얀 등지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마츠다

(Matsuda)가 언젠가 보여주었듯이14), 그가 카투만두에서 발견한 

12) 7세기는 북부 인도의 문자 형태의 변화에 중요한 시기로 보인다. 
길깃/바미얀 1형이 서로 다른 문자인 길깃/바미얀 2형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경우도 이와 유사하며, 길깃/바미얀 2형으로 인해 리차비 문자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도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자 형태의 변화를 역사적 

원인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가 폰 힌위버(von Hinüber)에 의해 제시된 적이 

있었다.(Sander 2007:129 이하; Sander 2014:174) 
13) 이 문자의 형태는 산더(Sander 1968:143-148)가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Akṣara 테이블은 동일한 책(Tafel Ⅴ; Tafel 21-Tafel 26 가운데 Alphabet 
m의 행)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필사본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Sander(2014:180, 183, 186 ; 2007:139 ; 2010:78,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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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사지론(瑜伽師地論)의 攝決擇分(Viniścayasaṃgrahaṇī)을 비롯

한 여러 불교 필사본 단편들은 거의 길깃/바미얀 2형의 문자로 작

성된 것이었다. 작성연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단편들도 

네팔의(또는 ‘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사본군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굽타 문자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지역적 문자들

의 등장이 이 길깃/바미얀 2형의 문자와 태생적으로 연관되어 있

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후기 리차비 문자도 

굽타 문자에서 파생한 것이지만, 후기 리차비 문자가 등장하기까

지 길깃/바미얀 2형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길깃/바미

얀 2형의 문자 형태에 관해서는 산더(Sander 1968)의 체계적인 연

구가 있기 때문에 그의 결과를 가지고 SP/SŚR의 자모 형태와 비

교하고자 한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하여, 필자는 예 샤오용(Ye Shaoyoung)

의 고문자 연구(Ye 2007)도 함께 비교할 것인데 그가 발굴한 산스

크리트 중론(中論 Mūlamadhyamakakārikā)필사본과 붓다빨리따

(Buddhapālita)의 주석(이하 MK/BP) 필사본의 문자 연구는 네팔이

나 네팔 인접 지역에서 6-7세기경에 어떤 자형이 쓰이고 있었는

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비교가치가 높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는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MK/BP와 리차비 시대(5-8세
기)의 네팔 비문들만을 비교했다. 그 사본은 본래 티벳 사원에 있

었던 것으로 7세기경 “후기 굽타문자의 동부지역 변형체(eastern 

14) Matsuda(2013)을 참조. 마츠다의 이 원고가 출판되기 전의 초고와 핸드아웃 

속에는 그가 말한 길깃/바미얀 2형으로 작성된 필사본 사진이 첨가되어 

있었으며, 이 원고는 처음 2006년 금강대학교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훨씬 이전이었던 1990년 마츠다는 이미 이 내용의 개괄적 

내용을 일본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인도 북서부의 (대략 

5세기경)굽타문자로 작성된 필사본이 카투만두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실 벤달(Cecil Bendall)에 의해 보고된 바가 있었다(Bendall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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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y of the post-Gupta script)”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Ye 
2008:153; Ye 2007:117), 차후 7세기 전후 인도 동북부 필사본의 

후기 굽타문자와 후기 리차비 문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도 유

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사본들의 문자들은 비록 SP나 SŚR의 

후기 리차비 문자보다는 고형(古形)이기는 하지만15), 상당 부분 유

사한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위의 산더와 예가 제공한 두 문자의 사례는 SP/SŚR의 자모 분

석에도 자주 비교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SP/SŚR의 자모를 

산더의 길깃/바미얀 2형과 MK/BP의 것과 간단히 견주어 보는 것

이 좋을 듯 하다. 아래의 표는 SP/SŚR을 중심으로 길깃/바미얀 2
형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의 사례이다.

(*표시는 없는 경우)

15) Ye(2008:153)는 대략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의 이 

연구는 후기 리차비 문자를 읽는데 다소 유용한데 그가 검토한 사본은 대략 

6-7세기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 것이기 때문인데 아마도 후기 리차비 

문자는 이 문자 형태에서 파생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문자의 모형(母型)에서 

갈라져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가 검토한 

필사본의 문자 형태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후기 

리차비 문자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예가 검토한 이 사본(MK/BP)이 정확히 네팔에서 필사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체의 특징을 7세기경이라고 판단해도 이것이 가장 오래된 

네팔의 사본으로도 볼 수 없다.

SP/SŚR
길깃/바미얀 2형 

(Sander)
MK/BP(Ye)

a

ci *

ja

ḍ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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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후기 리차비 문자들(GA와 SŚR)을 서로 비교했을 때에도 

모음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것처럼, 위의 세 유형도 모음의 처리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듯 하다. 특히 to의 경우 ‘o’ 음가

를 표시하기 위해 오른쪽 수직선과 왼쪽 머리선 위에 커브가 있는 

획을 첨가해주는 방식은 거의 유사하지만, 길깃/바미얀 2형과 

MK/BP에서는 그 획들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형태를 보여준다. 이
러한 획의 미약한 표현은 ci, pi의 비교에서 보듯이 i(ikāra mātrā)
의 경우도 나타난다. SP/SŚR보다 대체로 획이 짧다. 마찬가지로, 
모음 a나 ja의 경우처럼 SP/SŚR이 길깃/바미얀 2형과 MK/BP의 

그것보다 획이 길게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i의 획방향도 

다소 달리 나타나고 있다.

Ⅳ. SP/SŚR의 후기 리차비 문자

SP와 SŚR는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직선

을 내려 그었을 때 획의 처음과 끝이 뾰족하게 나타나는 것은 필

기구의 특성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필기구의 특성 때

문에 획이 구부러지거나 접히는 부분, 또는 다른 획과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획의 굵기가 두꺼워지게 된다. 그러나, 글자의 

수평 머리선은 비교적 짧고 약간 곡선의 형태를 갖는데 오른쪽 끝

to

pi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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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가늘고 뾰족한 느낌을 준다. 이것은 결코 필기구의 영향이 

아니라 이 시기의 특징이다. 머리선은 점차 곡선이 강조되기 시작

한다. 이는 더 발전되어 소위 꾸띨라(Kuṭila) 또는 바르뚤라

(Vartula)라고 부르는 문자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SP와 SŚR가 보여주는 문자의 머리선은 아직 그 형

태에 미치지 못한다. 
SP와 SŚR는 동일한 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사가에 의해 만

들어진 차이도 보인다. 두 필사본은 완전히 동일한 문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 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차이가 약

간의 시대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필사자의 필사습관에 

의한 차이일 뿐인지 사실 확정지을 수 없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본질적으로 수십 년에 이르는 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판

단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자음 t를 비교해보면, SŚR는 왼쪽의 구부러진 획을 

짧게 내리고 있는 반면, SP에서는 구부러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훨씬 길게 내려 그어 오른쪽 수직선의 길이와 거의 같은 길이를 

갖는다. 다음을 보라: 

(SŚR의 ta), (SP의 ta)

이외에 더 사소한 작은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이

지는 않는다. SŚR보다는 SP에서 더 빈번히 동일한 자모에 대해 

서로 다른 표기방식을 사용할 때가 있다. 이것은 흔히 있을 수 있

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e음가(ekāra mātrā)를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 수평머리선의 왼쪽에 짧은 곡선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

식이라면, 이 방식 이외에, 마치 현대의 데바나가리 표기와 같이, 
수평머리선 오른쪽에 긴 사선의 곡선이 붙는 방식이 공존한다. 
즉, , 는 동일하게 ve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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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음 표기

필자는 여기서 가급적 특수한 형태를 갖는 문자 형태를 설명하

고자 한다.
모음  a는 앞 뒤 시대의 형태와 비교할 때 의외로 특수한 형

태를 띤다. 왼쪽 부분의 수직선에 가까운 두 선들이 동일한 기울

기로 훨씬 아래로 내려오며, 오른쪽 기둥선 아래에 어떠한 장식적 

변화가 없다. 다른 예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왼쪽 세로획 아래 

부분의 큰 휘어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는 Dani(plate xia 
이하16))나 Ye(2008:156), 또는 Sander(1968:Tafel 21 또는 길깃/바
미얀 Ⅱ 유형) 등에서도 보이지 않는 형태다. 다른 예에서 대부분 

독립 모음 a는 오른쪽 기둥선 아래가 휘어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MK/BP에서 두드러진다. 

SP/SŚR 길깃/바미얀 2형 MK/BP

a

모음  i는 동일한 세 개의 점이 역삼각형 형태로 표현되어 왔

는데, 6세기경에 이르러 인도동북부 등에서 아래의 점이 점차 나

선형으로 변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Ye 2008:156). 현재 제시

된 모음 i 표기는 8세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로 다른 필사본

이나 금석문의 형태 속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자음과 결합할 

때는 현대의 데바나가리와 유사한 형태로, 단모음 i와 장모음 ī가 

각각 좌우 수직선의 머리 위쪽으로 삐침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16) Dani의 문자표들 가운데 네팔 문자표는 대부분 Gnoli(1956)의 Nepalese 
Inscriptions in Gupta Characters에 의지하여 수록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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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파악할 수 있다.
모음  u의 경우, 독립 모음 u는 후기 리차비의 전후 문자 형

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자음과 결합할 때 u의 

표시는 동일한 필사본에서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u는 자음의 아랫쪽이나 오른쪽 수직선 

밑에서 아주 짧게 표현된다. 마치 현대 데바나가리의 비라마

(virāma)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오히려 더 짧아 보인다. 
그렇게 짧게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자와 가끔 혼동을 일으킬 가능

성도 있다. 예를 들어 ma( )와 mu( )의 경우가 거의 구분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u가 자음과 결합할 때, 항상 이렇게 

짧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u는 자음의 밑부분에서 둥

글게 큰 커브를 그리며 나선형을 그리며 왼쪽 위로 길게 삐쳐 올

라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u의 두 가지 형태는 그 전(前)시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Ye 2008:159)가 보여준 바와 같이, u음가의 표현은 

적어도 세 가지 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검토한 SP
와 SŚR의 필사본 속에는 예가 u의 1유형과 3유형으로 분류했던 

두 가지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이 있었을 뿐이지, 
같은 자음이라고 할지라도 예가 검토한 자음과 결합방식이 동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음과 결합하는 두 방식이 있었지만 자

음에 u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는 필사자의 자의에 의

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

다.
SP/SŚR MK/BP

ku ru nu

mu ṣu

ku ru nu

mu ṣ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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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같이, mu의 경우만 u음을 표시하는 방식이 같을 뿐이며 

다른 자음의 경우는 서로 다르게 u음가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자음에 u음을 표현하는 두 방식은 필사자의 자의에 의해 달리 나

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방식이 시대에 의해 변동된 것이 아

니라는 점은 SP와 SŚR에서 다시 확인된다. 예를 들어, SŚR에서는 

ku를 로 쓰지만 SP에서는 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장모음 ū는 글자의 아래쪽에서 둥글게 나선을 그리며 오른쪽으

로 뻗어 올라가는 형태로 표시된다. 따라서 단모음 u와 결합된 자

음 형태를 좌우회전 시킨 것처럼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śu와 śū
는 각각 와 로 나타난다. 단모음 u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짧은 

사선의 방식은 나타나지 않고, 예외적으로 rū( )의 경우처럼 오

른쪽 윗부분에 짧은 수직선을 첨가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모음 ṛ의 경우는 현대 데바나가리의 형태와 유사한 모습으로 발

전하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자음의 오른쪽 수직선 기둥 맨 아랫

부분이 ‘u’ 형태가 될 정도로 그리고 있다. 예를 들면 pu는 , su
는 으로 쓴다. 
모음 e와 ai, 그리고 o의 표기는 길깃/바미얀 Ⅱ 유형이나 

MK/BP에 나타난 표현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들의 표

기 방식의 특징은 자음과 결합할 때 두드러진다. 자음과 결합하는 

e는 두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자음의 머리선 왼

쪽 끝에 짧고 구부러진 수평 획을 첨가하는 것으로 표시한다. 이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두 번째와 같이, 흔히 현대 데바나

가리와 유사한 형태대로 자음의 머리선 위쪽에서 오른쪽에서 내

려오는 사선의 획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동일한 사본 내, 동일한 

자음에 대해서 위의 두 방식을 혼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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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ŚR 길깃/바미얀 2 유형 MK/BP

ve, ve te, te pe, pe

ai가 자음과 결합하는 형태는 e가 자음과 결합하는 위의 두가지 

방식을 합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ai는 문자의 왼쪽 앞 머리에 

짧은 곡선을 붙여주고 오른쪽 머리 위쪽으로 사선을 그어서 표기

한다. 예를 들면 cai, rai, vai 처럼 쓰게 된다. 
모음 o의 경우는 e와 같이 자음의 머리선 좌측에 짧은 수평 획

을 첨가한 상태에서 오른 쪽에 세로획을 덧붙이는 형태다. 따라서 

no, ro, yo 등과 같이 된다.

2. 자음 표기

 ka는 중간의 수직선을 중심으로 왼쪽에 원형에 가까운 고리

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래의 수직선이 붙어 있는 형태로 그려진다. 
본래 이러한 형태는 가운데의 수직선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으로 

수평선에 가까운 짧은 획이 붙어 있던 것인데( ) 점차 수평에 가

까운 양쪽 획들이 아래로 향하면서 점차 길어지는 형태를 띤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대략 7세기부터 시작되는

데17), 이 때에 처음 가운데 수직선을 중심으로 왼쪽에 고리가 나

17) 이것은 네팔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는 네팔의 비문만을 

고려했는데(Ye 2008:160), ka에 고리(또는 ‘루프 loop’)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6세기경 즉 후기 굽따 시대의 필사본에서 볼 수 있다. 이 

고리의 형태는 중앙 수직선의 끝에서 시작해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형태였다. (예:  Sander 1968: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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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고리가 없이 표현되던 ka의 고형(古形)
은 7세기 말 이후로 사라지게 된다. SP가 9세기 초에 기록된 것을 

고려하면 왼쪽에 고리가 붙은 ka의 형태는 이 시기 이후까지 통용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왼쪽 고리 형태는 둥근 원형이 아니라 삼각형의 형태를 띠는 경

우가 많은데, 이 경우 ca와 유사하기 때문에 c의 복자음이 모음과 

결합했을 때 혼동을 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k와 결합하여 복자

음이 만들어질 경우, 많은 경우 왼쪽에 나타나는 ‘고리’의 형태는 

사라지고 단순한 고형의 형태를 사용하기도 한다. ku( )나 kṣa
( ) 등과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이것은 문자가 차지하는 공

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a는 후기 리차비 문자의 독특한 변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오른쪽 수직선을 중심으로 왼쪽에 각이 지도록 배가 

부른 삼각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는 후기 굽타문자 유형이

나, 길깃/바미얀 2 유형의 문자, 또는 가장 시기적으로 가까이 있

는 것으로 보이는 MK/BP의 문자와 비교해볼 때 확연히 차이를 보

인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전대의 유형은 거의 대부분 오른쪽 수직

선이 보이지 않으며 그 대신 오른쪽 아래쪽으로 처진 둥근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왼쪽의 획은 오른쪽으로 뻗어 올린 획과 만나 왼쪽

에 예각(銳角)을 보여준다.

SP/SŚR
후기 굽타 

2형18)

길깃/바미얀 
2형 

MK/BP

ca ca ca ca

18) 이것이 아래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모두 Sander의 Tafel(Sander 
1968: Tafel 21-Tafel 26 가운데 Alphabet l의 행)에서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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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ci의 경우를 보더라도 앞선 시대와 다른 필순을 보여

준다. 붓의 특성상 머리선 아래쪽에서 시작해 좌측 아래쪽으로 갔

다가 다시 우측 아래로 내려간 흔적을 보인다. 그 다음 우측 수직

선을 내려 그은 것이다. 반면 나머지 전대의 사례들은 머리선 아

래에서 좌측 아래로 삐친 획을 그은 후에 다시 머리선에서 오른쪽 

아래로 처진 원을 그리며 왼쪽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ja는 전대의 경우보다 우측 아래로 길게 뻗어 내린 획이 이 

시기 문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아마도 이 우측의 획이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후대로 갈수록 더 발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11세기 전반에 ‘proto-vartula' 문자로 기록된 Śrāvakabhūmī(이
하 Śbh)19)의 필사본을 보면 이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19) 여기 제시된 Śbh는 잘 알려진 바대로 1938년 Rāhula Sāṅkṛtyāyana가 티벳 

사원에서 촬영한 그 사본이다. 이 사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Wayman(1961)은 이 사본을 12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았으며, 글자의 

형태가 ‘둥글다’는 의미로 vartula를 문자이름으로 삼았다. 그러나, 
Deleanu(2006:54-55)는 일반적으로 vartula라고 부를 수 있는 문자부류와 

Śbh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고 보고, Śbh 사본의 서체를 proto-vartula라고 

제안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수정 제안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전형적인 네팔의 vartula 사본들은 이것과 실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vartula 문자의 대표적인 사본의 예는, Deleanu가 말한 바처럼, 
Matsuda(1996)가 다루었던 Manuscript B와 같은 것이다. 마츠다는 자신의 

이 책에서 그 필사본의 서체를 Vartula Newalī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또한, 
이 서체의 필사본을 취급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Youngjin Lee(2017)이 

있다. 그가 다룬 사본들 가운데 Manuscript A와 C의 서체가 전형적인 

네팔의 Vartula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Lee(2017:17)는 이 서체를 

‘Nepalese hooked script’로 부르고 있다. 학자들에 따라 ‘hook-top 
script’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Vartula의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이 갈고리 

모양처럼 오른쪽으로 삐침이 있는 둥근 머리선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그와 유사한 의미에서 kuṭila라는 이름을 쓰기도 한다. 자체(字體)의 전체 

기울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ka,  ja,  ta 등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형태와 달리, Śbh의 서체는 머리선이 전형적인 

Vartula와 같이 갈고리 모양이 약간 드러나고 있지만 전체가 그러한 형태를 

보이지는 않으며, 자체(字體)도 전체적으로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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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前代)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특이한 것은 머리선의 

우측 끝에 짧은 수직선이 확실히 표시되는데 이것도 이 시기의 특

징으로 볼 수 있다.

SP/SŚR
후기 굽타 

2형
길깃/바미얀 

2형 
MK/BP Śbh20)

ja ja ja ja ja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SP와 SŚR의 ja와 가장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것은 Śbh의 것이다. 이는 아마도 8-9세기 전후로, 가운데 

획이 오른쪽 아래로 길게 표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ta는 머리선 아래쪽에 연결된 좌우 두 개의 획으로 이루어지

는데,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왼쪽 획이다. MK/BP의 경우( )와 같

이 이전의 형태들은 왼쪽의 획이 매우 짧게 나타나는데 8-9세기

에 이르면 SP와 SŚR와 같이 왼쪽 획이 훨씬 길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 SP의 경우( )는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같은 길이를 

보인다. ta는 복자음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아래로 

향하는 두 획이 거의 사선 형태로 휘어진다. 이것은 좌우로 붙게 

되는 획들에 공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드시 

복자음의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tu 와 같이 아래 

쪽에 공간을 주기 위해 쓰인 경우나 tpa 의 경우처럼 오른쪽에 

제시하면,  ka,  ja,  ta(이상 Śbh.) 등의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Deleanu의 비판적 제안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20) 표에 제시한 Śbh의 형태는 Suzuki(1995)의 연구에 의한 것이다. Suzuki에 

앞서 Wayman(1961)도 Śbh의 필사본에 제시된 문자의 자모표를 제시한 

적이 있지만 Wayman이 자의적으로 손으로 그린 것이라 다소 과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Suzuki는 사본의 사진에서 직접 자모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복자음을 파악하기에도 상당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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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주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da는 전반적으로 Mk/BP의 형태(  da)와 유사하지만, 약간

의 변화를 보여준다. 머리선 아래에서 시작한 획은 왼쪽 아래쪽으

로 커브를 그린 후 오른쪽으로 올랐다가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

가는 형태로 마무리된다. 이 전대의 경우를 포함해서 Mk/BP는 아

래로 내려가는 획이 보이지 않는다. 위의 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k/BP와 비교해보면 머리선이 둥글게 굽어있으며 머리선 오른쪽 

끝이 다소 뾰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ta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11세기 이후 등장하는 꾸띨라 문자의 특징에 접근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e음가(ekāra mātrā)를 왼쪽 머리선에 표현할 때도 

SP/SŚR는 나머지 두 경우와 달리 훨씬 둥근게 그리고 있다. 어떤 

경우, SP/SŚR에서 da의 형태는 너무 납작해져 du 의 경우21)처

럼 형태의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

SP/SŚR 길깃/바미얀 2 유형 MK/BP

da de da de da de

 na의 경우는 네팔의 문자 형태 발전상 독특한 변화를 보여

주는 단계에 속한다. 앞에서 언급한 나렌드라데바(Narendradeva) 
비문에서 보듯이 7세기 후반까지도 na는 ‘고리’를 가지고 있는 형

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6-7세기경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Mk/BP도 

예외없이, na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 ). 네팔 비문의 경우 고리

가 없는 na의 형태가 등장한 것은 8세기경 이후인데(Ye 
2008:162), 이 때만 해도 ‘고리’있는 na가 혼재하고 있었다. 그런

21) 자모표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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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SP와 SŚR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다.
브라흐미 문자에서 굽따시대 이전의 문자에 이르기까지 본래 

na는 ‘고리’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다 중부 갠지스 유역에

서 na의 표기에 ‘고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3세기 후반과 4세
기 이후이며 6세기까지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다시 7세
기초에 이르면 이러한 형태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인데22), 이러한 

문자의 변화가 굽타시대에 한정되어 나타난 점은 특이한 점으로 

생각된다. 중부 갠지스 유역의 변화와 같이, 네팔도 약간 뒤늦게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pa는 후기 리차비 문자 가운데 인상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다. ‘갈고리’ 머리선과 왼쪽 아래로 처진 곡선, 그리고 오른쪽 

수직선이 왼쪽 획을 지나 아래로 더 내려온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전 시기의 문자들은 대체로 윗쪽이 터진 사각형의 형태에 가까웠

기 때문이다.

SP/SŚR
후기 굽타 

2형
길깃/바미얀 

2형 
MK/BP

8세기 네팔 
비문23)

pa pa pa pa pa

길깃/바이얀 2유형은 왼쪽 획을 지나 아래로 더 내려왔지만 왼

쪽 아래로 처진 곡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MK/BP나 8세기 

22) Dani(1963)의 표 Xa.6, 7의 na 유형을 1-5의 na 형태와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굽따 시대 이전에도 na의 ‘고리’ 흔적이 예외적으로 

보이지만(Dani의 표 Ⅷa. 11. 1-2세기경)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23) Ye(2008:162)가 제시한 31번 비문의 형태는 Gnoli(1956)의 비문 사진 78번을 

이용한 것이다. Regmi(1983:144)는 이 비문의 명칭을 별도로 ‘자야데바 

2세의 빠슈빠띠 비문(Paśupati Stele of Jayadeva Ⅱ)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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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비문 역시 위쪽이 터진 사각형의 형태에 가깝다. 여기서 특

이한 점은 8세기 비문에 나타난 pa의 형태와 SP/SŚR의 형태가 너

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불과 수십 년에서 길어야 백년 정

도의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인데24), 아무리 필사본과 비문의 차이라

고는 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네팔 리차비 

시대의 상밧(saṃvat)에 대한 오랜 논쟁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pha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머리선에서 내려온 획은 아래

에서 반시계방향의 나선형을 그리며 ‘고리’를 만든다. MK/BP의 

형태( )와 후기 굽타 유형( )은 ‘고리’가 완전히 오른쪽에 나타

난다는 점에서 SŚR나 SP와 완전히 다르다. 
 ya는 거의 현대적인 데바나가리 형태에 근접할 정도로 왼쪽 

아래쪽으로 커다란 곡선을 그리고 있다. ya의 고형(古形)은 전체적

인 자형이 ‘W’ 모양으로 왼쪽의 끝 쪽에 작은 ‘고리’를 갖는 형태

였는데( ), 7세기 들어 SP와 SŚR의 형태와 함께 사용되다가 8
세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고형에 해당하는 것이 MK/BP의 것

인데, 산더(Sander 1968:Tafel 22)가 제시하고 있는 길깃/바미얀 2
형은 이미 6세기에 고형과 신형의 두 서체가 형태가 공존하고 있

었다. 이러한 사정은 Dani(1963:126 또는 도판 10b 6)가 보여준 것

처럼 중부 갠지스 유역에서도 7세기 초에 세 유형이 공존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24) 상밧(saṃvat)에 대한 다소의 논쟁을 피해서 말하면, 일반적으로 자야데바 

2세의 빠슈빠띠 비문은 saṃvat 157(=733년)인 반면, SP와 SŚR는 각각 

878년과 810(또는 811)년 등으로 산정한다. 자야데바 2세의 비문은 

Slusser(1998: Appendix Ⅳ-1), Gnoli(1956: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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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ŚR
길깃/바미얀 

2형 
MK/BP

7세기 중부 갠지스 
유역 비문25)

ya
ya

ya
ya

 ra와  la는, ya와 같이, 현대적 데바나가리 형태에 근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독해에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

다. 다만 이 형태는 길깃/바미얀 2형에 훨씬 가까우며, 반대로 

Mk/BP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표를 보라. 이러한 비

교는 후기 리차비 문자라 명명할 수 있는 SP와 SŚR의 문자가 어

느 계통의 문자에 영향을 받았는가를 추정하게 해주는 단서로 남

을 것이다.

SP/SŚR 길깃/바미얀 2형 MK/BP

ra la ra la ra la

 va는 오른쪽 세로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배가 부른 곡선으

로 표현된다. 이 형태는 머리선 아래에 붙은 삼각형 모양의 옛 형

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MK/BP가 그러한 고형을 잘 표현하고 있다

( ). 이러한 고형은 우측 아래로 뻗는 세로선이 형태가 거의 보

이지 않는다. 네팔의 비문을 검토하면 이러한 삼각형 형태의 고형

은 예가 지적한 것처럼 7세기에 이르러 반원형으로 변화하게 된다

(Ye 2008:163). 반면 SP와 SŚR와 길깃/바미얀 2형( )은 우측 세

로선의 형태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배가 부른 곡선도 훨

25) 하라하(Haraha) 소재의 이샤나바르만(Īśānavarman) 비문은 Vikrama 
Saṃvat 611년으로 CE 554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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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부드럽다. va의 경우도 길깃/바미얀 2형에 더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śa,  ṣa, ( ) sa의 세 자음 가운데 śa는 SP와 SŚR에서

만 왼쪽 아래에 매우 작은 형태지만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śa
와 sa는 서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śa는 갈

고리 머리선에 의해서 머리선 끝이 오른쪽 수직선 위에 맞닿아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머리선에서 내려 그을 때 ‘고리’를 만들기 위

해 약간 곡선을 의도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sa
도 그런 형태를 취하지만 머리선에서 왼쪽 선을 곡선 없이 곧장 

내려 그은 것을 볼 수 있다. SŚR에서 sa가 갈고리와 같은 둥근 머

리선의 특징을 보여주며 ś와 같이 오른쪽 수직선과 닿아 있는 경

우도 있지만, SP의 sa는 오른쪽 수직선과 붙는 경우가 없으며 둥

근 머리선이나, 머리선에서 내려오는 선이 굽어있는 경우도 없다.

SP/SŚR 길깃/바미얀 2형 MK/BP

śa, ṣa,

( )sa

śa, ṣa, 

sa

 śa, ṣa, 

sa

여기서도 SP와 SŚR는 길깃/바미얀 2형과 훨씬 가깝게 보이고 

있지만, MK/BP와는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MK/BP는 ṣa와 

sa 모두 왼쪽에 ‘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큰 차

이를 보인다. MK/BP의 이 문자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길
깃/바미얀 2형의 경우, śa와 sa의 머리선을 비교하면 SP의 경우처

럼 śa는 오른쪽 수직선에 붙어있으며 sa는 확연히 떨어져 있다. 
따라서 SP와 SŚR의 형태가 다른 두 유형과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면, 머리선이 굽어지는 ‘갈고리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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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Ⅴ. 혼동하기 쉬운 경우

(1) SP와 SŚR에서 단자음이나 모음은 대부분 구별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혼동하기 쉬운 경우가 있는

데, 예를 들면, (1) ca와 va를 유사하게 쓸 경우가 꽤 있는데, cī와 

vī는 문맥을 확인하지 않고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cai와 vai를 

구분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dhā와 vā 같은 경우도 혼

동하기 쉬운 경우다. dha는 va보다 약간 더 원형에 가깝고 머리선

이 거의 없다. 

ci / vi / cai / vai :     

dha / va / dhā / vā :      

(2) ś와 s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단자음의 상태나 복자음 

형태에서 다른 모음과 결합했을 때 혼동하기 쉽다. 아래 제시한 

śu와 su는 매우 비슷해 보인다. 아래의 자음의 뒤에 결합하는 r
과, 자음과 결합하는 u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 r은 흔히 앞 

자음의 아래쪽에 길게 왼쪽 위로 높이 삐치는 특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u의 표기와 가끔 혼동할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u처럼 확

실히 둥근 획을 보이지는 않는다. 

śu / su / śra / pra / v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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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r이 앞에 놓이는 복자음으로 올 때 머리선 위로 올 경

우가 있고 때로는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rj(j)26)a과 

rma의 경우를 비교하면 rj(j)a는 둥근 ‘갈고리’의 머리선이 분명하

지만 rma처럼 앞에 오는 경우 매우 짧은 사선으로 굵게 표현되어 

있다. rma의 오른쪽 수직선 위의 화살촉 머리는 r이 아니라 필기

구의 특징으로 생긴 것이다.

rj(j)a / rma :  

(4) r은 복자음의 경우에 머리선 위에서 갈고리 형태로 표현되

는 것은 아니다. r은 매우 빈번히 짧은 수평선으로 문자의 머리선 

위에 다시 올라서게 된다. 이러한 표현은 길깃/바이얀 2형에서도 

가끔씩 보이기 때문에27) 네팔 리차비 문자의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rv(v)28)a / rt(t)ā /rv(v)o :   

(5) r 뒤에 오는 자음의 이중화 현상(Gemination)도 이 시기의 

사본에서 적지 않게 발견된다.29) 자음 이중화는 특히 r 뒤에 자음

26) 아래 (5)의 사례, 즉 자음중복에 해당한다.
27) Sander(1968:Tafel 24)의 Ligaturen 참조. 예) rtha / rvva :  
28) 괄호 안의 중복 자음은 모두 r 다음에 오는 자음중복이다. 바로 아래 (5)의 

경우에 해당한다.
29) 동일한 시기의 필사본은 아니더라도, Lee(2017:36-37)의 경우도 동일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Lee가 다룬 사본의 경우, ‘r’ 뒤에 오는 자음의 

중복표기 뿐 아니라 다른 자음중복 현상을 보여주는데, ‘t’는 'r' 뒤에 오지 

않더라도 중복표기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 이전부터 네팔 

사본에 존재했었다. 아래의 각주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산스크리트 

필사본에서 나타나는 자음중복의 현상은 아마도 1911년 Lüder가 처음 

지적했을 것이다(Esposito 20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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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올 때 종종 그 자음을 중복해서 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

우 r과 결합하여 중복되는 특정한 몇 개의 복자음들이 이러한 특

징을 보여주는데, 특히 v나 c가 뒤따라 올 때 이러한 현상이 두드

러진다. 예를 들어 rvva나 rcci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rva, rci 등으로 읽어야할 필요가 있다. vi와 rvi를 비교해보

면 더욱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vi와 달리, rvi의 경우는 r이 머리

선 위에 짧은 수평 획으로 나타나고 v는 중복해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경우는 따라서 vi, rvvi, rvva, rcci 등으로 보

이지만 vi, rvi, rva, rci 등이다.

vi / rvi / rva / rci :     

그러나 이같이 자음 r이 앞에 오고 다른 자음이 뒤따를 때, 뒤
의 자음이 항상 반복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6) 앞의 자음 이중화 현상과 같이, ‘r’ 다음에 놓이지 않아도, 
ya 등과 같은 반모음 앞에서 t가 중복되는 경향을 보인다30). 이 

경우 ttya를 tya로 읽어야할 지 그냥 ttya로 읽어야할 지 판단해야

한다. ttva는 필자가 찾지 못하였는데, 이것도 tva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ttyā / tyā / tva :    

30) SP의 비판교정본을 제작하면서 그로닝엔팀에서는 이 필사본이 갖는 특성 

가운데 자음중복에 대해 매우 짧게 언급한 적이 있다. R. Adriaensen, H.T. 
Bakker & H. Isaacson(1998:50). 그러나. 후에 좀더 자세히 

Yokochi(2013:73)가 SP에 나타나는 (5)와 (6) 등의 자음중복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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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는 말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 리차비 문자는 형태상으로 이전 시대의 

자형들과 비교해볼 때 길깃/바미얀 2형과 가장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깃/바미얀 2형은 6～8세기경에 작성된 

필사본의 것이 가장 많이 알려졌는데, 그 문자의 이름과 달리, 길
깃/바미얀 2형은 간다라 지역(Greater Gandhara)을 중심으로 인

도 북서부에 한정된 문자가 아니라 북인도와 네팔 지역까지 넓은 

지역에서 통용되었던(또는 유통되었던) 문자였다31). 아마도 이 문

자의 영향을 받아, 또는 그 문자의 지역적 변형으로서 후기 리차

비 문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리차비 문자는 전기(前期)에 

보여주는 전형적인 4～6세기 굽자 문자 형태에서 갑자기 7세기 

이후에 길깃/바이얀 2형의 문자 형태로 비약한 느낌을 강하게 남

긴다. 
물론 이런 비약은 8세기와 9세기에 남아있는 비문의 상대적으

로 매우 적으며, 7세기의 비문과 비교해볼 수 있는 필사본이 매우 

희소하기 때문일 것이다. 후기 리차비 문자는 비문 속에도 남아있

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네팔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들 속에 남아있

지만, 후기 리차비 문자로 남아있는 비문의 경우는 비교적 전기 

리차비 비문의 것보다 훨씬 적으며, 필사본의 경우에도 후기 리차

비 문자로 작성된 SP나 SŚR의 경우가 가장 오랜 필사본이기 때문

에 비교할만한 필사본의 문자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

장 시기적으로 근접하면서 형태적으로도 유사한 필사본이나 비명

31) sander(2010:ⅹⅹⅻ) 또는 Kengo(20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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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銘)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후기 리차비 문자의 특징은, 모든 자모(akṣara)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도, 길깃/바미얀 2형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둥글게 

보이는 머리선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후대에 등장하는 꾸띨

라 문자로 가는 초기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길

깃/바미얀 2형의 전형적인 형태가 비교적 곧은 머리선과 수직의 

오른쪽 기둥선을 보인다는 점에서 크게 대별되는 점이다. 또한 필

획의 길이는 대단히 길어지고 전반적으로 둥근 곡선을 많이 보여

준다. 모음의 표기에서 i, o 등을 표시할 때 왼쪽 또는 오른쪽 기

둥선은 길게 위아래로 뻗으면서 둥근 곡선을 보여준다. u 또는 ū
의 경우나 ṛ의 경우도 큰 나선의 곡선을 그리며 분명하고 표현된

다. 이러한 점은 비문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모음 a나, 자음 ga, 
ca, va의 경우도 머리선과 오른쪽 수직선도 전에 비할 수 없이 길

어진다. na와 ya, va, ra, la 등의 형태는 현대 데바나가리의 형태

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하는데, 특히 ya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

큼 왼쪽으로 둥글게 처진 곡선을 완전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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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부록: SP와 SŚR의 자모표

* 구분이 필요할 경우, 박스 안에 두 개의 자모를 넣음. 위의 것이 SŚR, 아래 

것이 SP. 

a ā i ī u ū ṛ e ai o au

k

kh

g

gh

c

j

ṭh

ḍ

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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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h

d

dh

n

p

ph

bh

m

y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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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자음

v

ś

ṣ

s

h

a ā i ī u ū ṛ e a o au

kt

ky

kr

kl

kṣ

kṣy

khy

gy

gr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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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

cchr

cy

jñ

ñc

ñj

ṇy

tk

tt

tn

tty

tp

tpr

tm

ty

tr

tv

ts

tsy

dd

d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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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dr

dhn

nd

nt

nd

ndr

nn

nm

ny

pr

bhy

bhr

mp

mpr

mb

my

rc

rcc

rjj

r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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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h

rddh

rm

rvv

rṣ

rh

ll

vy

vr

śc

śy

śr

śv

ṣṭ

ṣṭh

ṣy

sc

st

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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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sm

sy

sv

hy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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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for the Late Licchavi Script

Shim, Jaekwan
(Lecturer, Sangji Univerisy)

Among classical Nepalese scripts, Liccavi script that had 
mostly been flourished from the 5th century to 9century can 
be distinguished into the two types by their typical shape of 
the letters: one is the early licchavi from the 5th century to 
the 6th century, and another is the late licchavi from the 7th 
century to the 9th century. As we has the bird-eye's view on 
it, late licchavi script as I report here, seems to has been 
naturally driven from the Gupta Brahmi (or Typical Gupta 
script) that also has one regional variation in Nepal, early 
licchavi. From the 7th century, however, as we see the in-
scription of Gaihrīdhārā Narendradeva, a new type of script 
begin to show that more curves on the head line with hook 
of the letter, more lengths on their limbs than before, and 
more vertical lines for vowel. 

Interestingly, this new type of script have so strong sim-
ilarity with the script we called 'Gilgit/Bamiyan type Ⅱ' that 
we can't help imaging that if the first comes directly from 
Gilgit/Bamiyan type Ⅱ, which originally had been spread out 
through almost area of North India from 'greater Gandhara' 
to Nepal or Tibet from the 6 century. We can not have the 
decisive answer for the the origin of this new type of script 
but can not deny the strong similarity between that new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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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cript and Gilgit/Bamiyan type Ⅱ. This new type of script, 
as I call here as 'late licchavi', remains its trace in several 
decades of manuscripts, as far as I recognize, among which 
the oldest dated manuscript included, and in decades of 9 
century inscriptions in Nepal. 

This paper has been prepared as a the stepping stone 
for the future study for the manuscripts and inscriptions as 
will come. The akṣaras from Skandapurāṇa, Suśrutasaṃhita 
and the inscription of Gaihrīdhārā Narendradeva have been 
analysed to identify its own characteristics, and lastly, been 
kept in the akṣara table. 

Keywords: Licchavi Script, Late Licchavi Script,
Gilgit/Bamiyan type Ⅱ, Gupta Brahmi,
Manuscription, I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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