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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생활함으로써 문명을 발달시켜왔
다. 이는 인간이 집단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존

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
여 이루어진 집단은 경우에 따라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특

정 지역의 강고한 세력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국가 권

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

春秋時代 중기 이후에 이르게 되면 씨족제적 질서에 기반
한 周의 宗法제도 및 신분질서가 붕괴되며, 여기에 기반하
고 있던 상당수 사회 집단 역시 와해되기에 이른다. 즉 春

秋時代 列國에서 진행된 卿大夫 가문들의 치열한 권력
투쟁의 결과 상당수 卿大夫 가문이 소멸해 버리게 되었
고, 春秋 列國 중 滅國되는 나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씨

족제와 종법제적 질서 속에서 卿大夫 가문에 예속되어 있

던 士 및 소농민 계층의 분화와 유동이 촉진된 것이다. 이처럼 종법제에 기반한 씨족제적 질서가 해

체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각국의 권력을 장악한 권세가들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자신의 권력과 사
회적 영향력을 보증하고 확대, 실행해 갈 사적 집단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戰國時代 각국의 권세가
들이 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賓客’과 ‘舍人’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결과물일 것이
다. 즉 戰國時代 이후 ‘賓客’, ‘舍人’ 등 寄食계층의 증대는 고대 중국의 씨족제적 질서가 붕괴된 후
형성된 새로운 인적 결합 형태를 반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賓客 및 舍人집단의 증대는 戰國時代에 들어와 유력 정치집단의 형성 형태가 완전히 바뀌

었음을 의미한다. 春秋時代까지 각 제후국의 정권을 장악한 卿大夫 등 세족 집단은 宗法制적 신분
질서에 기반한 씨족 집단이었다. 하지만 씨족제적 신분질서가 붕괴된 戰國時代에 오게 되면 종족의

규합이나 결집만으로 정치적 세력을 창출,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권세가들은 다수

의 賓客과 舍人을 보유함으로써 기존의 종족 집단을 대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秦

末漢初 시기 任俠 집단에 의한 새로운 제국의 창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漢帝國을 창건한 劉邦집
단의 중핵이 劉邦을 중심으로 한 沛縣의 任俠 집단이었음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사

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劉邦 집단의 성격을 지나치게 “任俠”에만 중점을 둔 채 해석하

고 있어, 당시 이러한 집단이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賓客, 舍人 집단의 광범위한 출현에는 그
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빈출하고 있는 출토 簡牘자료 등에 의하면 특정한 권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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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일반 관리 및 지방관들도 다수의 舍人을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관리가 아닌 일반 백성 중
에서도 舍人을 두고 있었던 사례가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이들 ‘舍人’ 집단이 전국적으로 광

범위한 범위에서 출현하였고, 秦末의 劉邦 집단 또한 큰 범주에서 이들 집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舍人”의 존재 방식 및 국가의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
서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문헌사료 속의 “舍人”은 그 주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지만 가족이나 노비가 아닌 사람으로서, 그 주

인집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하던 私屬적 성격의 인사를 가리키는 말로서 등장한다. 이후 四君을 비
롯한 戰國時代 저명한 권세가들을 중심으로 賓客과 舍人을 대거 양성하는 풍조가 성행하였는데,

이는 권세가들의 사적인 세력 기반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자신의 세력 및 영향력 확대를 꾀

하던 戰國時代 권세가들과, 당시 급증하고 있던 游士 집단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賓客 및 舍人 집단이 대량으로 출현할 수 있었고, 이들 주인과 舍人 간의 인적 결합관계는 종래의 종
법제적 신분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적 집단 구성의 한 형태가 되었다.

문헌사료 상에는 역사적으로 저명한 封君 및 권세가들이 舍人을 둔 사례 만이 집중적으로 기재되

어 있지만, 鄕里의 민간 사회에서도 주인과 舍人 간의 인적 결합 관계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

음을 簡牘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嶽麓秦簡에는 지배 계층과 거리가 있는 지방의 관리나
일반 民 중에서도 舍人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확인된다. 즉 당시 주인과 舍人의 관계

는 주인이 가진 권력이나, 재력, 명망 등에 의거해 맺어지는 사적인 주종관계로서, 당시 국가의 권력
자나 부유한 재력가, 관리 및 지역의 유력한 명망가들은 다수의 舍人을 거느림으로써 해당 국가 혹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戰國時代 및 秦漢代 사회

에서는 권력자나 명망가들이 다수의 舍人을 보유하는 풍조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들 舍人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舍人들이

그 주인의 사적 예속인으로 간주되어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통치나 수취의 대상 범위 밖에 있었다면
이들의 존재 자체는 해당 국가의 齊民 지배체제나 조세 수취체제 유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

이다. 戰國時代 열국의 세도가들이 보유했던 대규모의 舍人 및 賓客 집단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
난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戰國時代의 舍人이나 賓客 중에는 기본적으로 외국 출신의 亡人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編戶齊民化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

만 秦의 통일을 즈음한 시기부터 국가의 舍人 집단에 대한 정책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정비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일단 秦은 舍人의 주요 내원이 되는 游士의 발생

을 막기 위해 이들이 지닌 통행증(符) 관리를 강화하였고, 권세가들이 거느리고 있는 舍人 집단의 명
단을 확보함으로써 주인의 戶籍에 포함되지 않은 舍人을 주인의 범죄에 연좌해 처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秦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舍人 집단의 존재를 용인함으로써 사적 세력집단의 형성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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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이는 戰國時代 이래로 주인-舍人 간의 인적 결합을 통한 집단의 형성 자체

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된 점과, 유력자와 그들의 비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적 집단

형성을 완전히 봉쇄할 만한 행정 역량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적 세력 집단
은 秦의 통일 이후에도 상당부분 그대로 온존되었고 이들은 秦末 각 지역 거병군의 주요 내원이 되

기도 하였다. 즉 舍人집단의 유지가 秦 조기 멸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秦 舍人 정책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Human beings have been developing their civilization through living in groups. It does

not only mean that they are social beings who can survive only when they belong to a
group. A group formed by people gathering one by one can, according to circumstances, build up strengths and grow into a powerful political entity and, growing further, a

hegemonic power in the region it belongs to. In ancient China, the Zhou Dynasty whose
laws and hierarchical order was based on clan-based tradition collapsed during the

middle phase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together with all the social groups depending on it. The fierce conflict over power between vassal states and factional strife

in them also resulted in rise and fall of political entities and aristocratic families and
further stratification and migration of the intellectuals and farmers subordinated to the

aristocracy. The dissolution of the clan-based hierarchy and laws in this period led the
ruling class of each state to form and nurture private groups which would help them
expand their political power and social influence in a new, effective way. That explains

why the powerful aristocratic families across China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spent their resources to secure a competent group of “honorable guests” (binke) and
“housemen” (sheren). The growth of the new class of advisors and retainers after the

Warring States Period was a phenomenon created to reflect the human network newly
formed after the collapse of the clan-based social order.

The growth of the binke and sheren groups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shows that the

organization of the powerful political groups in this period underwent a drastic change

in the period. The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Zhou’s vassal states, “ministers” (q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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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rand masters” (dafu) in particular, were able to relish considerable power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thanks to the hierarchical order created by clan laws and

conventions. The collapse of the traditional clan-based hierarchical system in the following Warring States Period, however, made it impossible to create or retain power
by depending on the clan-based traditions lone, gradually guiding the elite groups to
organize large groups of binke and sheren that could replace the earlier power base. The

rise of these specialist groups full of ambition and good will during the Qin-Han transi-

tion period resulted in the foundation of a new empire.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core group of those who founded the Han Empire was a group of chivalrous men based

in Peixian of Xuzhou led by Liu Bang. Studies on the founders of the Han dynasty have
been largely focused on the heroism of the Liu Bang and his followers, often failing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the background that nurtured such groups, the rise of

the binke and sheren groups. According to the latest discoveries of the wooden slips
bearing ancient historical records, the specialists such as sheren (“housemen”) were

hired not just by the powerful and wealthy high-ranking officials but by mid-ranking
and provincial officials. The records say that there were even ordinary people who hired

sheren. Considering the wooden slip records, the sheren groups appeared almost entire
China after the Warring States Period and one might argue that the Liu Bang’s group
was one of them. Therefore, studies on the sheren group in this period, on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management of the group for example, need viewpoints different from
those adopted so far.

The word, sheren, used in old historical materials refers to a man who was hired, so nei-

ther a family member nor a servant, by someone who was higher in status and allowed
to share the same residence for his services given to the employer. The practice of hiring such “housemen,” together with “honorable guests,” gained widespread popularity

during the late Warring States Period among the powerful elite groups, including the

Four Lords of the Warring States, who desired to expand their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 The ambition of these powerful members of the ruling class to increase their fame

and influence was something many wandering intellectuals at the time were ready to

accommodate, resulting in the rapid growth of binke and sheren group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sters” and their “housemen” gradually developed into on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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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replace the traditional hierarchy based on clan laws.

The remaining historical literature provides only famous examples set by renowned

feudal lords and powerful elites, but the recently discovered wooden slips dating back
to the Warring States Period contain a wealth of clues showing that the practice was

widespread even among the ordinary people in local areas. The collection of bamboo

slips titled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for example, provides ample cases of hiring
sheren by officials serving in local administrations, hence distanced far from the ruling

class of a state, and even ordinary people. These and other record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rds” and their “housemen” in this period was a kind of the

private master-servant relationship formed on the basis of the hirer’s power, money or
fame. Powerful elites of a state, wealthy landlords, high-ranking officials and influential

local community leaders competed with each other to have a larger group of “housemen” because it was an effective means to increase his influence upon the state or local
society they belonged to. According to records, the Chinese society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and the Qin-Han Period tended to allow the tradition of hiring a large
group among its elite groups.

If these “housemen” were regarded as the hirer’s private assets and, accordingly, be-

ing outside the scope of the subjects of the state’s direct rule or taxation, their being
should have had adverse influence upon the state’s governing and taxation system. The

remaining sources of history suggest that these groups of binke and sheren run by powerful families across the Warring States were outside the control of the state. Considering that these private groups contained a considerable number of foreigners who were

already dead, it must not be easy for the government to control and govern them as its

people proper. It seems that it was after the unification of China by Qin in 221 BCE that
these binke and sheren groups were under the direct rule of the stat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Warring States, the Qin Dynasty strengthened the management of the travel

pass system as an effort to reduce the number of wandering scholars who had been the

main source for the growth of “housemen” and, after securing the member lists of the

existing groups, adopted a penal system with which the state could punish the operators of the groups if they were not properly managed.

Despite the efforts, the Qin Dynasty failed to prevent the formation of the private orgaSection 4-5 목간을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사용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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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zations because it had to continue to accept the age-long tradition. The reason may

be that the leader-supporter relationship between the hirer and sheren had already
been firmly established as a generally acceptable social norm and that the dynasty had

not yet achieved the administrative capability it needed to annihilate the practice. As
a result, the private groups of binke and sheren continued after the Qin’s unification of

China, eventually becoming the source of anti-Qin militias formed during the last phase
of the Qin Dynasty. The failure of the Qin’s policy to control the sheren groups eventually
became a main cause of its early fall.

Ⅰ. 머리말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생활함으로써 문명을 발달시켜왔다. 이는 인간이 집단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

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은 경우에 따
라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특정 지역의 강고한 세력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국가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집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단 구성의 출발점이 되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인적 결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
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씨족제적 질서가 해체되고 통일 제국
의 수립이 진행되던 春秋戰國 이후 秦漢代에 이르는 중국 고대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의 경우 春秋時代 중기 이후에 이르게 되면 씨족제적 질서에 기반한 周의 宗法제도 및 신분

질서가 붕괴되며, 여기에 기반하고 있던 상당수 사회 집단 역시 와해되기에 이른다. 즉 春秋時代 列

國에서 진행된 卿大夫 가문들의 치열한 권력 투쟁의 결과 상당수 卿大夫 가문이 소멸해 버리게 되

었고, 春秋 列國 중 滅國되는 나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씨족제와 종법제적 질서 속에서 卿大夫 가
문에 예속되어 있던 士 및 소농민 계층의 분화와 유동이 촉진된 것이다. 이처럼 종법제에 기반한 씨
족제적 질서가 해체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각국의 권력을 장악한 권세가들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자

신의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보증하고 확대, 실행해 갈 사적 집단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戰國時代

각국의 권세가들이 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賓客’과 ‘舍人’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바

로 그 결과물일 것이다. 즉 戰國時代 이후 ‘賓客’,‘舍人’ 등 寄食계층의 증대는 고대 중국의 씨
족제적 질서가 붕괴된 후 형성된 새로운 인적 결합 형태를 반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賓客 및 舍人집단의 증대는 戰國時代에 들어와 유력 정치집단의 형성 형태가 완전히 바뀌
었음을 의미한다. 春秋時代까지 각 제후국의 정권을 장악한 卿大夫 등 세족 집단은 宗法制적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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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에 기반한 씨족 집단이었고, 이는 晉의 異姓 세족인 韓, 魏, 趙 3家의 자립이나, 田齊의 수립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齊의 田氏가 民에 陰德을 행하여 齊 백성들의 衆心을 얻고 “宗族이 더

욱 강성해졌다”는 표현은 田齊의 수립이 田氏 종족 집단의 힘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1) 하지만 씨
족제적 신분질서가 붕괴된 戰國時代에 오게 되면 종족의 규합이나 결집만으로 정치적 세력을 창출,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권세가들은 다수의 賓客과 舍人을 보유함으로써 기존의 종

족 집단을 대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秦末漢初 시기 任俠 집단에 의한 새로운 제국
의 창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漢帝國을 창건한 劉邦집단의 중핵이 劉邦을 중심으로 한 沛縣의 任俠 집단이었음은 이미 많은 연
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劉邦 집단의 성격을 지나치게 “任俠”에

만 중점을 둔 채 해석하고 있어, 당시 이러한 집단이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賓客, 舍人 집단의

광범위한 출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빈출하고 있는 출토 簡牘자료 등에
의하면 특정한 권력자가 아닌 일반 관리 및 지방관들도 다수의 舍人을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관리

가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도 舍人을 두고 있었던 사례가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이들 ‘舍人’ 집
단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출현하였고, 秦末의 劉邦 집단 또한 큰 범주에서 이들 집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舍人”은 戰國時代 문헌에 처음 출현한 이후 후대 일종의 관직명으로 전환될 때까지 다양한 문헌

사료에 빈출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舍人”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
다. “舍人”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그 존재 형태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漢書]

高帝紀에서 顏師古는 “舍人”을 좌우의 가까운 측근에 대한 통칭으로, 이후 私屬 官號가 된 것으로
정리하였고,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의 ‘家臣’에 가까운 사적인 예속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3) 하지만 주인과 “舍人”의 관계를 완전히 사적인 관계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睡虎
地秦簡 등 簡牘 자료에 따르면 “舍人”은 그 주인과 법률상 연대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국가권력의 일

정한 관리를 받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舍人”의 존재 방식 및 국가의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고는 嶽麓秦簡 등 신출 簡牘자료를

활용해 戰國時代 이후 “舍人”집단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 “舍人”집단이 대량으로
출현한 이유 및 秦漢 통일제국의 수립 이후 국가가 이들 “舍人”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살펴봄

으로써, 戰國時代 이후 漢代에 이르기까지 중국 고대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떠한 원리로 형성되고,
중국의 역사 발전에 이들 집단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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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舍人의 출현과 그 존재 형태

문헌사료 중 “舍人”과 관련된 기록은 春秋時代 말기부터 확인된다. [史記]伍子胥列傳에 의하면 伍

子胥는 자신의 舍人에게 자기가 죽고 난 후 자신의 눈을 성의 東門 위에 걸어줄 것을 부탁하는데, 4)
여기서의 “舍人”은 伍子胥의 家室, 즉 舍에 함께 거처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하던 家臣으로 생각된다.

“舍人”이란 단어에서의 ‘舍’는 집이나 숙소를 가리키는 말로서, 史記索隱에서는 “舍人”을 “同舍中
之人”으로 해석하며5), 孫子兵法에 대한 杜佑注에서는 “守舍之人”으로 해석하고 있다.6) 즉 “舍人”

은 그 주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지만 가족이나 노비가 아닌 사람으로서, 그 주인집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하던 私屬적 성격의 인사를 가리 키는 말로서 사료상에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7)

하지만 “舍人”이라고 해서 모두 주인과 같은 舍에 거주하는 家臣과 유사한 사적 예속인을 가리키

는 것은 아니었다. 戰國時代 사료 중에는 여행자가 임시적으로 거처하던 客舍의 투숙객 역시 “舍
人”으로 칭한 기록이 보인다.8) 이렇게 볼 때, 戰國時代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舍나 客舍에 거처하던 사람을 일반적으로 “舍人”으로 통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후 四君을 비롯한 戰國時代 저명한 권세가들을 중심으로 賓客과 舍人을 대거 양성하는 풍조가 성

행하며, 주인의 집에서 寄食하던 家臣적 성격의 사적 예속인을 일컫는 말로 “舍人”이란 말의 의미
가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戰國時代에 들어와 賓客과 舍人을 대량으로 보유함으로써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 최초의 인물

은 바로 齊나라의 孟嘗君 田文이었다. 그는 薛 땅의 封君으로 전국의 賓客 및 죄를 짓고 원적지에서
도망한 亡人을 招致하여 수천 명의 食客을 거느리게 되었고, 이들을 그 학문이나 재능에 따라 3등

급으로 나누어 “代舍”, “幸舍” 및 “傳舍”라고 불리는 舍에 거처하도록 하였다.9) 孟嘗君의 경우와

같이 저명한 권세가나 封君의 경우 그들이 사적으로 건립한 傳舍에 대규모의 賓客과 舍人을 초치

하였고, 이를 계기로 舍人의 수가 대량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뒤이어 등장한 平原君, 信陵君,
春申君 등 戰國時代의 저명한 四君이나 秦의 文信侯 呂不韋는 수천 명의 賓客과 舍人을 거느리

고 있었고, 이들 중에는 저명한 학자나 임협을 비롯해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나 닭 우는 소리를 잘
흉내 내는 잡기에 능한 자들까지 망라되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10)

이처럼 戰國時代 각국의 권세가들이 앞다투어 대규모의 賓客과 舍人을 거느리고자 한 이유는 [史

記]秦始皇本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秦의 丞相이 된 呂不韋는 ‘賓客’과 ‘游士’를 대거 招致하는
데, 이는 “幷天下”하기 위해서였다.11) 즉 賓客과 游士들이 가진 학문이나 지식, 재능을 활용해 전국

의 통일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賓客과 舍人의 확충은 이러한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권세가들의 사적인 세력 기반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秦始皇 시대 일어난 嫪毐의

난 당시 嫪毐가 동원한 병력 중에는 그의 舍人도 포함되어 있었으며,12) 孟嘗君이 趙나라를 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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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孟嘗君의 외모를 비웃은 백성 수백 명을 그의 客들이 도륙하여 하나의 縣을 멸하였다는 이야기

는,13) 이들 賓客 및 舍人집단이 권세가들의 위세와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적 무력 기

반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들 戰國時代 권세가들의 賓客과 舍人이 됨으로써 누리는 유익은 무엇이 있었을까? 일

단 이들은 권세가의 寄食客이 됨으로써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 出行시
수레를 탈 수도 있었다. 또한 그 주인에게 학문과 재능을 인정받으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특히 이들의 賓客이나 舍人이 된 자들 중에서는 有罪者 나 亡人 등 국가의 정상적인 통제 범
위에서 벗어난 자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유력자의 賓客이나 舍人이 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이처럼 자신의 세력 및 영향력 확대를 꾀하던 戰國時代 권세가들과, 당시
급증하고 있던 游士 집단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賓客 및 舍人 집단이 대량으로 출

현할 수 있었고, 이들 주인과 舍人 간의 인적 결합관계는 종래의 종법제적 신분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적 집단 구성의 한 형태가 되었다.

문헌사료 상에는 역사적으로 저명한 封君 및 권세가들이 舍人을 둔 사례 만이 집중적으로 기재되

어 있지만, 鄕里의 민간 사회에서도 주인과 舍人 간의 인적 결합 관계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
음을 簡牘 등 고고발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嶽麓秦簡 亡律을 중심으로 한 律文과 각종 令

文에 “舍人”과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嶽麓秦簡의 亡律은 주로 본적지에서 이탈한 도망자 및

도망한 범죄자, 刑徒 등을 숨겨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律文인데, 숨겨준 사람 뿐만 아
니라 숨겨준 사람의 室人, 즉 가족이나 ‘舍人’에 대한 연좌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鄕里의
민간 사회에서 舍人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율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도망
자를 숨겨준 장소로 “人舍”, “官舍”와 함께 “舍人室”, 즉 ‘舍人의 집’이 열거되고 있어 당시 鄕里 민

간 사회에서 주인과 주종관계에 있는 “舍人”들이 주인의 집에 함께 거처하지 않고 별도의 ‘室’을 구

성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舍人’의 존재 형태가 주인과 같은 집에 거처하는 것으로 국
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嶽麓秦簡 令文 중 “舍人”이 언급되는 것은 주로 “從人”, 즉 秦에게 멸망당한 구6국 관계자의 처리

와 관련된 令文에서 확인된다. 즉 從人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從人들의 가족이나 舍人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들 從人의 가족이나 舍人이 도망하거나 이들을 숨겨준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

인가 하는 것이 令文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令文 중 확인되는 從人의 사적 집단 구성원으로는 지
금까지 주로 언급해 온 “舍人” 외에도 “從人屬”이나 “從人家吏” 등이 확인된다. “從人屬”을 “從

人의 私屬”으로 보고 “從人家吏”를 “從人의 家臣집단”으로 본다면 이들과 함께 언급된 “舍人”은
從人의 私屬이나 家臣이 아닌, 從人과 특수한 주종관계를 맺은 사람 혹은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從人”들의 경우 秦에게 멸망당한 구6국의 將軍이나 封君, 大夫 등으로서, 이들 중 상당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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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時代 열국의 권세가들이었기에 다수의 舍人을 거느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嶽麓
秦簡 중에는 지배 계층과 거리가 있는 지방의 관리나 일반 民 중에서도 舍人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확인된다.

嶽麓秦簡(伍)의 令文 중에는 新地의 관리가 新黔首, 즉 새로이 정복된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錢

財나 酒肉 등을 받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처벌 대상으로 新地의 관리 뿐만 아니라
이들의 ‘舍人’까지 포함해 서술하고 있다14). 秦의 통일 이후 新地의 관리로 충원된 자들 중 상당수가

故地의 관리로서 좌천된 자들이었던 점을 볼 때, 이들은 관리 신분이기는 했지만 중앙의 권력자와는
거리가 먼 관리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舍人이 있었다는 점은 舍人과의 주종

관계 형성을 통해 사적 집단을 형성하는 관행이 지배 계층 내부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秦代에는 일반 民들 중에서도 다수의 舍人을 보유하는 풍조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嶽麓秦簡(參) 爲獄等狀四種에 수록된 사법 안례 중에는 관리 신분이 아닌 일반 民이 다수의 舍

人을 보유한 실례가 보인다. 嶽麓秦簡(參) 識劫女冤案에는 大夫 沛의 舍人이던 建, 昌, 𥢢,  喜,  遺라

고 하는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沛는 생전 자기의 舍人이던 建 등 5명에게 상업활동을 위한 자
금을 지원하고 그 수익금을 공유하고자 하였으나, 장사가 잘 안되어 建을 비롯한 5명은 沛에게 적게

는 700錢에서 많게는 33,000錢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沛의 경우 大夫 작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
당한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이긴 했지만 관리의 신분은 아닌 일반 民이었던 것 같다. 즉 戰國時代부

터 秦에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반 民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舍人을 보유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재력가의 舍人이 된 자 중에는 상당히 높
은 등급의 작위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위 안례에 등장한 大夫 沛의 舍人 중 한 명인 建은 스스로

도 大夫의 작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높은 작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한 경우 다른 사람의 舍人이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라 하
더라도 舍人을 거느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嶽麓秦簡(參) 學爲僞書案에는 스스로를

馮毋澤 장군의 자식이라고 사칭한 學이라는 이름의 15세 소년이 그 舍人과 함께 胡陽縣에 와서 2
만전의 재물 및 식량 등을 요구한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學이라는 소년은 장군의 자식을 사칭

한 자였으므로, 그가 대동해 온 舍人은 실제 그의 舍人이 아니었겠지만, 15세 정도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舍人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주인과 舍人의 관계는 주인이 가진 권력이나, 재력, 명망 등에 의거해 맺어지는 사적인 주종

관계로서, 당시 국가의 권력자나 부유한 재력가, 관리 및 지역의 유력한 명망가들은 다수의 舍人을

거느림으로써 해당 국가 혹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
며, 戰國時代 및 秦漢代 사회에서는 권력자나 명망가들이 다수의 舍人을 보유하는 풍조가 사회적
으로 용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들 舍人 집단의 보유를 왜 용인하였으며,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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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율령을 시행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Ⅲ. 秦代 舍人 관리 정책과 그 한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戰國時代 이래로 종래의 씨족제적 종법 집단을 대신해 열국의 세도가들이
나, 각 지역의 명망가들 및 관리들이 다수의 舍人을 두고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들 舍

人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舍人들이 그 주인의 사적
예속인으로 간주되어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통치나 수취의 대상 범위 밖에 있었다면 이들의 존재 자
체는 해당 국가의 齊民 지배체제나 조세 수취체제 유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문헌사

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현재까지 공포된 簡牘자료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볼 수 있다.

戰國時代 열국의 세도가들이 보유했던 대규모의 舍人 및 賓客 집단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존

재인 것처럼 보인다. 齊나라 孟嘗君의 客들이 趙나라를 지날 때 한 縣의 주민들을 도륙한 사건을 보
면 이들은 거의 치외법권 상태에 있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당시 孟嘗君과
趙나라 平原君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한 비정상적 사례이며, 秦이 嫪毐나 呂不韋 처형 및 실각 이후
그들의 舍人들을 처리한 상황을 보면 이들 舍人은 그들 자신의 범죄는 물론 주인의 범죄에 연좌 처

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舍人은 국가 율령의 통치 하에 있기는 했지만, 戰國時代 국가 중 이들 舍
人 집단을 齊民으로 편호하고 국가의 통치체제 내에 포함시키고자 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戰國時代의 舍人이나 賓客 중에는 기본적으로 외국 출신의 亡人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編戶齊民化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戰國時
代 열국이 세도가들의 舍人 보유를 용인했던 것은 국가의 재정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각국의 인재를
불러모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秦의 통일을 즈음한 시기부터 국가의 舍人 집단에 대한 정책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정비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일단 秦은 舍人의 주요 내원이 되는 游士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이들이 지닌 통행증(符) 관리를 강화하였고, 원래 秦民 중 游士가 될 목적으로 출
경하는 자를 削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秦民 중 출경하지 않고 본국 내에서 유력자나 관리

의 舍人이 되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이들의 경우 이미 秦의 編戶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자들이
기 때문에, 秦은 외국 출신의 游士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국가의 編戶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舍
人집단의 출현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秦은 외국 출신 游士의 활동과 이들의 舍人化를 제약하는 한편 권세가나 관리들, 각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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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망가, 재력가들이 거느리고 있는 舍人 집단의 규모와 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戰國時代 말기 秦의 권신인 呂不韋가 죽자 그의 舍人들이 몰래 장례를 치루었는데, 秦은 그의

장례에 참가한 舍人들 중 三晉 출신의 외국인은 추방하고, 600石 이상의 秩을 가진 秦人은 奪爵해
천사하고, 500石 이하의 秩을 가진 사람은 奪爵하지 않고 천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16) 秦의 이러

한 신속한 조치는 수천명에 달하는 呂不韋의 舍人들을 국가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을 것이다. 문헌사료에 나오는 이러한 상황은 簡牘자료를 통해 보다 분명히 입증할 수 있다. 嶽麓
秦簡 亡律 조문 중에는 주인의 亡人 은닉에 舍人이 연좌되었음을 보여주는 律文이 대거 등장하는

데, 17) 주인의 戶籍에 포함되지 않은 舍人을 주인의 범죄에 연좌해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에 의
해 舍人의 名籍이 별도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嶽麓秦簡 亡律과 유사한 내용을 다

룬 漢 초기의 亡律 조문 중에는 舍人이 거의 거론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秦이 통일을 전후한 시기
에 舍人 집단의 파악과 통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秦은 舍人을 그 주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編戶로 파악하면서도 주인의 범죄에 연좌할 수 있

도록 별도의 舍人 名籍을 보유하고 있었다. 舍人과 주인이 별개의 독립된 編戶를 구성하고 있었음

은 簡牘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嶽麓秦簡 亡律 중 도망자를 은닉했을 때 처벌 규정을 기록한

조문 중 은닉 장소 중 하나로 “舍人室”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는 舍人이 그 주인과 거주 공간을 달리
하면서 독립된 編戶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된다. 또한 嶽麓秦簡(參) 識劫女冤案이나 張家
山漢簡 18안례 등의 大夫, 公卒, 士伍 등 작위를 가진 舍人의 존재를 통해, 국가의 爵制적 신분질서

안에 舍人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舍人은 그 주인과 별개의 編戶를 구성하였기 때
문에 국가의 租稅 수취체제에도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秦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舍人 집단의 존재를 용인함으로써 사적 세력집단의 형성을

막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이는 戰國時代 이래로 주인-舍人 간의 인적 결합을 통한 집단의 형성 자체
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된 점과, 유력자와 그들의 비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적 집단

형성을 완전히 봉쇄할 만한 행정 역량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적 세력 집단
은 秦의 통일 이후에도 상당부분 그대로 온존되었고 이들은 秦末 각 지역 거병군의 주요 내원이 되

기도 하였다. 즉 舍人집단의 유지가 秦 조기 멸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秦 舍人 정책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18)

Ⅳ. 맺음말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戰國時代 이후 열국 권세가들의 사적 세력집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舍人집단은 중앙의 권세가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리, 명망가들도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사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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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되었다. 통일 후 秦은 주인의 범죄에 舍人을 연루시키는 등 율령 정비를 통해 舍人 집단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舍人 집단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

서 이러한 각지의 유력자와 舍人 간의 사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세력 집단은 秦代에도 계속해 존

재하였고, 이들 집단은 秦末 각지에서 봉기한 反秦 집단의 중핵이 되었다. 즉 秦末에 각 지역에서 거
병하여 秦나라를 무너뜨린 각지의 임협세력이나 정치적 집단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주인-舍
人>의 관계로 맺어진 집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협집단으로 일컬어지는 劉邦 집단의 중핵 역시 劉邦과 다수 舍人의 사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세력 집단으로 볼 수 있다. [史記]高祖功臣侯者年表에 따르면 漢 건국 이후 侯의 반열에
오른 공신들 중 상당수가 沛, 豐, 碭 등의 지역에서부터 舍人의 신분으로 劉邦을 따른 자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舍人의 신분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客’,즉 ‘賓客’의 신분으로 劉邦을 따른 자
들까지 포함한다면, 劉邦 집단의 중핵은 이들 劉邦의 舍人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劉邦이 권

력이나 재력을 가지고 다수의 舍人을 모은 것은 아니며, 劉邦 집단의 결속이 임협적 요소에 의해 이
루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들 집단의 외부적 형태는 戰國時代 이후의 <주인-舍人> 집단을 거
의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이처럼 戰國時代부터 秦代, 漢初에 이르기까지 세도가 및 각 지역의 명망가, 관리, 유력자들을 중

심으로 다수의 舍人을 두는 풍조가 이어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漢代 중앙이나 지방의 고위 관리들
이 門下 계열의 관리를 다수 두는 것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舍人”의 명칭이 漢代 이후 ‘太

子舍人’ 등 관직명으로 전환된 것은 다수의 논고에서 언급하는 바이지만, 이들 舍人 집단 중 관리

를 주인으로 삼는 舍人집단이 漢代 門下계열 관리로 전환되었음을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秦代 門
下 계열 관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官吏의 舍人이 門下吏로 전환되었을 가능성
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NOTE

1) [史記]卷46 田敬仲完世家, p.1881. “行陰德於民, 而景公弗禁. 由此田氏得齊衆心, 宗族益彊, 民思田氏.”

2) 增淵龍夫, [中國古代の社會と國家]第1篇 第1章 漢代における民間秩序の構造と任俠的習俗, 岩波書店, 1996.1

3) 白宏剛, 「戰國秦國及秦王朝對家臣系統的整合 – 以簡牘所見“家嗇夫”、“吏舍人”爲切入點」, [古代文明]第

12卷第2期, 2018, p.50. 이 논문에서는 ‘舍人’을 “官員의 家臣”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舍人의 보유가 官員에게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4) [史記]卷66 伍子胥列傳, p.2180. “伍子胥仰天歎曰 ... 乃告其舍人曰 ...”

5) [史記]卷89 張耳陳餘列傳, p.2576. “[索隱] 謂其同舍中之人也. 漢書作「舍人」”
6) [孫子十家注]卷13 用奸

7) 어떤 연구자는 “舍人”의 “舍”에 “私屬”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張彦修, 「戰國舍人」, [古籍整理硏究學
Section 4-5 목간을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사용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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刊]2011-2, p.70. 참조. 하지만 여기서의 “私屬”은 ‘면천된 私奴’를 가리키는 秦漢代의 법률 용어와는 구분된 특정
인의 사적인 예속인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8) [史記]卷68 商君列傳, p.2236. “商君亡至關下, 欲舍客舍, 客人不知其是商君也, 曰 : 「商君之法, 舍人無驗者
坐之.」”

9) [史記]卷75 孟嘗君列傳, pp.2354-2355. “孟嘗君在薛, 招致諸侯賓客及亡人有罪者, 皆歸孟嘗君. ... 以故傾天
下之士. ... 孟嘗君置傳舍十日 [索隱] ... 傳舍、幸舍及代舍, 並當上、中、下三等之客所舍之名耳.”

10) [史記]卷75 孟嘗君列傳, pp.2354-2355. “最下坐有能爲狗盜者, ... 客之居下坐者有能爲雞鳴”
11) [史記]卷6 秦始皇本紀, p.223. “招致賓客游士, 欲以幷天下.”

12) [史記]卷6 秦始皇本紀, p.227. “長信侯毐作亂而覺, 矯王御璽及太侯璽以發縣卒及衛卒、官騎、戎翟君公、舍人,
將欲攻蘄年宮爲亂.”

13) [史記]卷75 孟嘗君列傳, p.2355. “孟嘗君聞之, 怒. 客與俱者下, 䂨擊殺數百人, 遂滅一縣以去.
14) 嶽麓書院藏秦簡(伍)]039簡.

15) [睡虎地秦簡]秦律雜抄 游士律
16) [史記]秦始皇本紀 p.231.

17) [嶽麓書院藏秦簡(肆)]第1組 亡律 참조.

18) 이와 관련해 秦은 통일 후 세력가에 의한 養士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켰고, 秦 체제 내부에서 기탁할 곳을 찾지 못한
游民들 중 郡縣制로 완전히 흡수되지 못한 이들이 反秦 기의군으로 발전했다는 연구도 있지만(금재원, 「秦 및 漢初

游民의 성격 - 亡人, 群盜, 그리고 游俠의 예」, [東洋史學硏究]143, 2018, pp.213-216), 秦이 권세가들의 養士를

완전히 근절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 물론 통일 이전처럼 수천 명의 賓客과 舍人을 둘 수는 없었겠지만,
<주인-舍人>간의 결합을 통한 사적 집단의 형성은 秦 통일 이후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秦 舍人 정책의
한계를 舍人 집단의 완전한 소멸 실패에서 찾고자 한다.

19) 沈剛, 「戰國秦漢時期舍人試探」, [南都學壇]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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