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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亢鼎은 1998년 홍콩의 골동시장에서 발견된 후, 상해박물관으로 입수된 청동기
이다. 기물의 형태를 살펴보면 2개의 立耳(기물의 입구의 테두리에 솟아 있는 귀
형태)와 3개의 다리가 있고, 기물의 바닥과 다리가 맞닿은 곳에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袋足鬲(다리 부분이 속이 빈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鬲)과 흡사하다.
商代에 유행했던 鬲鼎은 鬲에서 鼎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기물로 袋腹(주머니 모
양의 배)의 깊고 옅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
으로 송곳 모양의 다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서주
초기에 이르러, 이러한 鬲鼎은 柱足 형태로 변모하였
고, 袋腹 또한 점점 얕아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鼎을 分襠鼎(혹은 柱足鬲鼎, 分襠柱足鼎)이라 하며,
亢鼎은 이러한 分檔鼎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기물의 외부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으
며, 입구 가장자리 아래쪽을 따라 돌출된 테가 한 줄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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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져 있는데, 일반적인 弦紋보다 굵다. 높이는 28.5cm, 직경은 25.8cm이며, 무
게는 1800g이다.
亢鼎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서주 초기로 견해가 일치된다. 위에서 설명했듯 亢
鼎은 分檔鼎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分檔鼎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다음의 기물들
역시 모두 서주 초기로 분류할 수 있어 그 시대적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

1.25531)

公鼎

5.2628 匽侯旨鼎

4.2006 父乙臣辰鼎

5.2728 旅鼎

5.2626 獻侯鼎

《

近出二編》2) 1.232 應公鼎

또한, 명문의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서주 초기의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주 초기의 유명 정치가인 ‘公大保’의 등장이나, 명문 말미의 ‘夫冊’의 사용이
그것이다. ‘公大保’는 文王에서 康王 시기의 인물로 활동 연대를 고려한다면, 亢鼎
의 제작 시기는 昭王에서 康王 시기로 볼 수 있고(2.1 (1) 公大保 부분 참고), 명
문 끝의 ‘夫冊’과 같은 族氏 명문의 사용 역시 商代부터 서주 초기에 이르기까지
자주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본고에 인용된 청동기 명문 중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에서 편찬한 《殷周金文集
成》(北京, 中華書局, 1984-1994)의 탁본을 참고로 한 것은 이후 따로 서명을 표기하
지 않고, 탁본 번호만을 명기하며, 기물의 명칭 역시 이를 따르기로 하겠다.
2) 본 논문에서 말하는 《近出二編》은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劉雨, 嚴志斌 編, 北京,
中華書局, 2010)의 약칭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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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그동안 발표되었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3), 논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새롭게 출토된 기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
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Ⅱ. 亢鼎 銘文 考釋
亢鼎의 명문은 모두 8行 49字로 그 중 合文이 6字이다.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乙未, 公大保買
大 于 亞, 才
五十朋. 公令亢歸
亞貝五十朋,
､ 鬯 ､ 牛一. 亞
賓亢 ､ 金二勻.
亢對亞 , 用乍
父己. 夫冊.
명문의 釋文과 끊어 읽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일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편이다. 아래에서는 명문의 내용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보이는 개별 글자에 대하여 토론을 전개하는 한편 논쟁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馬承源(<亢鼎銘文―西周早期用貝幣交易玉器的記錄>; 《中國青銅器研究》 上海, 上海
古籍出版社, 2002)의 소개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黃錫全(<西周貨幣史料的重要發現
―亢鼎銘文的再研究>; 《古文字與古貨幣文集》 北京, 文物出版社, 2009), 李學勤(<亢
鼎賜品試說>; 《中國古代文明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4), 陳絜, 祖雙喜
(<亢鼎銘文與西周土地所有制>; 《中國歷史文物》, 2005年 第1期), 董珊(<任鼎新探―
兼說亢鼎>; 《黃盛璋先生八秩華誕紀念文集》 北京, 中國教育文化出版社, 2005) 등이
관련한 문장을 발표하였다. 이후 본고에서 이들 문장에서 인용할 경우 구체적 표기를
생략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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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未, 公大保買大 于 亞
1) 公大保

‘大(太)保’는 서주의 官名이다. ‘公’에 대해서는 爵稱이라고 보는 견해와 ‘大保’를
높여 부르는 尊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周初에 大(太)4)保를 지낸 인물로는 서
주 초기의 중신인 召公이 있다. 召公의 이름은 奭으로 文王의 아들이자 周公 旦의
형으로서, 武王을 도와 周公 旦과 함께 商을 멸망시키고, 어린 나이에 즉위한 成

王을 보필하여 夷族들의 반란을 평정함으로써 서주의 기초를 확립하는 공을 세웠
다고 알려져 있다. ‘公大保’는 5.2728 旅鼎 명문의 ‘隹(唯)公大保來伐反尸(夷)年’
(公大保가 와서 반역을 일으킨 오랑캐를 정벌한 해)에도 보이는데, 旅鼎 역시 서
주 초기의 대표적인 分檔鼎으로서 기물의 형체 및 특징으로 볼 때 두 기물 중의
‘公大保’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8.4140 大保 명문에서도 大
(太)保가 왕의 명을 받아 彔子 (聽)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한 기록도 보이는데,
召公 奭이 康王 때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召公 奭의 나이와 활동력을 감
안한다면 旅鼎과 大保 의 주조시기를 成王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5) 그러나 본 명문에서의 ‘公大保’는 정벌이 아닌 거래 주체이기 때문에 ‘公
大保’의 연령을 고려하여 본 기물의 주조시기를 成王보기 보다는 康王 시기 이전의
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청동기 銘文의 釋文은 字形을 근거로 隸定한 것으로 銘文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는 ( )
안에 해당 글자를 넣어 표시하기로 한다.
5) 旅鼎의 斷代에 대해서는 成王(陳夢家, 容庚, 郭沫若, 彭裕商, 劉啓益), 成康시기(王
世民 등), 康王(馬承源), 昭王(唐蘭) 등의 견해가 있고, 大保 에 대해서는 成王(陳
夢家, 容庚, 郭沫若, 彭裕商, 劉啓益, 馬承源, 王世民 ), 昭王(唐蘭) 등의 견해가 있
다. 각 학자들의 斷代에 관한 견해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陳夢家 《西周銅器斷
代》(北京, 中華書局, 2004); 容庚 《商周彝器通考》(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彭裕商 《西周青
銅器年代綜合研究》(成都, 巴蜀書社, 2003); 劉啟益 《西周紀年》(廣州, 廣東教育出版
社, 2002); 王世民, 陳公柔, 張長壽 《西周青銅器分期斷代研究》(北京, 文物出版社,
1999);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北京, 文物出版社, 1988); 唐蘭 《西周青銅器銘
文分代史徵》(北京, 中華書局, 198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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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買

그동안 ‘買’字는 청동기 명문에서 族徽나 인명으로 사용되었으며6), ‘사다’라는 뜻
으로 쓰인 용례는 亢鼎과 任鼎 명문7)에서만 보인다. 任鼎은 서주 중기의 기물이
므로, 현존하는 명문 자료 중 ‘買’字가 거래와 관련된 의미로 쓰인 예는 亢鼎 명문
에서 최초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3)

‘ ’는 10.5414

六祀 其卣 명문의 ‘ 其易(賜)乍(作)冊 一､ 一’( 其가
作冊 에게 하나와 하나를 하사하다)에도 보이며, ‘ 玉’의 자형 구조에서
도 보듯이 일종의 玉器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자의 구성요소인 ‘ ’은 ‘ ’, ‘ ’,
‘ ’ 등의 형태로도 쓰이며, ‘ ’과 ‘ ’의 형태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역대로 이 글
자들에 대해서는 ‘室’說(方濬益, 孫詒讓), ‘休’說(吳闓生, 郭沫若, 楊樹達), ‘亞’를
聲符로 하는 ‘家’의 初文으로 ‘嘉’로 읽는다는 說(馬敍倫), ‘宁’를 聲符로 하고 ‘하사
하다’는 뜻의 ‘予’로 읽는다는 說(于省吾, 唐蘭), ‘宁’를 聲符로 하고 ‘鑄’로 읽는다
는 說(郭沫若)8), ‘貢’ 및 ‘贛’說(陳漢平)9), ‘琮’의 表意初文으로 ‘寵’으로 읽는다는
說10) 등의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 왔다.
‘ ’에 대한 해석도 앞선 이러한 견해들의 바탕으로 전개되었는데, 가장 많은 영
향을 준 것은 ‘休’說과 ‘宁’說이다. 丁山은 ‘ ’의 음은 ‘休’이고, ‘休’는 ‘久’의 古音과
가까우므로 10.5414 六祀 其卣 명문 중의 ‘ ’은 곧 ‘玖’라고 보았다. 또, 《說文》
6) ‘買’字가 族徽로 사용된 예는 3.1168 買鼎, 10.4874 買車卣, 11.5590 買車尊,
12.7048 買車觚, 13.8250 車買爵, 15.9196 買車斝의 명문에 보이고, 인명으로 사
용된 예는 3.949 中甗, 4.2452 吳買鼎, 8.4129 □叔買 , 9.4617 公買簠,
10.5252 買王卣, 12.7275 買王眔觚의 명문에 보인다.
7) 《近出二編》1.325 任鼎 명문에 ‘任蔑 , 事(使)獻為(貨?)于王, 則 (畢?)買.’(任이 왕
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는데, 왕께서 任으로 하여금 귀중한 물건을 헌상하게 했고, 왕께
서 이 물건을 모두 사셨다)라는 구문이 보이는데, 여기서의 ‘買’字도 ‘구매하다’의 의미
로 사용되었다.
8) 周法高 主編 《金文詁林》 中冊(京都, 中文出版社, 1981), 1265-1267쪽 참조.
9) 陳漢平 《金文編訂補》(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93), 79-80쪽; 616-619쪽 참조.
10) 陳劍 <釋“琮”及相關諸字>; 《甲骨金文考釋論集》(北京, 線裝書局, 2007), 273-3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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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玖’를 ‘玉보다 아래 급의 검은 색 美石’(石之次玉黑色者)이라고 설명하고 있
는 것과 《詩⋅丘中有麻》에 보이는 ‘佩玖’를 근거로 ‘ ’는 ‘玖’, 즉 검은 돌로 만든
일종의 佩飾(드리개)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주장했다.11) 馬承源 역시 ‘ ’를 ‘ ’
의 聲符로 분석하고, 금문에서 ‘ ’가 ‘休’의 의미로 자주 해석되는 예에 근거해 丁
山과 마찬가지로 ‘ ’의 자음을 ‘休’로 보았지만, ‘ ’와 ‘玖’의 上古音이 가깝지 않으
므로12) ‘ ’는 ‘球’의 가차자이며, 《詩⋅長髮》의 ‘大球’13)와 《書ㆍ顧命》의 ‘天球’14)
가 곧 亢鼎 명문 중의 ‘大 ’와 대응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詩》에 대한 鄭玄
《箋》의 ‘受大玉, 謂珽也, 長三尺’(큰 옥을 받았으니 珽라고도 하며 그 길이는 三尺
이다)라는 기록을 보면 ‘大球’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것으로 추측되는데, 당시 그렇게
큰 玉器가 존재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 또한, 丁山과 馬承源이 ‘ ’의 음을 ‘休’로
추정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15), 금문 중 ‘對揚某休’와 ‘對揚某 ’가 모두 보이므
로16), ‘ ’가 ‘休’와 굉장히 유사한 의미(蔭庇, 보우하심)와 용법을 갖는다는 것은
명백하나, 이를 근거로 자형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休’와 연결지어 ‘ ’의 讀音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黃錫全은 ‘宁’說을 기초로 ‘ ’를 ‘ ’라고 보았는데, ‘ ’는 현재
소실되었고, ‘ ’는 ‘珠’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서주 초기에는 ‘珠’를 ‘ ’로
쓴 것이며, ‘大 ’은 큰 진주를 뜻한다고 보았다.17) 그러나 黃錫全 스스로가 인정
했듯 ‘宁’와 ‘朱’가 통용된 예는 아직 보이지 않으며, 고문자에서 ‘宁’(즉 ‘貯’)로 해석
周法高 主編 《金文詁林》 上冊(京都, 中文出版社, 1981), 149쪽 참조.
馬承源은 ‘玖’는 之部이고, ‘休’는 幽部로 서로 旁轉 관계이지만, ‘球’는 ‘休’와 마찬가지
로 幽部이기 때문에 ‘球’의 자음이 ‘休’보다 가깝다고 보았다.
13) 《詩ㆍ長髮》: ‘受小球大球, 為下國綴旒, 何天之休.’(小球와 大球를 하늘에서 받아 온
세상의 본보기가 되시니 하늘의 보우하심을 누리게 되었네)
14) 《書ㆍ顧命》: ‘大玉､ 夷玉､ 天球､ 河圖在東序.’ 孔穎達의 《尙書正義》에 의하면, ‘大玉’
은 華山에서 나는 玉이며, ‘夷玉’은 동북쪽에서 공납된 美玉, ‘天球’는 雍州 일대에서
진상된 玉으로 설명되어 있다. 馬承源은 ‘天’字와 ‘大’字가 자형상 가깝기 때문에 ‘天球’
가 곧 ‘大球’라고 보았다.
15) 陳絜과 祖雙喜도 ‘ ’를 ‘ 玉 聲’의 형성자로 파악하고, ‘ ’의 독음은 ‘休’라고 보았
다.
16) ‘對揚某 ’의 용례로는 5.2758 作冊大方鼎: ‘大揚皇天尹保 ’, 8.4300 作冊 令 :
‘令敢揚皇王 ’, 11.6016 令方尊, 11.9901 令方彝: ‘乍(作)冊令(命)敢揚明公尹
氒(厥) ’, 《近出殷周金文集錄》 2.485 爯簋: ‘爯對揚王不(丕)顯休 ’가 있다.
17) 黃錫全은 馬承源의 ‘球’說에 대해 7.3746
명문에 ‘ 宀 球’인 ‘ ’가 보이
므로 ‘ ’가 ‘球’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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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던 글자(‘ ’)는 李學勤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미 ‘賈’의 윗부분임이
밝혀졌기 때문에18) 黃錫全의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이밖에 朱鳳瀚 역시 ‘ ’의
독음이 ‘宁’와 가깝다는 것을 근거로 ‘ ’를 ‘瑹’(‘ ’)로 읽었고19), 劉雨는 10.5414
六祀 其卣 명문 중의 ‘ ’를 《說文⋅玉部》에 “石之似玉者”(玉과 유사한 돌)로 해
석되어 있는 ‘ ’로 해석했다.20)
최근에 ‘ ’를 비롯한 일련의 글자들에 대해 문자학적 설명과 고대 유물을 통한
실증을 통해 비교적 참고할만한 견해를 제시한 학자는 陳劍이다. 陳劍은 ‘ ( )’의
자형이 玉器의 일종인 ‘琮’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 즉 단면을 형상화한 것이며, 갑
골문과 금문에서는 ‘寵’으로 읽히고, 戰國시대 楚竹簡에서는 ‘ ’를 기본으로 變體
나 생략형이 쓰였다고 분석했다.21) ‘ ’ 및 이와 관련된 자형에 대한 정설이 아직
까지 없는 관계로 ‘ ’이 구체적으로 어떤 玉器인지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본 명문
의 기록을 통해 이 玉器가 貝 五十朋에 각종 다른 실물이 부가될 정도의 상품가치
를 지닌 것을 볼 때 당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없는 귀중한 물건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亞

‘大 ’의 매도인이다. ‘亞’의 앞 글자인 ‘ ’에 대해 馬承源은 윗부분은 양의 뿔과
흡사하고, 아랫부분은 ‘未’라고 분석했으며, 李學勤과 陳絜 및 祖雙喜는 ‘美’字로
보았다. 黃錫全은 이 글자가 包山楚簡의 ‘ 邑’인 ‘ ’22)와 자형이 유사한 것을 근

楊樹達은 8.4262 格伯 명문 중의 ‘貯’로 해석되어왔던 ‘ ’에 대해 ‘賈’로 읽힐 가능
성에 대해 언급하였고(《積微居金文說》(增訂本)北京, 中華書局, 1997, 11쪽), 李學勤
은 16.10252 貯子己父 명문 중의 ‘貯子’가 ‘賈子’임을 지적하였다.(<重新估價中國古
代文明>; 《新出青銅器研究》北京, 文物出版社, 1990, 8-9쪽) 劉翔은 <賈字考源>에서
李學勤의 견해를 바탕으로 ‘賈’字의 자형 변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王宇信
主編 《甲骨文與殷商史》 第3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50-57쪽 참조) 2000
년 이전의 ‘賈’에 관한 그동안의 논쟁은 趙誠 《二十世紀金文研究述要》(太原, 書海出版
社, 2003), 468-473쪽을 참고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관련 문장으로는 彭裕商 <西
周金文中的“賈”>; 《考古》, 2003年 第2期, 57-61쪽을 참고할 수 있다.
19) 朱鳳瀚 <記中村不折舊藏的一片甲骨刻辭>; 《揖芬集―張政烺先生九十華誕紀念文集》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217쪽 참조.
20) 劉雨 <商和西周金文中的玉>; 《金文論集》(北京, 祡禁城出版社, 2008), 401쪽 참조.
21) 陳劍 <釋“琮”及相關諸字>; 《甲骨金文考釋論集》(北京, 線裝書局, 2007), 273-316
쪽 참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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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윗부분은 ‘羊’, 아래는 ‘木’으로 구성된 ‘ ’字로 隸定했다. 이처럼 ‘羊’의 아랫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분분한데, ‘ ’를 ‘未’, ‘美’의 금문 자형인 ‘ ’(14.9008 亞共
父丁角), ‘ ’(14.9086 美爵)와 비교해볼 때, ‘ ’에는 ‘未’字의 두 가로획의 특징
(짧은 위의 획과 조금 더 긴 아래 획)이 드러나 있지 않고, ‘美’의 자형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羊’의 금문 자형을 살펴보면 ‘ ’(5.2839 小盂鼎)처럼 두 개의 가로
획이 대부분 평행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 ’의 경우 마치 ‘ (木)’(14.8477 木父
丁爵)의 윗부분처럼 약간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에 필자는 ‘羊’의
아래쪽 가로획과 ‘木’의 윗부분이 필획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木’의 필법이 ‘羊’의 자
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근거로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 ’를 ‘ ’으로 보도록 하겠다.

2. 才五十朋
1) 才

馬承源을 비롯한 黃錫全, 陳絜, 祖雙喜는 본 명문 중의 ‘才’는 ‘財’와 通假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大 ’의 가치가 五十朋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才∼朋’의 구조로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예는 15.9456 裘衛盉 명문에도 보인다.
(1)

矩白(伯)庶人取堇(覲, 瑾)章(璋)于裘衛, 才八十朋, 氒(厥)賈, 其舍田十
田. 矩或(又)取赤虎(琥)兩､ (韍)兩､ (賁)韐一, 才廿朋, 其舍田三
田. 15.9456 裘衛盉
(矩伯의 하속 관리는 裘衛에게서 왕을 알현하는데 사용되는 玉璋(혹은
瑾과 璋)을 취하였는데, 그 가치가 八十朋이었으며, 이 거래를 하여서 (裘
衛에게)땅 十田을 주었다. 矩伯은 또 적색의 玉琥 한 쌍(혹은 적색의 虎
皮 두 장)과 의 가죽으로 만든 蔽膝 두 장, 무늬가 있는 膝甲 한 장을
취하였는데, 그 가치가 二十朋이어서 (裘衛에게)땅 三田을 주었다.)

亢鼎 명문의 ‘才’와 동일한 구조의 문례이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裘衛
22)

張守中 撰集 《包山楚簡文字編》(北京, 文物出版社, 1996), 1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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盉 명문 중의 ‘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다른 讀法이 존재한다. 먼
저 ‘裁’로 읽는 견해로 唐蘭은 古書에서 ‘才’와 ‘裁’가 자주 통용되며, ‘측정을 해서
결정하다’의 의미로, 여기서는 ‘값을 정하다(作價)’의 뜻으로 쓰였다고 했고23), 馬
承源 역시 ‘才’가 ‘裁’와 통하며, 《廣雅ㆍ釋言》: “裁, 制也”의 풀이를 근거로 ‘堇章의
가치를 八十朋으로 정하다’로 해석했으며24), 洪家義는 ‘고려해서 결정하다(裁決,
裁斷)’로 풀이했다.25) 두 번째는 亢鼎 명문에서처럼 ‘財’와 通假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다. 李學勤은 초기에 ‘才’가 ‘財’로 읽히며, 일부 금문에서는 ‘玆’로 쓰인다고
했고26), 馬承源도 ‘才’가 ‘裁’와 통가되지만, ‘財’와도 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27) 그
다음은 ‘直’, 즉 ‘値’로 읽는 견해이다. 鄭剛은 ‘가치’를 나타내는 ‘値’는 금문에서는
‘才’를 사용했지만, 후대에 와서는 ‘値’로 대체되었다고 보았으며28), 李學勤은 이런
용법의 ‘才’는 ‘玆’나 ‘ 玆’인 글자로도 쓰며, ‘直(値)’로 읽어야 한다며 앞서 제시한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29) 또한, ‘在’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는데, 劉翔 등
은 ‘在’가 ‘가격이 얼마로 정해지다(價格定在)’의 의미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戴’
와 통가된다고 보는 견해인데, 王輝는 《說文》: “分物得增益曰戴”에 근거해서 ‘戴八
十朋’은 ‘八十朋을 다시 더한다’의 의미로, 여기서 ‘八十朋’은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堇章’과 함께 실제 거래가 되는 물품이나 보조물이라고 보았다.30) 그러나 이러한
王輝의 의견은 亢鼎의 발견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王輝의 논리라면 亢鼎 명
문 중의 ‘五十朋’ 역시 ‘大 ’과 함께 ‘ 亞’에게서 구매하는 품목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뒤에 ‘公令亢歸 亞貝五十朋’라고 하여 ‘五十朋’은 ‘ 亞’에게 지불하는 ‘大 ’
唐蘭 《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北京, 中華書局, 1986), 459쪽 참조.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第3冊(北京, 文物出版社, 1988), 127쪽 참조.
洪家義 《金文選注繹》(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88), 162쪼 참조.
李學勤 <試論董家村青銅器青銅器群>; 《新出青銅器研究》(北京, 文物出版社, 1990),
100-101쪽 참조.
27)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第3冊(北京, 文物出版社, 1988), 127쪽 참조.
28) 鄭剛 <戰國文字中的同源詞與同源字>; 《中國文字》 新20期(臺北, 藝文印書館, 1995),
200쪽; 204-205쪽 주45 참조.
29) 李學勤 <說“茲”和“才”>; 《古文字研究》 第24輯(北京, 中華書局, 2002), 170-171쪽
참조. 陳世輝와 湯餘惠도 ‘才’가 ‘値’와 통가된다고 보았다. 《古文字學概要》(福州, 福
建人民出版社, 2011), 212쪽 참조.
30) 王輝 <幾件銅器銘文中反映的西周中葉的土地交易>; 《一粟集》(臺北, 藝文印書館,
2002), 114-115쪽; 《商周金文》(北京, 文物出版社, 2006), 136쪽 참조.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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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임이 확실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위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王輝의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들의 구체적인 讀法
은 다르나 그 해석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즉, ‘才’를 명사로 보는 경우 ‘가치,
가격’의 의미로 해석하고, 동사로는 ‘가치나 가격을 얼마로 정하다’의 뜻으로 풀이하
고 있다. 전래문헌 상의 용례를 중심으로 본다면, 명문상의 ‘才’는 ‘裁’나 ‘財’로 通假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31),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면 ‘裁’와 통가되었을 가능성
이 가장 높아 보인다. 우선 ‘才’가 ‘裁’와 통가된 예를 보면, 《戰國策ㆍ趙策一》: “今
有城市之邑七十, 願拜內之於王, 唯王才(裁)之.”(지금 上黨은 城市의 읍이 70개
나 됩니다. 원컨대 왕께서 받아주시고, 이 일을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에서처럼
어떤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亢鼎 및 裘衛盉
명문에서도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을 정한다는 뜻으로 적용이 가능하
다. 반면, ‘才’가 ‘財’와 통가된 예의 경우, 《說苑ㆍ建本》: “生才(財)有時矣, 而力爲
本.”(재물을 늘리는 것은 그 시기를 잘 파악해야하며,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을 근본
으로 삼아야 한다)에서처럼 ‘財’가 물건의 가치나 가격을 가리키기보단 일반적으로
여러 재화의 총칭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문의 전후 문맥상으로도 ‘裁’
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裘衛盉 명문의 경우 먼저 상
품의 가치를 貝錢으로 따져본 후(才八十朋), 이 거래를 진행하여(氒賈), 그 貝錢
의 가치에 해당하는 땅을 준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才’가
‘裁’와 통가된 것으로 보고 ‘大 ’의 상품 가치를 五十朋으로 정했다는 뜻으로 풀이
하도록 하겠다.
2) 五十朋

세 글자가 合文으로 쓰였으며, 바로 뒤에 한 번 더 출현하는 ‘五十朋’ 역시 같은
형식으로 쓰였다.
31)

전래문헌에서는 ‘才’와 ‘裁’와 ‘財’ 외에 ‘在’가 통가된 예가 다수 보이나, 그 의미가 존재
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래문헌 상의 통가자 용례와 관련해서는 《通假字彙
釋》(冯其庸 著, 郑安生 译,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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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令亢歸 亞貝五十朋
1) 亢

‘亢’은 본 명문에서 ‘公大保’와 ‘

亞’의 거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亢’이
란 인명은 夨令方彝와 夨令方尊 명문에도 보인다.
(2)

明公歸自王, 明公易(賜)亢師鬯､ 金､ 小牛, 曰: 用 . 易(賜)令鬯､ 金､
小牛, 曰: 用 . 令曰: 今我唯令女(汝)二人亢眔夨, 奭 (左)右于乃寮
(僚) (以)乃友事. 11.6016 夨令方彝, 16.9901 夨令方尊
(明公은 王城에서 돌아온 후, 亢師에게 鬯酒와 銅과 송아지 한 마리를
하사하시며 ‘ 祭를 올리는데 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令에게는 鬯酒와
銅과 송아지 한 마리를 하사하시며 ‘ 祭를 드리는데 쓸 지어다’라고 말씀
하셨다. 그러면서 명령하여 말하길 ‘지금 내가 亢과 夨 너희 두 사람에게
명하노니 너희의 臣僚와 僚友를 보필하고 돕도록 하라’라고 하셨다.)

馬承源은 본 명문의 ‘亢’과 위 명문 중의 ‘亢師’를 동일 인물로 보고 있는데, 명
문 내용에 근거하면 ‘亢’은 卿士僚의 구성원이자 明公의 신임을 얻은 近臣으로서
당시 이미 상당한 지위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명문에서 나타난
‘亢’은 ‘公大保’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그의 중요한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明
公의 수하인 ‘亢師’와 같은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2) 歸

청동기 명문에서 ‘歸’는 ‘饋’와 자주 통가되어 ‘선사하다’, ‘드리다’, ‘증정하다’의 뜻
으로 풀이된다.32)
(3)

32)

王命 眔弔(叔) 父歸(饋)吳姬 (飴)器. 8.4195
(왕께서 과 叔 父에게 명하여 吳姬(吳國으로 시집 간 姬姓의 여성)

董珊은 이러한 용법의 ‘歸’에 대해 ‘遺’와 통가되어 ‘증정하다(貽贈)’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았다. <任鼎新探―兼說亢鼎>; 《黃盛璋先生八秩華誕紀念文集》(北京, 中國教育文化
出版社, 2005), 1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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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糧食을 담은 그릇을 선사하셨다.)
王命中(仲) (侄?)歸(饋) 白(伯) 裘. 8.4331 伯歸夆
(왕께서 中(仲)侄에게 명하여 伯에게 로 만든 갖옷을 선사하셨다.)
(5) 王令士道歸(饋)貉子鹿三. 10.5409 貉子卣
(왕께서 士道에게 명령하여 貉子에게 사슴 세 마리를 선사하셨다.)
(4)

또한, 전래문헌 상에서도 ‘歸’가 ‘饋’로 읽히는 경우가 흔하다. 《詩ㆍ靜女》: “自牧
歸荑, 洵美且異.”(들판에서 삘기(띠풀의 싹) 뽑아다 선사하니, 정말 예쁘고도 특이
하네) 《儀禮ㆍ聘禮》: “君使卿韋弁, 歸饔餼五牢.”(임금이 경에게 위변을 입게 하고,
경을 통해 죽은 희생과 산 희생 오뢰를 보낸다) 《左傳》閔公二年: “歸公乘馬, 祭服
五稱, 牛､ 羊､ 豕､ 雞､ 狗皆三百與門材. 歸夫人魚軒, 重錦三十兩.”(대공에게 타
는 말과 제복 다섯 벌, 소, 양, 돼지, 닭, 개 모두 300마리와 문을 만드는 재료를
보내주었다. 부인에게는 물고기 가죽으로 장식한 부인용 수레와 좋은 비단 30필을
보냈다) 주목할 만한 것은 董珊이 지적했듯 실제로는 ‘公大保’가 ‘ 亞’에게 교역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 것임에도 ‘歸(饋)’라는 어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본 명문과
비교 대상이 되는 《近出二編》1.325 任鼎 명문에서도 賣買 행위를 ‘獻’이라고 표현
하고 있는데33), 이는 매도인이 周王이기 때문에 매매 쌍방의 사회적 지위에 차이
로 인한 어휘 선택이었다는 董珊의 분석이 나름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본 亢鼎 명문의 경우, 비록 ‘ 亞’의 신분이나 지위가 확인된 바는 없으나 앞
서 ‘公大保’가 서주 초기에 자주 언급된 重臣임을 감안할 때 만약 ‘公大保’의 지위
가 ‘ 亞’보다 높았다면 굳이 ‘歸(饋)’라는 어휘를 사용해야 했을까하는 의문이 들기
도 한다. 또한, 위의 ‘歸’와 ‘饋’의 통가 용례를 통해 王이 (혹은 제3자를 통해) 하
사를 하는 것 또한 ‘歸(饋)’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서주시기 명문에 거래와 관련된
일을 기록함에 있어서 신분의 높낮음에 따라 어휘를 선택했다고 보기 보다는 당시
의 겸양어 표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33)

각주 7의 任鼎 명문 해석 참고.

亢鼎 銘文 研究

4.

､

57

鬯 ､ 牛一

이 부분은 학자들의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청동기 명
문 중에 처음 보이는 글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각 학자들의 隸
定과 끊어 읽기는 다음과 같다.
馬承源
(與) ( ) ､ 鬯､ ､ 牛一. 亞賓亢 (騂)､ 金二勻(鈞).
黃錫全 以 (郁) (瓶)､ 鬯 (坛)､ 牛一. 亞賓亢 (觲､ 騂)金二勻(鈞).
李學勤
(茅) (屏)鬯 (觛, ).
王冠英 以(與) ､ ､ 鬯､ ､ 牛一.
陳絜, 祖雙喜 以(與)矛(茅) (純)､ 鬯 (觛)､ 牛一. 亞賓亢 (騂)金二勻(鈞).
董珊 以 ､ 鬯 ､ 牛一. 亞賓亢觲金二勻.
1)

곧 ‘以’字로서, 여기서는 ‘與’의 의미로 쓰였다. ‘以’가 ‘與’의 뜻으로 쓰인 용례는
다른 금문 자료에도 보인다.
易(賜)女(汝)丼家 田于 (峻), (以)氒(厥)臣妾. 5.2836 大克鼎
(너에게 지역의 井邑과 田 및 이 토지를 경작하는 노예를 하사한다.)
(7) 王 (以) (侯)內(入)于 (寢). 11.6015 麥方尊
(왕과 제후가 宮室에 들었다.)
(8) 虢中(仲) (以)王南征, 伐南淮尸(夷). 9.4435 虢仲盨蓋
(虢仲이 왕과 남쪽 지방을 정벌하여 남쪽의 淮夷를 토벌하였다.)
(6)

여기서는 ‘ (以)’는 ‘公大保’가 ‘大 ’의 값인 ‘貝五十朋’ 외에도 ‘
‘牛一’를 더해주었음을 의미한다.

’, ‘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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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馬承源은 이 글자에 대해 머리에 겹으로 된 깃털 모자를 쓴 舞人이 우뚝 솟은
곳에 서 있는 모양으로, 양 옆의 네 획은 춤출 때 사용하는 도구를 나타내며, 곧
《說文》의 ‘ ’字라고 보았다.34) 馬承源은 겹쳐 쓴 모자 아래의 사람 형상이 甲骨
文 1期의 ‘王’과 자형이 유사하다고 보았으나, 이 글자가 명문에서 어떤 뜻으로 쓰
였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 글자에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黃錫全의
견해이다. 黃錫全은 이 글자를 ‘大’字의 좌우에 각각 ‘木’字가 있고, ‘大’의 아랫부분
은 ‘ (伏, 엎드려 있는 사람의 형태)’으로 구성된 ‘鬱’字로 보았으며, ‘大’字 위에
冠의 장식이 많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鬱’字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鬱’은 즉
鬱草로서 빻아서 삶은 다음 즙을 낸 후 鬯酒에 섞는 香草의 일종으로 뒤에 나오는
‘鬯’과 대구가 된다고 보았다. 李學勤은 이 글자의 아랫부분이 ‘鬱’字라는 것에는 동
의했지만, 윗부분(黃錫全이 장식이 많은 冠으로 보았던 부분)은 ‘矛’로 보았다. 즉
鬱 矛聲의 구조로 분석을 하였으며, ‘苞茅’(다발로 묶은 띠)의 ‘茅’로 읽어야 된
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苞茅’는 祼禮(灌祭)를 지낼 때 다발로 묶은 茅草를 세워
놓고 그 위에 鬱酒를 뿌림으로써 神이 飮酒하는 것을 상징하거나 혹은 술을 걸러
서 술지게미를 제거하는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李學勤은 ‘苞茅’와 鬱酒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근거로 ‘鬱’이 義符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董珊 역시 아랫부
분은 ‘鬱’이지만, ‘大’자 윗부분의 필획은 ‘鬱’의 자형 일부가 ‘矞’字로 聲化되어 ‘ 林
矞聲’의 형성자로 변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고음에서 ‘矞’은 余母物部이고, ‘鬱’
은 影母物部여서 두 글자가 동일 韻部에 속하고, 중고음에서는 모두 合口三等에
속하며, ‘矞’聲인 ‘橘’과 ‘鬱’은 모두 喉牙音이라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고문자 중의 ‘鬱’은 ‘ ’, ‘ ’35), ‘ ’, ‘ ’, ‘ ’36) 등의 자형이 보이며, 陳夢家
가 이 글자들이 ‘鬱’이라는 것을 밝혀낸 이후로37) 자형 구조에 관해서는 크게 두
說文》에서 ‘ ’는 ‘樂舞, 以羽 自翳其首, 以祀星辰也. 羽王聲, 讀若皇.’(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으로, 깃털로 된 舞具를 자신의 머리에 쓰고, 星辰께 제사를 올린다.
‘羽’를 形符로하고, ‘王’을 聲符로 하며, ‘皇’처럼 읽는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35) 孫海波 《甲骨文編》(北京, 中華書局, 1996), 767쪽 4067번 참조.
36) 容庚 《金文編》(北京, 中華書局, 1985), 356쪽 831번 참조.
37) 陳夢家 《西周銅器斷代》(北京, 中華書局, 2004), 85쪽 참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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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분석이 존재해왔다. 먼저 于省吾는 갑골문 ‘ ’을 ‘ 林 ( )’의 구조로 분
석하고, ‘ ’는 곧 ‘ 大 ’이며, ‘ ’는 ‘伏’의 本字라고 보았다. 이 글자는 숲속에
서 한 사람이 땅에 俯伏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 있는 모양으로, 이는 ‘鬱’
의 本字이며, ‘우울하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풀이했다.38) 이에 반해 吳振武는 ‘
大 ’의 구조로 보고, ‘ ’는 곧 ‘苞’字로서 ‘초목이 무성하다’는 뜻이며, ‘鬱’은 ‘숲
의 나무가 우거져서 울창하다’를 本義로 하는 회의자라고 주장했다.39) ‘ (鬱)’字
의 자형구조가 ‘ 林 ’인지 아니면 ‘ 大 ’인지 단언하기 힘드나 최근 본 명
문의 ‘ ’와 관련해서 자형과 용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있는 청동기가 소
개되었기에 이를 통해 ‘ ’가 어떤 글자인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王事(使)孟聯父蔑 , 易(賜) (?)牲大牢, 又 束, 大 ( ), .
《近出二編》1.325 任鼎
(왕께서 孟聯父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셨으며, (?)牲을 大牢
(소, 양, 돼지의 세 희생)만큼 하사하시고, 또 (술 제조의 재료가 되는
곡물의 일종으로 추정) 한 묶음과 큰 누룩, 띠풀 한 다발을 내려주셨다.)
(10) 隹(唯)三月, 王事(使)白(伯)考蔑尚厤, 歸(饋)柔 旁(芳)鬯. 尚盂(霸伯盂)40)
(3월에 왕께서 伯考로 하여금 尚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며, 부드러운 茅草
와 향기로운 鬯酒를 선사하셨다.)
(9)

任鼎은 中國國家博物館에 새로 입수된 서주 중기 기물로 王冠英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41), 尚盂(霸伯盂)는 山西省 남부 翼城縣에 위치한 묘지 유적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발굴을 통해 출토된 역시 서주 중기의 청동기이다. 먼저 아래
에 亢鼎, 任鼎, 尚盂(혹은 霸伯盂) 명문 중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자형을 열거해
于省吾 《甲骨文字釋林⋅釋 》(北京, 中華書局, 1979), 306-308쪽 참조.
吳振武 <說“苞”“鬱”>; 《中原文物》, 1990年 第3期, 32-36쪽 참조.
謝堯亭 <山西翼城大河口西周霸國墓地>; 《2010中國重要考古發現》(北京, 文物出版
社, 2011), 65-73쪽; 山西省考古研究所大河墓地聯合考古隊 <山西翼城縣大河口西
周墓地>; 《考古》, 2011年 第7期, 16쪽 참조.
41) 王冠英 <任鼎銘文考釋>; 《中國歷史文物》, 2004年 第2期, 20-25쪽 참조.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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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 하겠다.
亢鼎

尚盂

任鼎

任鼎 명문의 해당 글자에 대해 王冠英은 ‘ (荺)’字로 보고, ‘茅根’으로 해석해
왕이 任에게 내려준 하사품이 모두 鬯酒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라고 설명했고, 董珊
은 ‘鬱’로 고석했다. 위의 尚盂 명문의 자형에 대해서는 李學勤은 ‘鬱’字라고 보았
고, 黃錦前은 ‘苞’字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鬱’의 다섯 가지 자형을 포함한 ‘鬱’의 다른 자형들과 任鼎
및 尚盂 명문의 자형을 비교해보면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11.6001 小子生尊

15.9571 孟

父壺

8.4133 叔

10.5428 叔

10.5429 叔

父卣

《

父卣

近出》42) 4.953 康伯壺蓋

위의 자형에서 보듯 지금까지 확인된 ‘鬱’字에는 모두 ‘大’가 빠짐없이 보이고 있
는데, 이는 곧 ‘鬱’字에서 ‘大’가 생략될 수 없는 부분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
다.43) 그러므로 任鼎 명문의 자형이 ‘鬱’과 유사하며44) 단지 大가 생략된 것일 뿐
이라는 董珊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黃錦前은 尚盂 명문의 ‘ ’
를 ‘苞’로 보았는데, 아래의 갑골문 ‘苞’字와 비교해보면 자형 구조상 任鼎과 尚盂의
해당 자형은 ‘苞’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45)
劉雨, 盧岩 編 《近出殷周金文集錄》(北京, 中華書局, 2002).
于省吾는 ‘大’가 나중에 ‘缶’로 변형되었다고 밝혔다. 《甲骨文字釋林⋅釋 》(北京, 中
華書局, 1979), 307쪽 참조.
44) 董珊은 任鼎 명문의 자형에서 ‘勹’ 아래에 두 줄의 가로획이 있는 특징이 ‘ ’(11.6001
小子生尊)이나 ‘ ’(15.9571 孟 父壺)의 필법과 유사하며, 이는 글자의 균형을 맞춰
주는 작용을 할 뿐, 실재적인 의미는 없다고 보았다.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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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38

08313
20324

0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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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 ‘苞’에는 일관되게 모두 ‘大’가 없는데, 이는 ‘鬱’字와 확연히 구분되
는 특징이며, 이러한 점에 근거해볼 때 任鼎과 尚盂의 해당 글자는 ‘ (苞)’로 보
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시 亢鼎 명문의 ‘ ’로 돌아와 보면, 黃錫全이 이 글자가 ‘鬱’이라는 견해를 제
시한 이후로 학자들을 이에 동의하며 각자의 견해를 보충하였는데, 亢鼎의 ‘ ’과
任鼎의 ‘ ’가 연관성이 매우 높거나 동일 文例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만약 任鼎
의 ‘ ’가 ‘苞’라면 亢鼎의 이 글자도 ‘鬱’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 ’를 ‘矛’와 ‘ (苞)’로 구성된 글자로 보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글자가 任鼎과 尚盂의 자형과는 다르게 ‘大’와 흡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李學勤의 견해처럼 ‘矛’와 ‘ (鬱)’의 결합구조로 분석하되,
‘鬱’의 ‘大’와 ‘矛’의 손잡이 부분의 필획을 공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矛+ (苞)’
의 구조이든지 필획을 공유한 ‘矛+ (鬱)’의 구조이든지, 모두 ‘茅’로 읽을 수 있으
며, 세 명문 중의 ‘ ’, ‘ ’, ‘ ’는 모두 茅草를 나타내는 글자로, 서주초기 자형인
‘ ’에는 聲符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었다가 서주중기에 와서는 자형의 아랫부분인
‘ (苞)’만 남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尚盂 명문의 ‘柔苞’에 관한 해석에 관해 黃錦前은 이를 ‘茅
苞’로 읽고, 곧 ‘包茅’(다발로 묶은 띠)라고 설명했으나, ‘苞’가 만약 ‘묶다’, ‘싸다’의
뜻인 ‘包’의 뜻이라면 亢鼎과 任鼎 명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통하지 않게 된다. 필
자는 尚盂 명문의 ‘柔苞’는 ‘柔茅’로서 ‘부드러운 茅草’를 의미하며, 이는 뒤에 이어
45)

李宗焜 《甲骨文字編》中冊(北京, 中華書局, 2012), 505쪽 1725번 참조. 자형의 출
처는 모두 《甲骨文合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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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旁(芳)鬯’(향기로운 鬯酒)과 함께 모두 ‘수식어+피수식어’의 대구 구조로 보
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이 글자는 자형과 문례에 있어 앞서 언급한 任鼎의 ‘ ’과 동일 글자로 추정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 ’의 상단에는 ‘廾’으로 볼 수 있는 글자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黃錫全은 ‘ ’에서 ‘廾’의 아랫부분이 《金文編》부록 上篇의 579번에 수록된 ‘ ’, ‘ ’
과 같이 두 손을 나란히 한 모양으로 곧 ‘并’字이며46), 뒤에 이어지는 ‘鬯 ’, ‘牛
一’, ‘ 金二勻’이 모두 ‘명사+수량사’의 구조임을 감안할 때 ‘ ’는 鬱汁을 담는 기
물을 뜻하는 것으로, ‘甁’과 通假될 수 있다고 보았다. 李學勤은 이 글자의 아랫부
분을 ‘并’으로 본 黃錫全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屛’과 通假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黃錫全의 견해를 보충하여 ‘并’의 원래 자형은 二人에 위에 두 줄의 가로획이 더
해진 형태이지만, 은허갑골문에부터 ‘ 二又’로 쓰인 예도 존재하며47), ‘ ’에서는
두 줄의 가로획이 위쪽으로 이동한 형태일 뿐이라고 보았다. 李學勤은 앞 글자인
‘ ’와 연결하여 ‘茅屛’은 《左傳》과 《國語》에 보이는 ‘屛攝’48), 즉 茅草 다발을 묶
黃錫全은 《金文編》부록 上篇 579번의 자형 외에 일반적으로 ‘ ’으로 隸定되는 ‘ ’
(《金文編》부록 下篇 120번), ‘ ’, ‘ ’, ‘ ’, ‘ ’(《金文編》부록 下篇 144번)의 자형들
을 제시하며, 이 글자들 역시 ‘ 幷’의 구조로 보았으며, ‘ ’의 중간 부분에 ‘井’처럼 보
이는 부분이 ‘ ’에서는 분리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47) 李學勤은 歷組卜辭 중의 《甲骨文合集》32832의 문례와 賓組卜辭 중의 《甲骨文合集》
5622의 문례가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并’을 ‘友’로도 쓸 수 있다고 보았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甲骨文合集》32832 문례는 ‘王令吳(?)以子方奠于并’인 반면, 《甲骨文
合集》5622의 문례는 ‘貞: 翌……令吳……子, 方……友古王事’로서, 두 문례가 같다고 보
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 두 문례를 근거로 ‘并’을 ‘友’로도 쓸 수 있다
는 주장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48) 《國語⋅楚語下》에 觀射父가 楚 昭王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 기록이 있다. “使
名姓之後, 能知四時之生､ 犠牲之物､ 玉帛之類､ 采服之儀､ 彝器之量､ 次生之度､ 屏
攝之位､ 壇場之所､ 上下之神､ 氏姓之出, 而心率舊典者, 為之宗.” (성명이 있는 집안
후손으로, 능히 四時의 만물 생장, 제사의 희생물, 옥백의 종류, 채복의 의전, 이기의
수량, 신주의 차례에 대한 헤아림, 屏攝의 위치, 제단의 장소, 상하 신의 존비, 씨성의
근원 등에 대하여 잘 알며, 마음이 옛 전적을 따르는 자가 宗伯이 되는 것입니다) 韋昭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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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만든 일종의 가리개라고 풀이했다. 董珊은 ‘ ’에서 ‘廾’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감금 도구(수갑, 차꼬)로 사람의 양손 엄지를 가두어놓은 모양이며, 곧 《說文》
에 ‘兩手同械也’로 풀이되어 있는 ‘拲’의 表意初文이라고 주장했다. 任鼎의 ‘ ’과
5.2696 鼎 명문의 ‘ ’ 역시 이러한 本義를 나타내는 자형으로 ‘廾’은 聲符가 되
며, ‘拲’과 이 세 자형들이 모두 ‘手’를 義符로 삼고 있어 의미상으로도 서로 통한다
고 보았다. 이 ‘拲’字의 表意初文은 울초잎을 10장 단위로 세는 어휘인 ‘貫’과 通假
될 수 있으며49), ‘ ’은 곧 鬱草 一貫을 칭한다고 파악했다.
먼저 ‘ ’의 아랫부분을 ‘幷’으로 분석한 黃錫全과 李學勤의 견해에 대해 얘기하
자면,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幷’의 모든 자형은 두 사람이 앞뒤로 나란히 있는
‘ ’의 자형에 두 줄 혹은 한 줄의 가로획이 아래쪽에 위치해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
다.50)
00738

06055

36987

33174

32833

08137

新收》1351
5.2840
并伯甗51)
中山王 鼎
는 이에 대해 “屏, 屏風也; 攝, 形如今要扇, 皆所以分別尊卑, 為祭祀之位.”라고 했다.
또, 《左傳》昭公十八年에 鄭나라에 불이 나자 子産이 “使子寬､ 子上巡群屏攝, 至于大
宮.”(자관과 자상에게 여러 사당을 순찰하면서 종묘까지 돌게 했다)라고 하명한 기록이
있다. 杜預《注》는 韋昭의 해석에 근거해 “屏攝은 祭祀之位이다”라고 하였고, 孔穎達
《正義》에서는 鄭司農의 말을 인용하여 “束茅以為屏蔽”(띠 다발을 묶어 가리개로 삼는
다)라고 했다.
49) 《周禮⋅鬱人》: “凡祭祀､ 賓客之祼事, 和鬱鬯以實彝而陳之.”(제사나 빈객 접대의 祼事
에는 鬯酒에 鬱金草를 섞어서 울창주를 담가 술단지에 채워서 베푼다) 鄭玄《注》: “築
鬱金, 煮之以和鬯酒. 鄭司農云: ‘鬱, 草名. 十葉為貫, 百二十貫為築.’”(鬱金草를 빻아
서 달인 후 鬯酒와 섞는다. 鄭司農은 ‘鬱은 풀의 이름이다. 열 잎은 貫이라 하고, 120
貫은 築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說文⋅鬯部》: “ , 芳艸也. 十葉為貫, 百廿貫築以煑
之為鬱.”(鬱은 芳草이다. 열 잎은 貫이라 하며, 120貫 빻아서 달이면 이 된다)
50) 갑골문은 李宗焜 《甲骨文字編》上冊(北京, 中華書局, 2012), 49-50쪽 148번 참조.
자형의 출처는 모두 《甲骨文合集》이다. 금문은 董蓮池 《新金文編》中冊(北京, 作家出
版社, 2011), 1125쪽 1750번 참조.
51) 鍾柏生, 陳昭容, 黃銘崇, 袁國華 《新收殷周青銅器銘文暨器影彙編》(二)(臺北, 藝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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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 가로획의 위치가 매우 고정적이고 일관된 점을 감안할 때, 李學勤
의 주장처럼 ‘二人( )’이 ‘二又’로 쓰인 예가 있다하더라도, ‘ ’, ‘ ’, ‘ ’의 가로획
이 모두 상단에 위치해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이들 글자를 ‘幷’으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또한 黃錫全이 근거로 제시한 ‘ ’에서 ‘井’으로 분석한 부분 역시 ‘幷’에서
분리되어 생겨난 자형이라기보다는 聲符의 역할을 하는 ‘凡’字가 訛變된 것으로
보는 최근의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52), 이 역시 ‘ ’를 ‘幷’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
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자형 분석에 있어서는 董珊의 견해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說文⋅手部》: “拲, 两手同械也.”(拲은 두 손이 함께 수갑에 채워져 있는
것이다) 《周禮⋅掌囚》: “凡囚者, 上罪梏拲而桎.”(옥에 갇힌 죄인은 上罪에 해당하
면 양손을 하나로 묶어 수갑을 채우고 발에 차꼬를 채운다) 이에 대해 鄭玄은 鄭司
農의 말을 인용하여 “拲者, 两手共一木也. 桎梏者, 两手各一木也.”(拲이란 것은
두 손이 하나의 나무 수갑에 묶여있는 것이다. 桎梏이라는 것은 두 손을 각각의 나
무 수갑에 채운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在手曰梏, 在足曰桎.”(손에 채
우는 것은 梏라고 하고, 발에 채우는 것은 桎이라고 한다)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실물로 남아있는 ‘拲’이 없으므로 두 손에 각각 채우던 수갑을 의미하는 ‘梏’과
비교하여 두 손을 한꺼번에 묶는 刑具가 ‘拲’이라 하였는지 확증할 방법은 없지만,
전래문헌의 기록으로 판단해본다면 ‘ ’, ‘ ’, ‘ ’은 ‘拲’의 특징을 잘 반영해준다고
도 볼 수 있다. 또한 자음 방면에 있어서도 ‘廾’을 ‘ ’의 聲符로 보는 것도 큰 무리
가 따르지 않으므로 ‘ ’을 ‘拲’의 表意初文으로 간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拲’을 울초잎을 세는 단위인 ‘貫’으로 읽을 수 있느냐의 문제
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우선 앞선 검토를 통해 우리는 ‘ ’를 ‘鬱’이 아닌 ‘茅’
로 추정하였으므로, ‘ ’을 울초잎의 양사로 보는 것은 명문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
는다. 다음으로는 ‘拲’과 ‘貫’의 通假 가능 여부인데, 董珊은 東部의 일부 글자가 元
部의 合口字로 읽히는 몇 개의 글자를 증거로 삼았지만53), 이는 旁對轉에 해당되
52)

印書館, 2006), 932쪽 참조.
何琳儀, 胡長春 <釋攀>; 《漢字研究》 第1輯(北京, 學苑出版社, 2005), 422-4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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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모든 東部의 글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래문헌에 보이는 ‘茅’
의 관련 기록을 볼 때, 필자는 ‘ ’가 ‘茅’의 다발 혹은 묶음을 지칭하는 단위일 가능
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春秋左傳》僖公四年: “爾貢包茅不入, 王祭不共, 無以
縮酒.”(그대의 나라에서 포모를 진공하지 않으니 왕실의 제사에 제물이 바쳐지지
못하고, 술을 거르지 못하고 있다) ‘包茅’는 다발로 묶어놓은 띠풀을 의미하는 것이
다. 또, 금문에 보면 ‘鬯’의 계량 단위는 대부분 ‘卣’로, 여기서의 ‘鬯’은 곧 鬯酒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10.5399 盂卣의 ‘鬯束’과 任鼎의 ‘束 ’에서와 같이 ‘鬯’을 ‘束’
으로 세는 경우는 鬯酒의 재료가 되는 鬱草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사에 소용되는
香草는 다발이나 묶음으로 계수하는 것이 낱장을 세는 단위인 ‘貫’보다는 더 타당하
게 보인다. 다만 ‘ ’이 만약 ‘拲’의 表意初文이라면 본 명문에서 묶음이나 다발의
뜻을 지닌 어떤 글자로 읽어야 하는지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자료의 발견을 있어
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4)

鬯

鬱草를 섞지 않은 검은 기장으로 만든 술이다.
5)

( )

馬承源은 이 글자가 ‘ 鬯’인 것을 근거로 鬯酒 종류의 술 이름으로 보았다. 黃
錫全은 ‘ 稟 虫 鬯’의 자형 구조로 분석하고, ‘鬯’은 義符이며, 나머지 부분은
聲符로 보았는데, 고문자 자료 중 윗부분이 ‘稟’이고 아랫부분이 ‘虫’로 구성된 글자
들의 독음이 ‘亶’인 것을 근거로 ‘ ’은 곧 ‘壇’이며, ‘ ’ 혹은 ‘壜’과도 같은 글자라
고 풀이했다. 즉, ‘ (壇, , 壜)’은 양사로서, 앞 글자인 ‘鬯 ’과 붙여 읽게 되면,
‘鬯酒 한 단지’의 뜻을 나타내게 된다. 李學勤 역시 이 글자 중의 ‘鬯’을 義符로 보
았으나, 《說文》에 ‘小觶’로 풀이된 ‘觛’으로 보고, ‘鬯觛’은 鬯酒를 담는 용도의 술잔
(청동 술잔 자체를 선사함)이라고 설명했다. 陳絜과 祖雙喜는 李學勤이 ‘觛’으로
읽은 것에 대해 동의했지만, 용법에 있어서는 양사로 보고, ‘鬯觛’은 곧 ‘秬鬯一觛’
53)

董珊은 張富海의 견해를 빌어 ‘疃’의 反切音은 ‘他短反’이고, ‘孔’과 ‘空’은 ‘苦管反’의
음을 지닌 ‘窾’으로 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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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해석했다. 董珊은 ‘ ’가 ‘觶’와 통가되는 것으로 보았다. 春秋 시기 徐國의
銅觶 명문 중에 스스로를 ‘祭鍴’로 칭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54) ‘鍴’은 舌音元部에
속하는 글자이고, ‘ ’의 기본 聲符는 ‘亶’이므로 역시 元部에 속하게 된다. ‘觶’는
본래 ‘單’을 성부로 삼는 元部에 속하는 글자였는데, ‘觶’의 이체자에 ‘觗’가 있는 것
으로 보아 나중에 支部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鬯觶’는 鬯酒 한 觶를 뜻
한다.
우선 청동기 명문 자료에서 ‘鬯’의 뒤에 함께 쓰인 어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1) 易(賜)女(汝) (秬)鬯一卣. 5.2841 毛公鼎55)
(12) 易(賜)女(汝)鬯一卣. 5.2837 大盂鼎56)
(13) 易(賜)女(汝) (秬)鬯一卣. 5.2816 伯 鼎57)
(14) 王蔑曆, 易(賜) (秬鬯)一卣. 《近出》2.356 伯唐父鼎58)
(15) 王易(賜)呂 (秬鬯)三卣. 5.2754 呂方鼎59)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鬯’ 혹은 ‘秬鬯’이 대부분 계량단위인 ‘卣’와 함께 쓰이고
있는 점을 볼 때, ‘ ’이 청동 술잔 자체를 의미한다는 李學勤의 주장은 설득력이

54) 12.6462 義楚觶 명문의 ‘祭耑’, 12.6506 王 又觶 명문의 ‘耑’, 12.6513 王義楚
觶 ‘祭 ’의 예가 있다.
55) 毛公鼎 명문 외에도 8.4302 彔伯 蓋, 8.4318 三年師兌 , 8.4342 師訇敦,
8.4343 牧 , 9.4467 師克盨, 9.4469 盨, 16.9898 吳方彝蓋, 《近出二編》
2.328-2.329 四十二年 鼎, 《近出二編》2.330-2.337 四十三年 鼎 명문에서 ‘
(秬)鬯一卣’의 용례가 보인다.
56) 大盂鼎 명문 외에도 8.4320 宜侯夨 , 《近出二編》4.873 呂壺蓋 명문에서 ‘鬯一卣’의
용례가 보인다.
57) 15.9728 曶壺蓋 명문에서도 ‘ (秬)鬯一卣’의 용례가 보인다.
58) 袁俊傑은 금문 및 전래 문헌 중에 자주 보이는 ‘ (秬)鬯一卣’을 근거로 ‘ ’는 ‘鬯’字
가 공통으로 쓰인 ‘ 鬯’의 合文 형태라고 주장했는데(<伯唐父鼎銘通釋補證>; 《文物》,
2011年 第6期, 41쪽 참조), 뒤에 ‘一卣’가 출현한 것을 고려한다면 ‘ ’를 원래 뜻인
검은 기장으로는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어색하므로 비교적 타당한 분석이라 생각된다.
劉雨는 ‘ ’을 ‘矩’와 ‘鬯’의 두 글자로 각각 분리해서 考釋했는데, ‘矩’가 ‘秬’와 통가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런 견해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청동기 명문 중에서는 대개 ‘ ’가 ‘秬’
를 나타내기 때문에 袁俊傑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59) ‘ ’에서 ‘夫’는 ‘矩( )’의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다. 陳初生 《金文常用字典》(高雄,
復文圖書出版社, 1992), 5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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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해 보인다. 또한, ‘鬯 ’ 전후의 ‘ (茅) ’와 ‘牛一’의 문장 구조가 수사가 생
략된 형태의 ‘명사+양사’ 및 양사가 생략된 형태의 ‘명사+수사’임을 고려할 때, ‘鬯
’는 수사가 생략된 ‘명사+양사’의 구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 ’의 ‘鬯’를 義符로 보고, 나머지 부분을 聲符로 볼 경우, ‘ ’이 보이는 다
른 고문자 자형들의 독음을 근거로 ‘ ’이 어떤 글자와 通假될 수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說文》에 수록된 ‘鱣’의 籀文
《汗簡》下之二에 수록된 華岳碑의 ‘坛’字
叀 (蟺)土人又殺. 《甲骨文合集》 26896
(蟺)土人. 《甲骨文合集》 26896
(蟺)土人. 《小屯南地甲骨》 880+1010
危方奠(?)于 (壇). 《甲骨文合集》 27999
(檀)姜乍(作)旅鼎. 4.2028 姜鼎
季遽父乍(作)豐姬寶 彝. 10.5357 季遽父卣, 11.5947 季遽父尊
叀 彔先 . 《甲骨文合集》 29408
易(賜)又(右)事(史)利金, 用乍(作) (檀)公寶彝. 8.4131 利
易(賜)朱旂 (旃)金莽(枋)二鈴. 8.4326 番生 蓋
《

60)

우선 《說文》에는 ‘鱣’의 籀文으로 ‘ ’, 즉 ‘ ’이 수록되어 있고, 《汗簡》에는
‘坛’字의 자형으로 華岳碑의 ‘ ’, 즉 ‘ ’를 싣고 있는데, 이는 모두 ‘ ’이 ‘亶’과 통
함을 보여주는 근거들이라 하겠다. ‘ ’은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蟺’, ‘壇’, ‘檀’과 通
假되고 있으며, 금문에서 人名으로 사용된 ‘ ’에 대해 《古文字譜系疏證》은 ‘憻’의
或體라고 설명하고 있다.61) 같은 원리로 갑골문에서 地名을 나타내는 ‘ ’은 ‘檀’의
60) ‘ ’과 ‘ ’에 대해 黃錫全은 ‘ 心’(容庚 《金文編》(北京, 中華書局, 1985), 725쪽
1770번 참조)이나 ‘ 貝’(吳鎮烽 《陝西金文彙編》上冊(西安, 三秦出版社, 1989),
393, 404, 406번 참조)가 아니라 ‘ 鬯’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글자들의 왼쪽 하단 자
형은 ‘鬯’보다는 ‘心’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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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體로 볼 수 있으며, 금문에서 두 차례 출현하는 ‘ ’은 ‘檀’과 ‘旃’로 각각 通假되
었다. 《說文》에서 ‘旃’의 或體로 ‘旜’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 ’는 곧 ‘旜’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이처럼 ‘ ’의 글자들이 ‘ 亶’의 글자와 통가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 ’ 역시 ‘壇( )’으로 읽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앞서 설명했듯 이 글
자가 양사임을 고려한다면 ‘鬯 ’은 ‘鬯酒 한 단지’로 해석하는 것 합리적이다.

5. 亞賓亢 金二勻(鈞)
1) 賓

여기서 ‘賓’은 ‘儐’와 通假되어 ‘증정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賓’의 용법
은 다른 명문에도 보인다.
王姜令乍(作)冊睘安尸(夷)白(伯), 尸(夷)白(伯)賓(儐)睘貝､ 布. 10.54
07 作冊睘卣
(王姜께서 作冊 睘으로 하여금 夷伯을 문안케 하시니 夷伯이 睘에게 貝
와 布를 선사하였다.)
(17) 王令盂寧 (鄧)白(伯), 賓(儐)貝. 14.9104 盂爵
(왕께서 盂로 하여금 鄧伯을 문안케 하시고 貝를 선물로 보내셨다.)
(16)

이밖에 《國語⋅楚語下》: “公貨足以賓獻.”(제후의 재물은 선물을 하고 공납할 정
도면 그만이다)에 대해 韋昭《注》에는 “賓, 饗贈也”라고 설명하였다.
2)

( )

馬承源은 ‘ ’를 ‘
’의 구조로 보고, ‘ ’로 隸定했다. 《公羊傳》 중의 ‘騂
犅’은 곧 8.4165 大 명문의 ‘ ’과 같은 것이며, 《說文》에서 인용한 《詩⋅角
弓》의 ‘觲觲角弓’을 오늘날 ‘騂騂’으로 쓰는 것을 근거로 ‘ ’과 ‘騂’이 通假되는 것
으로 보았다. 즉, ‘ 亞’가 ‘亢’에게 주는 답례품을 ‘騂’(붉은 소)과 ‘金二勻’의 두 가
지로 나누어 풀이했다. 반면, 黃錫全은 이 글자를 ‘騂’으로 보긴 했으나, 이 글자와
61)

黃德寬 主編 《古文字譜系疏證》第3冊(北京, 商務印書館, 2007), 26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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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의 글자인 ‘金’의 왼쪽에 모두 銅块를 나타내는 ‘ ’이 있는 것에 주목하고, ‘ ’는
붉은 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金’의 수식어로, 銅料의 색깔이 붉음을 나타내는 것
으로 해석했다.
‘ ’은 갑골문과 금문, 璽印 및 楚簡에 두루 보이는데, 羅振玉은 ‘ ’가 ‘騂’의 本
字임을 밝히며, 《說文》에서 ‘觲’에 대새허는 ‘ 羊､ 牛､ 角’으로 분석하고, ‘붉고 단
단한 흙’의 뜻을 지닌 ‘ ’는 ‘ 觲省’으로 풀이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
다.62) 또한, 于省吾는 ‘ ’와 《玉篇》에 ‘赤牛’로 풀이된 ‘ ’ 및 ‘馬赤色’이라고 해석
된 ‘ ’은 모두 ‘ ’에서 파생된 것으로 전래문헌에서 ‘ ’와 ‘ ’는 ‘ ’나 ‘騂’로 통용
되기도 하였다며 관련 글자들 사이의 연원 관계를 제시하기도 했다.63) 이렇듯 諸
家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볼 때 ‘ ’는 붉은색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그 구체적인 사
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意符가 더해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黃錫全이
‘ ’의 ‘ ’를 銅料를 강조하는 意符로 인식하고, ‘ 金’을 紅銅으로 해석한 것은 매
우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또한, 청동기 금문에서도 앞서 언급한 8.4165
大 외에 ‘ ’가 붉은색을 나타내는 용례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者 睪(擇)其吉金, 自乍(作) (瑤)鐘, 不帛(白)不 . 1.197 者 鐘
(者 이 질 좋은 銅을 택하여 아름다운 종을 제작하니 희지도 않고 붉지
도 않다.)
(19) 白金鑄(鏤?)鉌(盉), ₌ , ₌足(疋). 《近出二編》4.835 春成侯盉
(백금(주석의 함량이 높은 청동 합금)으로 제작한 紋飾이 있는 盉, 紅銅
으로 만든 기물 몸체의 線形 상감 장식, 紅銅으로 만든 盉의 세 발.)
(18)

者 鐘 명문의 ‘不帛(白)不 ’는 제작된 鐘의 빛깔이 매우 적절하고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말이다. 成侯盉의 ‘ ’에 대해 唐友波는 ‘ ’는 황금색과 붉은색의 광택
을 반짝이는 기물의 아름다운 무늬를 형용한 말이라고 보았고64), 李家浩는 ‘ ₌’를
《說文⋅角部》: “觲, 用角低仰便也,
羊､ 牛､ 角. 《詩》曰: 觲觲角弓.” (觲은 뿔활이
調弓이 잘되어 편리하다는 뜻이다. 羊, 牛, 角로 구성되어 있다. 《詩經》에는 ‘觲觲角
弓’로 되어 있다) 《說文⋅土部》: “ , 赤剛土也, 土, 觲省聲.” ( 은 붉고 단단한 흑
이다. 土를 意符로 삼고 觲의 생략 형태를 성부로 삼았다) 于省吾 主編,《甲骨文字詁
林》 第2冊(北京, 中華書局, 1996), 1525쪽 참조.
63)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 第2冊(北京, 中華書局, 1996), 1526쪽 참조.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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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 合文으로 볼 수도 있고, ‘₌’를 ‘金’의 重文 부호로 보아 ‘ 金’으로도 볼 수
있으나, 亢鼎의 예를 근거로 ‘ 金’로 보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65) 필자 또한 李
家浩의 견해에 동의하는데, 亢鼎에서 紅銅을 나타내는 글자에서 ‘ ’로 표현되었던
意符가 후대의 春成侯盉에서는 ‘金’으로 치환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
다. 또한, 戰國시기에 이르러서 각종 意符가 더해져서 ‘ ’, ‘ ’, ‘ ’ 등의 글자가
파생되었다고 하는 唐友波의 견해는 이러한 현상이 이미 서주 초기에 나타난 것으
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勻

금문에서 아래 명문 용례와 같이 ‘金’을 계량하는 단위로 쓰이며, 일반적으로 ‘鈞’
로 읽힌다. 《說文》에는 “鈞, 三十斤也.”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令宰僕易(賜) (甹)白金十勻(鈞). 1.48 鐘
(宰官인 僕으로 하여금 甹에게 白金 삼백 근을 하사하셨다.)
(21) 陶子或易(賜)陶 (姒)金一勻(鈞). 16.10105 陶子盤
(陶子께서 또 陶姒에게 銅 서른 근을 하사하셨다.)
(22) 弔(叔) (朕)父加(嘉)曶 , 用赤金一勻(鈞). 《近出二編》 3.432 曶簋
(叔朕父는 曶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銅 서른 근을 하사하셨다.)
(20)

본 명문의 ‘ 金’은 曶簋 명문 중의 ‘赤金’과 같은 것으로, ‘ 金二勻(鈞)’은 곧
紅銅 육십 근을 의미한다.

唐友波 <春成侯盉與長子盉綜合研究>; 《上海博物館集刊》 第8期, 2000年, 155쪽 참
조.
65) 李家浩 <談春成侯盉與少府盉的銘文及其容量>; 《華學》 第5輯, 2001年, 151쪽 참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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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亢對亞 , 用乍父己. 夫冊.
1)

서주 명문에 자주 보이는 ‘對(對揚, 揚)+찬양대상+休’의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 ’이 여기서 ‘休’(은택, 돌보심, 보우하심)의 의미로 쓰인 명사임을 알 수 있다.
‘對(揚)+찬양대상+ ’의 용례는 ‘大揚皇天尹大保 ’(5.2758 作冊大方鼎), ‘令敢
揚皇王 ’(8.4300 作冊夨令 ), ‘乍(作)冊令(命)敢揚明公尹氒(厥) ’(11.6016
夨令方尊, 16.9901 夨令方彝)에도 보이는데, 이 기물의 제작 시기가 모두 서주
초기의 것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또한, ‘對揚’의 의미를 나타내는 ‘對’나 ‘揚’이
단독으로 사용된 용례 또한 서주 초기에 집중 출현하므로, 본 명문의 ‘對亞 ’는 어
휘 사용에 있어서 그 시대적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夫冊

‘夫’는 ‘亢’의 族名이며, ‘冊’은 夫族의 사람들이 세습해온 ‘作冊’의 관직을 뜻한다.

Ⅲ. 結論
지금까지 亢鼎 명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해보고, 기존의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학설에 대해서는 필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명문의 정
확한 해석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亢鼎 명문에는 ‘公大保’와 ‘ 亞’ 사이에 발생한 王器의 매매 및 교환 전과정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서주 초기에 貝錢을 이용해 교역을 진행한 최초의 기록이라
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명문의 내용을 통해 玉器의 가격인 五十朋
외에 띠풀, 鬯酒, 소와 같은 다른 실물을 곁들여 교역하는 형태와 같은 서주 초기
의 특수한 거래 형식을 엿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거래 절차에 있어서도 제삼자
(亢)를 통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 亢鼎 명문에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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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와 같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글자들이 출현하는데,

이는 최근 소
개된 任鼎이나 尚盂 명문의 관련 글자와 연계하여 그 뜻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일부 명확한 뜻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명문에 대한 隸定과 끊어 읽기 및 해석을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乙未, 公大保買大 于 亞, 才(裁)五十朋. 公令(命)亢歸 亞貝五十朋, (以)
(茅) ､ 鬯 (壇, )､ 牛一. 亞賓亢 ､ 金二勻(鈞). 亢對亞 , 用乍(作)父
己. 夫冊.
【해석】
을미일에 公大保께서 亞에게서 큰 (琮?)을 사는데, 그 가치를 五十朋으로
정했다. 召公은 亢에게 명령하여 亞에게 오십 붕의 貝와 띠풀 한 다발, 鬯酒
한 단지와 소 한 마리를 선사하셨다. 亞께서는 亢에게 紅銅 二鈞(六十斤)을 베
풀어주셨다. 亢은 亞의 은혜를 칭송하며 부친인 己를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기물
을 제작하였노라. 夫族이면서 作冊의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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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亢鼎是上海博物館從香港古玩肆中收購所得, 該鼎的形制為分襠､ 柱足､
立耳, 這種形制的青銅鼎從殷商時期到西周早期流行的, 亢鼎是西周早期分襠
鼎的典型式樣｡ 該鼎鑄有銘文8行49字, 其中合文8字, 記錄了公大保與 亞之
間所發生的王器買賣與交割的全過程, 也是西周早期用貝作為貨幣進行交易的
最早最直接的文字記錄｡ 馬承源先生發表<亢鼎銘文―西周早期用貝幣交易玉
器的記錄>一文作了精辟考釋, 隨後黃錫全, 李學勤, 陳絜·祖雙喜, 董珊等對銘
文及其所反映的有關問題也作了釋讀與論述｡ 本文綜合學者們的研究成果, 做
一番整理和考釋, 並提出個人的意見, 以就教於專家學者｡
銘文大意是說: 乙未這天, 公大保從 亞那裡購買很大的玉器(琮?), 其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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值定在五十朋｡ 公大保命令亢饋贈給 亞五十朋和一束茅草､ 一壇鬯酒､ 一頭
牛｡ 亞也饋贈給亢紅銅二鈞(六十斤)｡ 亢為答揚 亞的蔭庇, 因而用來作了這
件祭祀父親己的寶器｡ 亢是夫族之人, 也是擔當着世為作冊這一史官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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