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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물소개  제작시기

지금까지 季姬方 과 관련된 정식 출토보고서는 없으나, 이 기물을 최초로 소개

했던 蔡運章과 張應橋에 의하면 1946년 겨울 洛陽 古城 동북쪽에 위치한 서주 귀

족 묘지의 窖藏坑(저장 구덩이)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1) 의 입구는 나팔 모양

으로 둘레는 각진 형태를 하고 있으며, 腹部 아래쪽으로는 方形을 띠다가 맨 아래

쪽에 약간 높은 원형의 다리가 받쳐져 있다. 몸

체의 네 모서리에는 扉棱(기물 위에 돌기 형태

로 나와 있는 선)이 있고, 양쪽에는 새 모양의 

귀가 달려있었으나, 한쪽은 소실되었다. 새 모양

의 귀는 가슴을 내밀고 머리를 곧추세우고 있으

며, 부리는 굽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의 목 부

분에는 특별한 문양이 없으며, 배 부분에는 饕

餮紋이 장식되어 있는데, 饕餮紋의 콧등은 높고 두 눈은 툭 튀어나와 있으며 양쪽 

뿔은 위쪽으로 말려있는 특징을 띠고 있다. 원형의 다리 둘레에는 竊曲紋이 장식되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

음.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蔡運章, 張應橋 <季姬方 銘文及其重要價值>; 《文物》, 2003年第9期,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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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바닥의 바깥쪽에는 양각으로 된 사선의 격자무늬가 보인다. 입구 지름

은 18cm, 양쪽 귀 사이의 간격은 약 30.8cm, 바닥 너비는 12.8cm, 다리 높이는 

4cm, 두께는 0.5cm, 높이는 18.8cm이

며, 무게는 4.6kg으로 알려져 있다. 

의 바닥 안쪽에 8行 77字의 명문이 남

아있으며, 기물의 부식이 심한 탓에 정

확한 자형을 확인할 수 없는 글자가 많

다.

기물의 형태와 문양으로 보았을 때, 

제작 시기는 서주 중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우선 季姬方 처럼 腹部가 아래쪽으

로 내려갈수록 불룩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11.59962) 豊 , 11.6008 臤 , 

11.6009 效 이 모두 서주 중기의 기물이며, 扉棱이 있는 11.6016 夨令方 , 

11.5843 榮子方 , 11.6013 盠方  역시 昭王에서 穆王에 이르는 시기의 청동

기이다. 또, 11.5968 服方 , 11.6013 盠方 , 16.9875 丼叔方彝, 16.9897 師

遽方彝, 16.9899 盠方彝에서는 코끼리 코 형태의 귀가 보이고, 8.4122 彔作辛公

簋와 8.4322 簋에서는 季姬方 처럼 새 모양의 귀가 보이는데 이 기물들 모두 

서주 중기 전반에 속하는 기물들이다.

[腹部 형태 비교]

[11.5996 豊 ] [11.6008 臤 ] [11.6009 效 ]

 2) 본고에 인용된 청동기 명문 중 中國社 科學院 古硏究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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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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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扉棱 비교]

[11.6016 夨令方 ] [11.5843 榮子方 ] [11.6013 盠方 ]

[귀 모양 비교]

[11.5968 服方 ] [16.9875 丼叔方彝] [16.9897 師遽方彝]

[16.9899 盠方彝] [8.4122 彔作辛公簋] [8.4322 簋]

앞서 설명했듯 季姬方 의 饕餮紋은 양쪽 뿔이 크고 안쪽으로 말려있으며, 아래

턱의 바깥 부분은 위쪽으로 감긴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饕餮紋은 서주 초

기 후반 혹은 서주 중기 전반의 기물로 알려진 日己 器物郡(11.5980 作文 日己

方 , 15.9302 文 日己觥, 16.9891 文 日己方彝)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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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91 文 日己方彝] [11.5980 作文 日己方 ] [15.9302 文 日己觥]

季姬方 의 제작 시기와 관련하여 蔡運章과 張應橋은 穆王 前期로 보았고, 李

學勤은 穆王 後期의 기물로 판단했으며, 林澐 역시 劉華夏의 <金文字體 銅器斷

代>에서 분류한 字體 유형을 근거로3) 穆王 시기의 청동기로 추정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腹部의 형태, 귀 모양 및 饕餮紋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기물이 穆王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Ⅱ. 季姬方  銘文 釋

季姬方 에는 명문은 8行 77字가 남아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隹八月初吉庚辰君命宰茀

易 季姬 臣于空木

氒師夫曰丁 氒友廿又五家

新易氒田 生馬十又□
匹牛六十又九 羊三百又八十

又五 禾二 其 揚王

母休用乍寶 彝其萬

[年子孫]永寶用

 3) 劉華夏 <金文字體 銅器斷代>; 《 古學報》, 2010年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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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끊어 읽기와 개별 글자의 釋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

어왔으며, 이견을 보이는 부분 역시 다수 존재한다.4) 아래에서는 먼저 명문에 대한 

학자들의 隸定 및 끊어 읽기를 제시한 후, 명문의 내용을 다시 다섯 부분으로 나누

어 諸說들을 검토하면서, 논의가 필요한 개별 글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4) 각주 1)에서 언급한 蔡運章과 張應橋의 문장 외에 李學勤(<季姬方 研究>; 《中國史

研究》, 2003年第4期), 董珊(<季姬方 補釋>; 《戰國題銘 工官制度研究―附論新見

銅器和簡帛》(北京大學 古文博學院博士後研究工作報告), 2004年), 李家浩(<季姬方

銘文補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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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嚴志斌(<季姬方 補釋>; 《中國歷史文物》, 2005年第6期), 涂白奎(<季姬方 銘文釋

讀補正>; 《 古 文物》, 2006年第4期), 韋心瀅(<季姬方 再探>; 《中原文物》, 2010

年第3期), 林澐(<季姬方 銘文試釋>; 《慶祝宿白先生九十華誕文集》 北京, 科學出版

社, 2012年) 등이 季姬方  명문에 관해 논하였다. 이후 본고에서 위 문장들을 언급

할 경우, 학자의 이름만 밝히고, 아래에는 따로 각주를 달지 않도록 하겠다.

1
蔡運章

張應橋

隹(唯)八月初吉庚辰, 啓命宰叔易(賜) ( )季姬卑臣丰空木, 氒(厥)師夫曰

丁, 以氒(厥)友廿又五眾折(哲). 易(賜)氒(厥)田, 以生(牲)馬十又四匹、牛

六十又九, ( )羊二百又卅又五, ( )禾二 (廪). 其敢揚王母休, 用

乍(作)寶 ( )彝, 其萬年永寶用.

2 李學勤

惟八月初吉庚辰, 君命宰茀錫 季姬畋臣于空桑, 氒(厥)師夫曰丁, 以氒(厥)

友廿又五家折(誓); 錫氒(厥)田, 以生馬十又五匹, 牛六十又九 , 羊三百又

八十又五 , 禾二 (廩). 其敢 揚王母休, 用作寶 彝. 其 (萬)[年子

孫]永寶用.

3 李家浩

隹(唯)八月初吉庚辰, 君命宰弔(叔)易(賜) 季姬卑臣丰空木, 氒(厥)師夫曰

丁, 以氒(厥)友又五, 眾折(誓); 易(賜)氒(厥)田, 以生馬十又六匹, 牛六十又

九 (挈), 羊二又卅又五 (挈), 禾二 (倉). 其敢 揚王母休, 用乍(作)寶

彝. 其邁(萬)年子孫永寶用.

4 董珊

隹(唯)八月初吉庚辰, 君命宰茀易 季姬田又臣于空木, 氒(厥)師夫曰丁以氒
(厥)友廿又五家斦(質), 易氒(厥)田以生: 馬十又□匹、牛六十又九 、羊

三百又八十(?)又五 , 禾二 (牆, 倉). 其 揚王母休, 用乍(作)寶 彝, 其

萬年永寶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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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隹八月初吉庚辰, 君命宰茀

1) 君

‘辰’ 뒤의 글자의 형태는 ‘ ’이다. 이 글자에 대해 蔡運章과 張應橋는 ‘啓’로 보

았고, 나머지 학자들은 모두 ‘君’으로 파악했다. ‘ ’은 본 기물의 제작자인 ‘ 季姬’

에게 賞賜를 시행한 인물로, 董珊을 제외하고는 뒤에 나오는 ‘其 揚王母休’의 ‘王

母’와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蔡運章과 張應橋는 ‘啓’가 

11.5983 啓 과 10.5410 啓卣 명문에 등장하는 昭王의 近臣으로, 昭王을 따라 

南征을 갔으나 화를 면했고 穆王 초년까지 관직에 등용된 것으로 추측했다. ‘君’으

로 釋文한 학자들의 경우, 그 신분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李學

勤은 3.754 尹姞鬲 명문의 ‘天君’처럼 王后를 가리키며, 여기서는 穆王의 王后이

자 ‘ 季姬’의 모친을 지칭한다고 보았고, 林澐 역시 이 의견에 동의했다. 李家浩

도 전래문헌과 금문의 용례 분석을 통해 ‘君’을 君后라고 보긴 했지만, 《禮記⋅曲禮

下》: “祭王父曰皇祖 , 王母曰皇祖妣”를 근거로 ‘ 季姬’의 祖母로 파악했다는 점

5 涂白奎

唯八月初吉庚辰, 君命宰茀易 季姬卑臣尹空木, 厥師夫曰: “丁以厥友廿又

五眾哲(誓)”; 易厥田以生馬十又□匹, 牛六十又九 , 羊二百又卅又五 , 

禾二廩. 其敢 揚王母休, 用作寶 彝. 其萬年永寶用.

6 嚴志斌

惟八月初吉庚辰, 君命宰茀易 季姬: 卑臣 空木, 厥師夫曰丁, 以厥友廿又

五眾(?). 新賜厥田, 以生馬十又四匹, 牛六十又九 , 羊二百又卅又五 , 禾

二廩. 其敢 揚王母休, 用作寶 彝. 其萬年永寶用.

7 韋心瀅

隹(唯)八月初吉庚辰, 君命宰茀易(賜) 季姬 臣于空木, 氒(厥)師夫曰丁, 

以氒(厥)友廿又五家折, 易(賜)氒(厥)田以生(牲), 馬十又□匹、牛六十又九

、羊三百又八十又五 , 禾二 . 其 揚王母休, 用乍(作)寶 ( )彝, 

其萬□□□永寶用.

8 林澐

隹(唯)八月初吉庚辰, 君命宰茀易(賜) 季姬 臣于空木, 厥師夫曰丁, 以氒
(厥)友廿又五家. 新易(賜)厥田以生(牲), 馬十又□匹, 牛六十又九 , 羊三

百又八十又五 . 禾二牆(倉). 其 揚王母休. 用作寶 彝, 其萬年永寶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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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다. 嚴志斌은 ‘君’에 ‘長’의 의미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天子의 다른 호칭으

로 쓰인다고 했고, 韋心瀅은 5.2765 鼎 명문에서 쓰인 ‘朕皇君’를 근거로 귀족 

宗家의 배우자, 즉 宗婦를 의미하다고 주장했다. 董珊의 경우, ‘君’과 ‘王母’를 다른 

인물로 파악했는데, ‘君’과 ‘季姬’는 자매관계이며, 王母는 자매의 어머니로 ‘季姬’의 

언니인 ‘君’이 ‘王母’의 명을 받아 賞賜를 행한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자형 구조상 ‘啓’는 ‘戶’와 ‘又’를 기본 구성요소로 하여 손으로 문을 여는 모습을 

표시하는데, 금문에서는 ‘ ’(13.7455 啟爵), ‘口’가 첨가된 ‘ ’(10.5410 啓卣), 

‘又’가 ‘攴’으로 교체된 ‘ ’(7.3906 召卣)등의 자형이 있다. 반면 ‘君’은 손에 막대

기 같은 물건을 쥔 ‘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문에서는 ‘ ’(５.2674 征人鼎), 

‘尹’이 좌우 대칭형으로 변모한 ‘ ’(16.10176 散氏盤) 등의 자형이 존재한다. 본 

명문의 ‘ ’은 글자의 형태상 ‘君’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君’의 의미에 관해서는 먼저 ‘君’이 여성을 지칭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살펴보아

야 하는데, 우선 다음의 명문을 보자.

(1) 王才(在) , 王姜令(命)乍(作)冊睘安尸(夷)白(伯), 尸(夷)白(伯)賓睘

貝、 . 10.5407 作冊睘卣

(왕께서 에 계실 때에, 王姜께서 作冊睘으로 하여금 夷伯에게 안부를 묻게 

하셨다. 夷伯이 睘에게 貝와 를 선사하였다.)

(2) 才(在) , 君令(命)余乍(作)冊睘安尸(夷)白(伯), 尸(夷)白(伯)賓用貝、
. 11.5989 作冊睘

( 에 계실 때에, 君께서 作冊睘으로 하여금 夷伯에게 안부를 묻게 하셨다. 夷

伯이 睘에게 貝와 를 선사하였다.)

(3) 來遘(覯)于妊氏, 妊氏令 : 吏(事)保氒(厥)家. 因付氒(厥)且(祖)僕二

家, 拜 (稽)首, 曰: 休朕皇君弗忘氒(厥)寶(保)臣. 5.2765 鼎

( 이 와서 妊氏를 알현하니, 妊氏가 에게 그 가족을 섬기고 돌보라고 명하

시고, 에게 그( ) 조상의 노비 2가구를 하사하셨다. 은 경배하고 머리를 조

아리며 찬양하였다: 위대하신 나의 皇君께서 이 신하를 보살피시는 것을 잊지 않

으셨도다.)

(4) 弔(叔)噩( )父乍(作) 姬旅 (簋), 其夙夜用亯(享)孝于皇君. 7.4056 

叔噩父簋

(叔 父가 姬를 위한 列簋를 제작하니, 밤낮으로 皇君께 제사를 올릴 것이



216  《中國文學硏究》⋅제62집

노라.)

(5) 穆公乍(作)尹姞宗室于繇林, ……休天君弗望(忘)穆公聖粦明 事先王, 各

于尹姞宗室繇林, 君蔑尹姞 , 易(賜)玉五品、馬三匹，拜 首, 揚天君休. 3.

754 尹姞鼎

(穆公께서는 (그의 아내인)尹姞을 위해 繇林에 宗室을 지어주셨다. 위대하신 

황태후께서는 穆公이 현명하고 사리 밝게 先王을 모셨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繇

林에 있는 尹姞의 宗室에 납시어서 尹姞을 격려하시며 玉器 다섯 가지와 말 세필

을 하사해주셨다. 尹姞은 머리를 조아리고 위대하신 황태후의 蔭德을 찬양하노

라.)

(1)作冊睘卣와 (2)作冊睘  명문은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1)作冊睘卣

에서 ‘王姜’으로 지칭된 인물은 당시의 王后로서, (2)作冊睘 에서는 ‘君’으로 기록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여성 역시 ‘君’으로 호칭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

거가 된다. (3) 鼎 명문에서 ‘妊氏’는 명문 뒤쪽에서는 ‘皇君’으로 표현되어 있고, 

(4)叔噩父簋 명문에서 ‘ 姬’는 ‘皇君’과 동일 인물이라 볼 수 있다. (5)尹姞鼎 명

문에서는 당시 周王后를 ‘天君’과 ‘君’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이라 할지라

도 ‘君’, ‘皇君’, ‘天君’으로 지칭될 수 있는 자료들에 근거할 때, 본 명문 중의 ‘君’을 

여성으로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사실 ‘君’이 여성인지의 여부를 논하는 문제

의 발단은 명문 뒤쪽의 ‘王母’라는 호칭에서 기인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君’을 

남성으로 보겠지만, 본 명문에서는 ‘君’이 賞賜를 명령하였고, 명문 뒤쪽에서는 ‘

揚王母休’라고 했기 때문에 ‘君’과 ‘王母’가 동일 인물임을 추측할 수 있고, 이를 통

해 역으로 ‘君’이 여성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여성을 ‘君’으로 호칭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 그 다음은 과연 ‘君’과 ‘王母’가 같은 인물인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동기 명문에서 ‘ 揚’ 뒤에는 冊命이나 賞賜를 명한 

사람, 즉 당시 생존했던 사람이 출현하며, 그런 점에서 ‘王母’를 앞서 賞賜를 명했

던 ‘君’으로 보는데 무리는 없다. ‘王母’를 ‘祖母’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 ‘祖母’가 

당시 생존했던 인물이라고 보는 데는 賞賜 가 亡人일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君’과 ‘王母’의 동일 인물 여부가 결정되어도,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이는 ‘君’이 

당시 王后나 皇太后 혹은 宗婦 중 어느 신분인지의 문제로, 즉 ‘王母’가 어머니인

지 아니면 조모인지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일단 ‘君’과 ‘王母’가 동일 인물이

라는 점만 확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문제는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겠다.(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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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宰茀’ 및 5.1) ‘王母’ 참조)

2) 宰茀

뒤의 글자의 형태는 ‘ ’이다. 蔡運章과 張應橋는 이 글자를 ‘叔’으로 보고, ‘宰叔’

을 왕실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로 해석했고, 李家浩 역시 ‘弔(叔)’으로 釋했다. 

그러나 李學勤을 비롯한 나머지 학자들은 모두 이 글자를 ‘茀’로 보고, ‘宰’의 이름

으로 풀이했다. 李學勤과 林澐은 여기서의 ‘宰’를 곧 王后의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

를 수행하는 등 內宮의 업무를 주관하는 《周禮》의 內宰로 설명한 반면, 韋心瀅은 

앞서 ‘君’을 귀족 가문의 宗婦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宰’를 왕실의 관직이 아니

라 귀족 세가 내부의 家臣으로 보았다.

금문 ‘弔’의 자형을 살펴보면 ‘ ’(12.7049 弔車觚), ‘ ’(4.2198 陵叔鼎), 

‘ ’(9.4570 鑄子叔黑 簠) 등이 있으며, 이는 사람(人)과 주살(활의 오늬에 줄

을 매어 쏘는 화살)이 합쳐진 형태로 본 명문의 ‘ ’을 ‘弔’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弗’의 고문자 자형은 ‘ ’(鐵 130.4)5), ‘ ’(5.2555 旂鼎) 등으로 두 개의 세로획

은 교정기구나 교정 대상이 되는 물건을 나타내고, 중간의 ‘己’形은 이를 휘감은 끈

을 표시함으로써 물건의 형태를 바로잡는다는 뜻을 의미한다. ‘ ’는 바로 이러한 

자형의 윗부분에 ‘屮’가 더해진 구조, 즉 ‘茀’로 분석할 수 있다. 7.4090 叔皮父簋 

명문에 ‘ 屮 弗’ 구조의 ‘ ’가 보이는데, 본 명문의 글자와 자형이 동일하며, 마

침 7.4090 叔皮父簋 명문에는 ‘弔’와 ‘茀’의 자형이 동시에 출현하므로 두 글자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청동기 명문에서 ‘宰某’의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 대부

분 ‘某’는 ‘宰’의 이름이므로 ‘ (茀)’ 역시 ‘宰’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사실 본 명문의 ‘宰’는 앞의 ‘君’과 명문 말미의 ‘王母’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서주 명문 자료에 왕실 관리인으로서의 ‘宰’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존재하는 반면, 귀족 가문의 업무를 관장하는 家臣으로서의 ‘宰’는 내용상 

추정만 가능할 뿐 그 명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5) 孫海波 《甲骨文編》(北京, 中華書局, 1996), 4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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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王若曰: 蔡, 昔先王既女(汝)乍(作)宰, (司)王家, 今余隹(唯) (申)

乃令(命). …… (司)王家外內, 母(毋)敢又(有)不聞, (司)百工, 出入姜氏

命. 8.4340 蔡簋

(왕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蔡야, 과거에 선왕께서 이미 너를 宰로 임명하시어 

왕실의 업무를 주관하게 했고, 지금 내가 과거에 너에게 내린 명령을 계속하고자 

한다. ……왕실 안팎의 업무를 관리하고, 이해해지 못함이 없어야 하며, 각종 工匠

을 관장하고 강씨의 명령을 출납하여라.)

(6)蔡簋 명문을 보면, ‘蔡’는 선왕시기부터 ‘宰’로 봉직을 해왔으며, 그의 임무는 

왕실 업무의 전반 및 工匠들을 관장하고, 왕후인 강씨의 명령을 출납하는 것이었음

을 알 수 있다. 또, 비록 ‘宰’라는 관직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왕이 책명을 통

해 ‘死(尸) (司)王家’(왕실의 업무를 관장하다)할 것을 주문한 상황도 보이는데

(5.2786 康鼎, 8.4272 朢簋)6), (6)蔡簋 명문에 비춰본다면 이들 모두 ‘宰’의 직

분을 하사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문에서 관직

명으로서의 ‘宰’는 위의 (6)蔡簋 명문을 제외하고 모두 ‘宰+이름’의 형식으로 출현

하며, 周王의 책명을 받을 사람이 조정에 나아오도록 인도해주거나7) 왕을 도와 賞

賜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8) 등 매우 정형화된 정황과 구문을 띠고 있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王乎(呼)+宰某+易(賜)+피상사자+하사품’(왕이 宰某를 불러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하사하시다)의 격식화된 문장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본 명문의 내용 및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

로 ‘宰某’의 등장은 예외 없이 周王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서 본 명문의 ‘宰茀’ 역

시 周 왕실의 관리일 확률이 지극히 높아 보이며, 특히 ‘宰’에게 부여된 임무중 하

나가 왕후의 명령을 출납하는 상황은 본 명문의 여성 상사자인 ‘君’ 또한 왕후일 것

 6) 5.2786 康鼎: ‘王才(在)康宮, (榮)白(伯)內(入)右(佑)康. 王命: 死(尸) (司)王

家.’ (왕이 康宮에 계실 때 榮伯이 들어와서 康을 인도해주었다. 왕께서 명령하시길: 

왕실의 업무를 관장하여라.)

8.4272 朢簋: ‘王乎(呼)史年冊令(命)望: 死(尸) (司)畢王家.’ (왕께서 內史인 年을 

불러 望에게 책명을 내리시길: 畢 지역의 왕실 종묘를 관리하도록 하라.)

 7) 5.2815 鼎, 5.2819 鼎(16.10172 盤), 5.2827 鼎(8.4332 簋, 15.9731 

壺), 8.4258 害簋, 8.4324 師 簋, 16.9898 吳方彝蓋 등이 이에 해당된다.

 8) 5.2780 師湯父鼎, 8.4191 穆公簋蓋, 8.4251 大師虘簋, 16.9897 師遽方彝, 《近出

殷周金文集 第二編》 2.441 宰獸簋 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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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推斷에도 유력한 증거 자료를 제공해준다.

반면, ‘君’이 귀족 가문의 宗婦이기 때문에 ‘宰茀’이 귀족 집안의 가신일 것이라는 

韋心瀅의 견해는 그가 증거로 제시한 명문 용례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7) 宮令宰僕易(賜) (甹)白金十勻(鈞). 1.48 鐘

(왕실에서는 宰僕으로 하여금 甹에게 백금 十鈞을 하사케 하셨다.)

(8) 白(伯)龢父若曰: 師 , 乃且(祖)又(有) (功)于我家, 女(汝)有隹(雖)

子, 余令女(汝)死(尸)我家. 8.4311 師 簋

(伯龢父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師 야, 너의 조상이 우리 집안에 공적이 있으

니, 비록 네가 젊지만 나는 네가 우리 집안의 업무를 주관하기를 명하노라.)

韋心瀅은 (7) 鐘 명문 중의 ‘宰’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귀족 세가 내부의 일

원이라고 보았고, (8)師 簋 명문 중의 ‘師 ’는 정확한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伯龢父의 가신으로 ‘宰’의 신분일 것으로 추측했다. (7) 鐘 명문에서 賞賜

의 주체는 ‘宮’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韋心瀅의 주장이 성립되려면 이 ‘宮’이 왕실이 

아닌 경대부 등의 귀족과 관련된 것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 ‘師 ’를 伯龢父의 

가신이라고 한 것은 정확한 설명이지만, 伯龢父의 신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伯龢父는 共伯和, 즉 서주 말기의 제후로 厲王이 폭정으로 쫓겨난 

다음 14년간의 空位期에 섭정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郭沫若이 지적된 이후로9), 

많은 학자들이 이 의견을 지지하고 있으며, 共伯和에 대한 여러 논쟁이 존재하긴 

하지만, 최소한 일반적인 卿大夫 수준의 귀족으로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명문 속에

서도 포착된다. 우선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白(伯)龢父若曰’은 ‘王若曰’을 연

상시키는 등 명문 전체의 어휘 사용과 어조가 흡사 王이 화자가 된 경우와 매우 유

사하며, ‘余令女(汝)死(尸)我家’라고 책명을 한 부분도 앞서 살펴본 ‘死(尸) (司)

王家’와 매우 가깝다. 伯龢父의 共伯和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伯龢父가 왕에 필

적할 만한 굉장히 높은 지위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명문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

된 것이라 보이며, 앞서 살펴보았듯 주 왕실과 ‘宰’의 긴밀성을 감안한다면 막강한 

귀족 세가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신을 ‘宰라 지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는 부

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경대부 등의 귀족 가문

 9)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圖 釋》[下](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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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안일을 관장하는 家臣이 존재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런 책무를 

맡은 사람을 과연 왕실의 관직처럼 ‘宰’라고 지칭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

렵다.10)

2. 易 季姬 臣于空木

1) 季姬

‘易’ 뒤의 글자의 형태는 ‘ ’이다. 이 글자에 대해 蔡運章과 張應橋는 戰國 시기 

璽印에 보이는 ‘ ’의 자형과 유사하다고 보고, ‘ ’와 ‘氏’를 바꿔 쓴 용례 및 ‘氏’와 

‘ ’가 같은 글자로 쓰인 예를 근거로 ‘ ’는 ‘ ’와 通假된다고 주장했다. ‘ ’은 ‘姼’

의 이체자로 《說文》에 “姼, 美女也. 女, 多聲. , 姼或 氏”로 풀이되어 있으므

로, ‘ ( )’를 미녀를 뜻하는 ‘季姬’의 수식어로 해석했다. 李學勤 이후로 董珊, 李

家浩, 嚴志斌, 涂白奎, 韋心瀅, 林澐은 모두 ‘ ’를 ‘ ’로 釋文했다. 李家浩는 

5.2838 曶鼎 명문에서 ‘ (秭)’의 편방으로 쓰인 ‘ ’가 본 명문의 자형과 유사함

을 지적했고, 嚴志斌과 韋心瀅은 8.4273 靜簋 명문에서 단독으로 쓰인 ‘ ’의 자

형이 ‘ ’임을 증거로 제시했다.

‘ ’의 대표적인 갑골문 자형은 ‘ ’(乙 813)11)으로, 于省吾가 가장 먼저 이 

글자가 ‘ ’임을 밝혀냈으며12), 갑골문에서는 주로 지명으로 쓰였다. 청동기 명문

에 보이는 ‘ ’와 관련된 다른 자형들을 살펴보면, ‘ ’는 ‘ ’(11.5855 噩叔 ), 

‘ ’(12.6506 王 又觶), ‘ ’는 ‘ ’(10.5395 宰甫卣), ‘ ’(5.2709 邐方

鼎) 등이 눈에 띤다. 이들 여러 금문 자형 중 ‘ ’( , 5.2709 邐方鼎), ‘ ’

( , 8.4273 靜簋), ‘ ’(秭, 5.2838 曶鼎)의 세로획 중간이 불룩한 특징이 季姬

方  명문의 ‘ ’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세 기물이 상대 말기(5.2709 

10) 8.4327 卯簋蓋 명문에도 서주 귀족의 家臣 임명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역시 ‘宰’와

의 관련성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11) 孫海波 《甲骨文編》(北京, 中華書局, 1996), 645쪽.

12) 于省吾 《甲骨文字釋林⋅釋 、 》(北京, 中華書局, 1979), 417∼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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邐方鼎) 및 서주 초기(8.4273 靜簋와 5.2838 曶鼎)의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형적 특징은 갑골문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蔡運章과 張應橋가 근거로 삼은 

戰國 璽印 중의 ‘ ’는 ‘  ’(《古璽彙編》 5708)13)인데, ‘ ’와는 글자의 형태상 

거리가 있어 보인다.14)

본 명문에서 쓰인 ‘ ’의 뜻에 대해 李學勤은 ‘泲’(濟水의 濟)와 관련이 있으며, 

후대의 濟陽이나 濟川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 지역은 오늘날의 河南 蘭

縣 동북쪽으로, ‘ 季姬’는 宋國 귀족인 ‘ ’氏에게 시집간 穆王의 막내딸일 것으로 

추정했다. 涂白奎 역시 李學勤의 견해에 동의하며 ‘ ’는 ‘季姬’ 남편의 邑이자 

氏名이라고 보았으며, 嚴志斌, 韋心瀅, 林澐 모두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만약 ‘ ’가 ‘季姬’ 남편의 氏名이나 國名이라면, ‘ 季姬’는 ‘남편의 國氏名+친

정에서의 자신의 항렬+자신의 姓’로 구성된 여성 호칭이 되며, 이러한 구성의 여성 

호칭은 금문 자료에 다수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京氏婦叔姬’(3.711 內公鬲), ‘畢

季媯’(3.705 陳侯鬲), 豐孟 (妘)(5.2546 輔伯父 鼎), 毛中(仲)姬(5.2619 善

夫旅伯鼎), (許)弔(叔)姬(5.2738 蔡大師鼎), 龏孟姬(7.3939 禾簋), 呂季姜

(15.9610 呂季姜), 彪氏孟姬(16.10145 毛叔盤) 등이 그러하다. 현존하는 자료

로서는 갑골문에서 지명으로 쓰여 왔던 ‘ ’ 지역의 위치나 ‘ ’氏 귀족의 거주지를 

확증할 수는 없으나, 被賞賜 인 ‘ 季姬’는 姬姓 가문의 막내딸로서 ‘ ’氏 집안으

로 시집을 간 여성임은 거의 확실하다.

2) 

‘姬’ 다음의 글자는 ‘ ’로 쓰는데, 이에 대한 각 학자들의 의견은 상이하다. 우선 

글자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卑’, ‘ ’, ‘田又’의 세 가지 견해로 갈리는데, 蔡運章과 

張應橋는 ‘卑’로 보고, ‘卑臣’은 臣이라고 풀이했으며, 嚴志斌도 이 견해에 동의

했다. 李家浩도 ‘卑’로 파악하긴 했지만, 청동기 명문과 전래문헌에서 臣을 ‘卑臣’

으로 쓴 예가 없음을 지적하며, 금문에서 여성의 호칭이 ‘남편 나라의 氏+항렬+자

13) 羅福頤主編 《古壐彙編》(北京, 文物出版社, 1998), 519쪽.

14) ‘ ’ 중 일부는 漢 隸變을 거치면서 訛變되어 ‘柿(시)’와 ‘杮(폐)’ 같은 글자에서 ‘ (시)’

와 ‘巿(불)’의 편방으로 쓰인 사례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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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원래 姓+이름’으로 구성된 예(1.72 楚王鐘: ‘楚王賸(媵)邛中(仲)嬭南龢鐘’)

가 있으므로 ‘卑’는 ‘季姬’의 이름이라고 추측했다. 즉, ‘ 季姬卑’를 受賞 의 全稱

으로 본 것이다. 이밖에 涂白奎는 ‘卑’가 ‘婢’와 通假되며, ‘臣’ 뒤의 글자와 連讀하

여 ‘婢臣尹’은 婢臣을 관리하는 女官이라고 설명했다. ‘畋’으로 釋文한 학자는 李學

勤과 韋心瀅이 있는데, 李學勤은 이 글자를 ‘ 田 又’의 구조로 파악하고, 고문자

에서 ‘又’와 ‘攴’은 자주 호환되므로 ‘ ’는 곧 ‘畋’이라고 주장했다. 《尙書⋅周書⋅多

方》: “畋爾田”의 ‘畋’은 《說文》에서 ‘治田’으로 풀이하고 있는 ‘佃’과 같은 글자로, 

‘佃臣’은 농업에 종사하는 관리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으며, 韋心瀅도 이와 의견을 같

이 했다. 마지막으로 董珊은 陳劍의 의견을 인용해서 이 글자는 ‘田又’로 두 글자

이며, ‘田又臣’은 ‘田과 臣’의 의미라고 보았다.

금문에서 ‘卑’는 ‘ ’(5.2838 曶鼎), ‘ ’(5.2830 師 鼎)의 자형이 대표적인

데, ‘ ’와는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의 형태가 다르다. 蔡運章과 張應橋가 근거로 삼

았던 1.37 秦王鐘 명문 중의 ‘ (卑)’는 ‘ ’와 일견 유사한 점이 있긴 하나, ‘ ’

를 제외한 다른 ‘卑’의 금문 자형에서 ‘又’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 ’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 ’를 ‘卑’로 보기는 어렵다. ‘田又’의 두 글자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는 뒤이어지는 내용이 ‘ 臣’과 관련된 구성원들에 관한 서술이고, 하사품을 구체적

으로 나열하는 부분에서 ‘田’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글자가 아니라 한 글

자인 ‘ ’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 臣’을 전술한 이유로 ‘ 臣’이나 ‘佃臣’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일부 

주장처럼 이 신분이 관리 계급이라는 것은 본 명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臣’

이라는 글자로 인해 언뜻 그렇게도 보일 수 있으나, 주지하듯 금문에서 ‘臣’은 ‘臣

屬’의 뜻 외에도 ‘臣妾’의 ‘臣’처럼 노예를 의미하기도 하며, 하사품이나 賠償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등 꼭 관리를 의미하지만은 않는다.15) 또한, 뒤에 이어지는 내용

15) ‘臣’이 하사품이나 賠償品으로 언급되는 용례는 각각 다음과 같다. 8.4241. 邢侯簋: 

‘易(賜)臣三品: 州人、重人、庸人.’(州人, 重人, 庸人 三族의 노예를 하사하다.) 

5.2838 曶鼎: ‘匡迺 首于曶, 用五田, 用眾一夫, 曰嗌, 用臣曰疐，曰朏, 曰奠, 曰: 

用絲(茲)四夫.’(匡이 이에 曶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토지 五田을 주고, 嗌이라 불리는 

衆(계급의) 한 사람을 주며, 疐，朏, 奠라 불리는 臣을 주며 말하기를 이 네 사람으로 

배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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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 季姬’에게 ‘ 臣’을 하사했는데, ‘ 臣’의 관리자가 누구이고, 그 관

리 대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의 ‘ 臣’

은 지배계층이라기 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피지배계층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

다. 즉, ‘佃人’이나 ‘佃戶’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중앙 정부나 귀족 계급의 토지를 

소작하는 일종의 농업 종사자로 볼 수 있으며, ‘童妾’과 같이 언급되거나 鼎: ‘□
(童?)妾、甸(佃人’)16), 타인의 관리를 받는 대상인 상황(10.5405 次卣: ‘公姞令

次 (司)田(佃)人’)에 입각해본다면 종래 전래문헌 중에 보이는 官吏 계급의 ‘甸人’

처럼 높은 신분의 계층이 아님은 확실해 보인다.

3) 于

‘臣’ 다음의 글자는 ‘ ’로 蔡運章과 張應橋는 이 글자를 ‘丰’으로 파악하고, ‘丰空

木’을 ‘卑臣’의 이름으로 보았고, 李家浩 역시 ‘丰’으로 보았으나, 자세한 해석은 제

시하지 않았다. 涂白奎는 ‘尹’으로 釋文하고, 앞의 ‘卑臣’과 붙여서 ‘卑(婢)臣尹’을 

‘여종을 관리하는 女官’로 설명했으며, 李學勤이 이 글자를 아래쪽에 가로획이 하나 

더해진 ‘于’의 誤字로 釋한 이후, 董珊, 韋心瀅, 林澐 모두 이 의견에 따르고 있

다.

‘丰’의 대표적인 고문자 자형은 ‘ ’(甲 2902), ‘ ’(明藏 633), ‘ ’(佚 426)17), 

‘ ’(4.2153 康侯丰鼎)18)으로 뿌리줄기(根莖)가 풍만하고 잎 부분이 ‘∨’처럼 위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于’는 商代에 ‘ ’에서 ‘于’로 간화된 

형식이 출현한 이후, 周代부터 漢代 이전까지 (이 간화 자형으로 쓸 경우)세로획이 

왼쪽으로 약간 구부러진 형태(예를 들어 ‘ ’ 5.2809 師旂鼎)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두 개의 가로획 역시 다르게 상대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점도 ‘丰’

과는 매우 다르다. ‘ ’에 세 개의 가로획이 있어 ‘丰’이나 ‘于’가 아닌 다른 글자일 

가능성도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세로획 및 가로획의 방향과 본 명문 字體의 풍격 

16) 吳鎮烽 < 鼎銘文 釋>: 《文博》, 2007年第2期, 16쪽. 陳絜은 吳鎮烽의 고석을 바탕

으로 ‘童’을 보충했다. < 鼎銘文補釋>; 《新出金文 西周歷史》(上海, 上海古籍出版

社, 2011), 197쪽.

17) 孫海波 《甲骨文編》(北京, 中華書局, 1996), 275쪽.

18) 容庚 《金文編》(北京, 中華書局, 1985), 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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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于’로 보기로 하겠다.

4) 空木

‘ ’를 ‘于’로 본 학자들은 다음 두 글자를 地名이라고 보았다. 李學勤은 ‘空 ’을 

‘空桑’으로 釋文했는데, ‘ ’의 오른쪽 상단 부분에 ‘×’형태의 필획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이 글자가 갑골문의 ‘桑’과 ‘喪’의 윗부분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空桑’

은 전래문헌에서 자주 보이는 古地名으로, 李學勤은 그 위치가 ‘ ’(濟陽) 부근이

며, ‘空桑’ 지역의 佃臣을 하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董珊, 韋心瀅, 林澐은 모두 

‘空木’으로 釋했는데, 董珊은 ‘田과 臣’이 있는 곳으로 파악해서 ‘ 季姬’에게 ‘空

木’에 있는 경작지와 노예를 하사한 것이라고 보았고, 韋心瀅 역시 ‘空木’에서 농업

에 종사하는 ‘ 臣’라고 풀이했다.

李學勤이 자형 판단의 근거로 삼은 ‘桑’의 대표적인 갑골문 자형은 ‘ ’(後 

1.1.11)19)이며, ‘喪’은 ‘桑’에서 파생된 글자로, 갑골문에 ‘ ’(粹 470), ‘ ’(後二 

35.1)20) 등이 보인다. 《甲骨文編》에 수록된 ‘桑’과 ‘喪’ 자형을 살펴보면, 모든 나

뭇가지의 끝이 ‘×’이나 ‘∨’로 처리되어 있어 ‘桑樹’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 ’과 비교해보면 ‘桑’으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于空木’은 ‘개사+빈어’구조로서, 

학자들은 ‘空木’ 지역의 ‘ 臣’을 하사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처럼 ‘于+장소 명사’

가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예는 다른 명문에도 보인다.

(9) 王姜易(賜) 田三于待 . (5.2704 鼎)

(王姜께서 에게 待 에 있는 토지 三田을 하사해주셨다.)

(10) 易(賜)女(汝)田于埜, 易(賜)女(汝)田于渒, 易(賜)女(汝)丼家 田于 , 

(以)氒(厥)臣妾, 易(賜)田于 , 易(賜)女(汝)田于匽, 易(賜)女(汝)田于 原, 

易(賜)女(汝)田于寒山. (5.2836 大克鼎)

(너에게 埜와 渒에 있는 토지를 하사하고,  지역의 井邑과 人이 경작하는 

토지 및 남녀 노비를 하사하며, 匽⋅ 原⋅寒山의 토지를 너에게 하사하노라.)

(11) 易(賜)田于 五十田、于早五十田. (8.4323 敔簋)

( 에 있는 토지 五十田과 早에 있는 토지 五十田을 하사해주셨다.)

19) 孫海波 《甲骨文編》(北京, 中華書局, 1996), 269쪽.

20) 孫海波 《甲骨文編》(北京, 中華書局, 1996),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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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용례에는 모두 ‘易(賜)+명사 목적어(田)+후치 수식어(于+장소 명사)’

의 구문이 출현하며, ‘모두 어느 지역에 있는 토지를 하사하다’의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명문에서는 ‘于空木’이 수식하는 대상이 토지는 아니지만, 賞賜 명문이라

는 배경 및 동일한 문장 구조라는 점에서 ‘ 臣于空木’을 ‘空木 지역의 臣’으로 

풀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3. 氒師夫曰丁, 氒友廿又五家

1) 氒師夫

《爾雅⋅釋 》: “厥, 其也.” ‘氒(厥)’은 지시대명사이다. 蔡運章과 張應橋은 ‘氒
(厥)’이 ‘卑臣丰空木’을 지칭하며, ‘氒(厥)師’는 곧 《 禮⋅大 》에 보이는 ‘ 臣

師’로, 鄭玄《注》에 근거해 ‘ 臣師正’( 臣의 우두머리)의 보좌관이라고 풀이했다. 

李學勤은 ‘師’를 ‘長’으로 해석하고, ‘夫’는 ‘一夫’의 合文으로 보아, 王后가 ‘ 季姬’

에게 하사한 畋臣의 우두머리(長) 한 사람의 이름이 ‘丁’이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董珊은 ‘氒(厥)’이 앞의 ‘空木’을 가리키며, ‘師夫’는 곧 ‘師氏’로 ‘空木’ 지역의 官長

이라고 보았으며, 林澐도 董珊의 견해에 동의하며 ‘夫’는 수사 ‘一’이 생략된 양사로 

파악했다. 정리하면 ‘師’는 官名과 우두머리(長)를 뜻하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夫’는 성년 남자를 세는 양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涂白奎는 

‘師’는 ‘女師’이며(《詩⋅周南⋅葛覃》: “ 告師氏, 告 歸.” 《傳》: “師, 女師也. 古

女師教以婦德、婦 、婦容、婦工.” 《說文》: “娒, 女師也”, 《玉篇》: “姆, 女師

, 夫也”), ‘夫’는 곧 ‘傅’이므로(《禮記⋅效特牲》: “夫也 , 夫也.” 鄭《注》: “夫, 或

為傅.”) ‘師夫’는 ‘季姬’의 ‘保傅’, 즉 傅姆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서주 금문 중의 ‘師’는 어떤 분야를 관장하는 수령이나 우두머리의 의미로 자주 

쓰이며, 전래문헌에서는 이러한 ‘師’를 ‘長’으로 풀이하고 있다.21) 또, 5.2838 曶鼎 

명문에 ‘用眾一夫曰嗌’(眾 계급의 한 사람을 주었는데, 嗌이라고 한다)라는 구문이 

21) 《尚書⋅虞夏書⋅益稷》: “州十有二師.”(전국을 12개의 고을로 나누고, 수령을 배치하였

다.) 《周禮⋅天官冢宰⋅序官》: “甸師, 下士二人.”(甸師는 下士 2인이 담당한다.) <地

官司徒⋅序官>: “ 師, 下大夫四人.”( 師는 下大夫 4인이 담당한다.) 鄭玄은 ‘師’를 

모두 ‘長’으로 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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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본 명문의 ‘氒師夫曰丁’과 비교해보면, ‘夫’에 수사 ‘一’이 생략되었을 가능

성은 충분하며, 양사와 같이 쓰인 수사 ‘一’을 생략하는 경우는 5.2838 曶鼎: ‘用匹

馬、束絲’, 7.4099 簋:　 ‘易(賜) 弓、矢束、馬匹、貝五朋’에도 보인다. 결국 

‘氒師夫曰丁’은 ‘그(空木) 우두머리 한 사람은 丁이라고 한다’의 뜻이 된다.

2) 

본 명문에는 ‘ (以)’가 두 차례 출현하는데, 첫 번째 ‘ (以)’에 대해서는 ‘予’

(蔡運章, 張應橋), ‘領率’(李學勤, 董珊, 林澐), ‘ ’(李家浩, 涂白奎) 등의 해석이 

존재한다. ‘ (以)’의 갑골문 자형 ‘ ’(《甲骨文合集》838反)에서 보듯 원래는 사

람이 무언가를 들고 있거나 휴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후에 사람이 생략되면서 

‘ ’, ‘ ’등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以’의 ‘거느리다(領率)’의 의미는 이 本義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금문 용례로는 8.4238 臣 簋: ‘東尸(夷)大反, 白(伯)懋父

(以)殷八 (師)征東尸(夷)’(東夷가 크게 반란을 일으키니, 伯懋父가 八師를 이끌

고 東夷를 정벌하셨다)가 있다. 또한, ‘ ’의 의미로 쓰인 ‘ (以)’의 용법도 보이는

데, 5.2836 大克鼎 명문의 ‘易(賜)女(汝)丼家 田于 (峻), (以)氒(厥)臣妾’

(‘空木’ 부분 해석 참조)이 대표적인 용례이다. 본 명문에서는 의미상으로 ‘領率’과 

‘ ’가 모두 통하는 것으로 보이나, ‘주어+ (以)+목적어’의 구조로 쓰인 전자의 

경우가 본 명문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본 명문의 ‘ (以)’ 앞에는 주어가 

없으나, ‘ (以)’ 앞에 ‘丁’이 생략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空木 지역의 우

두머리 한 사람을 丁이라고 하고, 丁이 그의 ‘友’ 25가구를 거느린다’는 뜻으로 해

석이 가능한 반면, ‘ (以)’가 ‘ ’의 뜻일 경우, 두 개의 명사 혹은 명사구를 연결

하는 형태가 되므로 본 명문의 문장 구조와는 차이가 있게 된다. 

3) 友

‘友’의 뜻으로는 ‘동료’(蔡運章, 張應橋, 董珊), ‘僚屬’(李學勤), ‘조수’(林澐), ‘族

人’(韋心瀅)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금문에서 ‘동료’, ‘僚屬’, ‘族人’의 뜻으로 쓰인 

‘友’는 자주 볼 수 있는데 반해, ‘조수’로 본 林澐의 견해는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林澐은 ‘友’의 성질을 당시의 경제 및 사회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했는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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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기에는 문관이나 무관 모두 조력자로서의 ‘友’를 둘 수 있었으며, 특히 무관이 

거느리는 ‘友’의 경우 호위대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본 명문에서의 ‘師夫丁’ 역시 王后의 명령으로 ‘友’를 이끌고 ‘季姬’를 호위하는 임

무를 부여받은 것이며, 호위대의 구성원들이 평소에는 농업에 종사하며 경제 활동

을 하는 民兵 조직이라고 보았다.

본 명문에서의 ‘友’ 25가구는 문맥상 앞의 ‘ 臣’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사된 

‘ 臣’의 규모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 臣’의 성격을 관리 

계급이 아닌 농업에 종사하는 피지배계층으로 설정했는데, 여기에서 ‘友’를 ‘동료’나 

‘僚屬’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다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수’나 ‘族人’

의 풀이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家’로 계수되는 점과 집단으로 하사되는 상황에 비

추어볼 때, ‘友’는 가족이나 혈연으로 구성된 同族의 신분으로, 촌락을 이루어 농업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간주해볼 수 있겠다.22)

4) 廿又五家

‘五’ 다음 글자부터 ‘易’까지는 여러 학자들의 釋文과 끊어 읽기 및 해석에 대한 

의견이 가장 분분한 부분이다. ‘五’ 다음의 글자는 ‘衆’(蔡運章, 張應橋, 李家浩, 涂

白奎)과 ‘家’(李學勤, 董珊, 韋心瀅, 林澐)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衆’의 

경우, 앞서 ‘季姬’에게 하사된 ‘臣’, ‘師夫’, ‘友’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고, 

‘家’는 ‘友’의 단위로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먼저 해당 글자를 잘 살펴보면 윗부분의 ‘宀’은 비교적 분명하므로 ‘家’일 가능성

이 높아 보이며, 청동기 명문에서 ‘家’가 수사 뒤의 양사로 쓰인 예는 흔히 볼 수 

있는데, 5.2765 鼎: ‘僕二家’나 8.4300 作冊夨令簋: ‘臣十家’처럼 신분을 나타

내는 명사를 세는 단위로 쓰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본 명문의 

‘友’ 역시 ‘僕’이나 ‘臣’과 같은 성질의 명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家’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반면, ‘衆’은 서주 금문에서 5.2838 曶鼎: ‘匡眾氒(厥)

臣廿夫’; ‘用眾一夫’, 5.2809 師旂鼎: ‘師旂眾僕不從王征于方’(師旂의 眾과 僕이 

22) 일부 학자들은 ‘友’에 대해서 토지와 농축산품을 소유한 독립된 생산단위로서의 가능성

을 제기하기도 하고, 호위대로서의 임무를 겸비한 농촌기층조직으로 보는 등 다양한 주

장을 펴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잠시 논외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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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方으로 정벌을 가는데 따르지 않았다)처럼 비교적 낮은 계급의 신분을 나타내

는 명사로만 쓰였고, ‘무리’ 혹은 ‘여러 사람’이라고 쓰인 예는 현존하는 서주 금문 

자료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글자를 ‘衆’으로 보는 학자들은 뒤의 글자와 

연결하여 ‘衆折(誓)’로 끓어 읽기를 하는데, 이 독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

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4. 新易氒田 生: 馬十又□匹、牛六十又九 、羊三百又八十
又五 , 禾二

1) 新

‘家’의 다음 글자는 ‘ ’인데, 오른쪽 편방은 ‘斤’이 확실하나, 왼쪽 자형이 훼손

된 관계로 어떤 글자인지 확정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이 글자에 대해서

는 ‘折’(蔡運章, 張應橋, 李學勤, 李家浩, 韋心瀅), ‘哲’(涂白奎), ‘斦’(董珊), ‘新’

(嚴志斌, 林澐)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蔡運章과 張應橋는 ‘折’이 ‘哲’과 通假되

는 것으로, 앞의 글자와 연결하여 ‘眾折(哲)’로 파악하고, ‘眾折(哲)’은 곧 ‘折(哲)

眾’으로서 ‘지혜로운 노예’의 의미라고 보았다. 李學勤, 李家浩, 韋心瀅은 ‘折’은 

‘誓’로 읽어야 하며, ‘師夫丁’ 및 그가 이끄는 25가구의 ‘友’가 새로운 주인인 ‘季姬’

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涂白奎는 이 부분을 ‘氒(厥)師夫曰: 

丁 (以)氒(厥)友廿又五眾哲(誓)’로 끊어 읽고, ‘丁’을 ‘當’의 의미로 보아, ‘季姬’

의 보모(師夫)가 새롭게 하사된 ‘婢臣尹’ 및 그가 관리하는 婢臣들(즉 友廿又五)에

게 ‘季姬’를 위해 盡力하는 내용의 맹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董珊은 ‘斦’이 

‘質’의 聲符임을 주장한 陳劍의 견해에 근거해23) 이 글자를 ‘質’로 읽고, ‘委質’의 

뜻으로 해석했다. 여기까지 보면 ‘ ’의 자형에 대한 釋文은 각기 다르지만, 의미

에 있어서는 모두 ‘季姬’에게 충성한다는 서약의 뜻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嚴志

斌과 林澐의 견해는 이와는 약간 다른데, 이 글자를 뒤의 ‘易’과 붙여 읽어 ‘新易

(賜)’으로 釋文했다. 嚴志斌은 ‘新易(賜)’ 이하의 田, 牛, 羊은 모두 두 번째 하사

23) 陳劍 <說“慎”>; 《簡帛研究 二〇〇一》[上冊](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1), 207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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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라는 이유로, 林澐은 원래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友’ 25가구가 ‘季姬’를 

따라 ‘ ’지역으로 이주한 뒤 새로운 토지를 하사받았기 때문에 ‘新易(賜)’라고 표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동기 명문에서 ‘易’ 앞에 수식어가 오는 용례를 살펴보면, ‘多易(賜)’가 가장 많

이 보이고24), 그 외에 ‘ (親)易(賜)’와 ‘新易(賜)’도 각각 한 차례씩 보인다. ‘多易

(賜)’의 경우, 대개 ‘多易(賜)+被賞賜 (즉 作器 )+休’의 비교적 고정된 구문으

로 쓰이는데, 주로 被賞賜 에게 더 많은 蔭德을 베풀어달라는 祝嘏의 성격을 띠

고 있으며, ‘ (親)易(賜)’는 5.2810 顎侯鼎 명문에 ‘ (親)易(賜)+하사 물품’의 

형태로 보이고 있다. ‘新易(賜)’은 8.4288 師酉簋 명문에 출현하는데, 먼저 師酉에

게 그의 조상이 맡았던 관직의 계승을 명하는 내용의 冊命이 진행되고 난 후, 그 

다음 다시 ‘新易(賜)+하사 물품’의 내용이 진술되고 있어, 여기서의 ‘新’이 ‘새롭다’

라는 의미보다는 ‘又’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본 명

문에서도 ‘ 季姬’에게 ‘空木’ 지역의 ‘ 臣’ 25가구가 먼저 하사되고 난 후, 다시 

토지와 가축 및 곡식의 하사품이 내려지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易(賜)’ 앞의 글자

는 ‘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글자를 ‘誓’와 통가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청동기 명문에

서 ‘誓’가 출현한 정황들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금문에서 ‘誓’는 

총 다섯 가지 상황에서 쓰인 것으로 조사되는데, 그 중 네 차례가 5.2818 攸比

鼎, 5.2832 五祀衛鼎, 16.10176 散氏盤, 16.10285 匜와 같은 約劑 명문에 

출현하고 있다. 이 명문들에서 ‘誓’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속이나 맹세의 

개념이 아니라, 심판관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판결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

제하는 강력한 서약의 수단이며, 때문에 사역문 형식을 통해 표현되곤 한다. 물론 

이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誓’도 보이는데, 乞盉25) 명문의 경우, 서주 시기 제후국 

중의 하나인 霸國의 군주와 그의 수하 귀족인 乞 사이의 誓  기록으로, 일종의 

정치적 주종 관계를 담고 있어, 본 명문과 일견 유사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명

24) ‘多易(賜)’는 1.238 虢叔旅鐘, 5.2836 大克鼎, 734118 宴簋, 8.4219 追簋, 《近出殷

周金文集 》1.106 逨鐘, 《近出殷周金文集 第二編》 1.94 乍冊 鬲, 《近出殷周金文

集 第二編》 3.939 逨盤 명문에 출현한다.

25) 山西省 古硏究所大河口墓地聯合 古隊, <山西翼城縣大河口西周墓地>, 《 古》, 

2011年第7期,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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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의 ‘誓’는 단순한 서약의 개념이 아니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묵형, 채찍형, 사

형, 추방 등의 엄혹한 형벌이 따르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바, 이러한 ‘誓’의 

성격에 비추어본다면, 본 명문의 ‘ ’를 ‘折(誓)’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또한, ‘誓’가 ‘折’과 통가된 예가 없고, 명문에서는 모두 ‘誓’의 자형으로 쓰였다는 점

도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겠다.

2) 生

앞의 ‘ (以)’와 마찬가지로 李學勤은 ‘ ’의 의미로 풀이했고, 李家浩는 접속사

로 보았다. 앞의 ‘ (以)’에서 논한 것처럼 ‘ (以)’가 ‘ ’의 뜻으로 쓰일 경우, 전

후로 명사나 명사구와 결합하는 특징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두 번째 ‘ (以)’를 

‘∼과(와)’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生’은 많은 학자들이 뒤에 나오는 ‘馬’와 연독하여 ‘生馬’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해석을 제시했으나, 약간씩 견해 차이가 있다. 蔡運章과 張應橋는 ‘牲馬’를 신령에

게 제사를 지낼 때 희생물로 쓸 말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뒷부분을 ‘ 羊二百又

卅又五, 禾二 ’으로 끊어 읽음으로써 ‘牲’과 ‘ ’가 호응하는 것으로 분석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李學勤과 嚴志斌은 ‘生馬’는 살아있는 말이며, ‘牛’와 ‘羊’ 앞에서는 

‘生’이 생략되어있다고 보았다. 李家浩는 ‘生馬’에 관해 가장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

했는데, 詞典에 수록된 ‘生馬’의 의미를 크게 ‘길들여지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말’

(《唐五代語 詞典》)과 ‘용맹스럽고 건강한 말’(《漢語大詞典》)로 정리하고, 제시된 

용례에서는 전자의 의미가 더 적절함을 주장하였다. 반면, 董珊은 이 부분을 ‘易氒
(厥)田以生(牲)’으로 끊어 읽었고, 林澐과 韋心瀅도 이 견해에 따랐는데, 董珊은 

‘ (以)’를 ‘附帶’의 의미로 보아 ‘空木 지역의 토지와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품

을 덧붙이다’의 뜻으로 해석했다.

李家浩의 분석은 세밀하나 제시된 용례의 시대에 있어 唐詩가 주류를 이뤄 금문

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董珊의 경우 ‘氒(厥)田以生: 馬十又□匹、
牛六十又九 、羊三百又八十(?)又五 ’로 끊어 읽고 있어서, ‘生(牲)’이 ‘馬’, ‘牛’, 

‘羊’을 포함하게 되므로 가장 합리적인 독법으로 보이나, ‘ (以)’를 ‘附帶’의 뜻으로 

해석한 것은 역시 적절치 않아 보인다.26) 이에 본고에서는 董珊의 끊어 읽기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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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되, ‘ (以)’는 ‘∼과(와)’로 해석하여, ‘田’과 ‘馬’, ‘牛’, ‘羊’이 포함되는 ‘生(牲)’, 

그리고 ‘禾’를 하사한 것으로 보도록 하겠다.

3) 馬十又□匹

‘馬十又’ 다음의 글자는 磨滅이 심해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四’(蔡運章, 

張應橋, 嚴志斌), ‘五’(李學勤), ‘六’(李家浩)의 견해 외에, 董珊, 涂白奎, 韋心瀅, 

林澐은 모두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처리했다.

4) 

蔡運章과 張應橋는 ‘ ’을 祭名으로 파악해서 ‘ 羊二百又卅又五, 禾二 ’으

로 끊어 읽고, 양(羊)과 곡식(禾)을 祭를 지낼 때 쓰이는 희생물로 보았다. 그 

외의 다른 학자들은 모두 ‘ ’을 소와 양을 세는 양사로 해석했다. 李學勤은 

5.2779 師同鼎 명문 ‘羊百 ’에서 ‘ ’이 羊의 계수 단위로 쓰인 것에 주목하며, 

‘ ’를 과거에는 뒤에 나오는 문장과 붙여 읽었지만, 이는 잘못된 讀法임을 지적하

고, 陳世輝의 견해를 따라 ‘ ’를 ‘絜’로 읽었다.27) 일반적으로 ‘ ’은 ‘ ’과 같은 

글자로 보는데, ‘ ’은 章母月部이고, ‘ ’의 글자가 昌母月部이므로 ‘ ’과 ‘絜’은 

通假가 가능하다. ‘絜’에 끈으로 묶는다는 뜻이 있고, 소나 양은 끈으로 끌어당기므

로, ‘絜’을 써서 마리당 계수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李家浩는 5.2779 師同鼎 명문

의 ‘ ’을 張亞初가 ‘挈’로 읽은 것을 따라28) 본 명문의 ‘ ’ 역시 ‘挈’과 통가되는 

것으로 보았다. 의미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 字書 중에 ‘挈’이 ‘介’, ‘特’, ‘獨’으로 풀

이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29), 이는 곧 ‘挈’을 ‘단독’, ‘홀로’, ‘낱’의 의미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董珊은 여기서 더 나아가 三體石經 《春秋⋅僖公》의 “介葛

26) 사실 董珊은 ‘氒(厥)田以生: 馬十又□匹、牛六十又九 、羊三百又八十(?)又五 , 

禾二 ’로 끊어 읽기는 했으나, 뒤의 설명에서는 ‘生(牲)’이 농축산품을 포괄한다고 하

였으므로, 그의 견해대로라면 ‘禾’ 앞에는 쉼표가 아닌 모점(、)으로 표시해야 맞다.

27) 陳世輝 <師同鼎銘文 釋>; 《史學集刊》, 1984年第1期, 4쪽.

28) 張亞初 《殷周金文集成引得》(北京, 中華書局, 2001), 48쪽.

29) 《方 》卷六: “絓、挈、 、介、特也. 楚曰 , 晉絓, 秦曰挈.” 《廣雅⋅釋詁》: “絓、
挈、 、介……特, 獨也.” 《廣雅疏證》: “挈, 亦介也, 語之轉耳. 《說文》: ‘絜, 麻一耑

也.’ 聲 ‘挈’近而義同.” 王念孫 《廣雅疏證》(北京, 中華書局, 2004),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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廬”에서 ‘介’의 古文이 ‘ ’로 쓰였는데, 이는 ‘ ’의 이체자이며, ‘丯’은 《說文》에 “讀

若介”로 설명되어 있는 바, ‘丯’을 聲符로 하는 ‘ ’와 ‘ ’은 모두 ‘介’와 통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王引之가 《經義述聞》에서 ‘介’에서 ‘ ’가 생략된 것이 곧 ‘个’이

며, ‘介’와 ‘个’는 다른 글자가 아님을 주장한 것을 근거로, ‘ ’과 ‘ ’ 역시 ‘个’로 읽

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李家浩와 董珊의 ‘ ’에 대한 讀法은 상이하

나 그 의미는 ‘个’에 가까운 뜻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 ’이 ‘匹’ 및 ‘ ’과 호응하는 점을 봤을 때, 이 글자는 祭祀名이 아닌 소

와 양의 수를 세는 양사로 쓰인 점은 확실해 보인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이지

만, ‘ ’이 양사로 쓰인 용례는 8.4322 簋: ‘孚(俘)兵: (盾)、矛、戈、弓、備

(箙)、矢、裨、冑, 凡百又卅又五 ’(兵器를 노획했는데, 방패, 창, 창, 활, 전동, 

화살, 갑옷, 투구, 모두 135점이다)에도 보이는데, 여기서 ‘ ’은 앞의 여러 병기들

을 세는 단위로 쓰였기 때문에 본 명문의 용법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30)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 ’이 ‘ ’과 쓰인 위치가 같고, ‘ ’을 聲符로 하면서, 현

대 중국어의 ‘个’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挈’이 ‘ ’과 通假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張亞初의 의견대로 ‘ ’을 ‘挈’로 읽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

라 여겨진다. 물론 똑같이 ‘ ’을 성부로 하는 ‘絜’도 通假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絜’이 ‘挈’과 통가된 용례가 있는 점과 여러 자전에 수록된 ‘挈’의 뜻이 본 명문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絜’보다는 ‘挈’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董珊의 주장처럼 

‘ ’이 직접적으로 ‘介’ 혹은 ‘个’와 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고증이 

필요하겠지만31), 금문의 ‘ ’이 병기나 가축 등을 계수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양사로 쓰인 특징과 현대 중국어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양사 ‘个’와의 유사

한 성격은 유의할 만하다.

5) 

‘禾二’ 뒤의 글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씩 釋文의 차이가 존재하며, 독법은 

크게 ‘廩’과 ‘倉’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蔡運章과 張應橋, 李學勤은 각각 ‘ ’와 

30) 唐蘭은 8.4322 簋 명문의 ‘ ’를 ‘款’으로 읽었다. 唐蘭 <用青銅器銘文來研究西周

史>; 《唐蘭先生金文論集》(北京, 紫禁城出版社, 1995), 507쪽.

31) 각주 29에서 인용한 《方 》에 “獸無耦曰介.”라는 기록은 눈여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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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釋文하고, 모두 ‘廩’으로 읽었으며, 涂白奎와 嚴志斌은 이 글자 자체를 

‘廩’으로 파악했다. 李家浩가 ‘牆’으로 석문하고 ‘倉’으로 읽은 이후에, 林澐과 韋心

瀅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으며, 董珊은 ‘ ’으로 보았으나, 역시 ‘倉’으로 읽고 있

다.

이 글자는 자형상 ‘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 혹은 ‘牆’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32) ‘ ’는 16.10175 史牆盤 명문에도 보이며, 《說文》에는 ‘牆’의 籀文으로 수

록되어 있다. ‘ ’은 ‘爿’을 聲符로 하는 글자로 ‘倉’과 通假가 가능하며, 李家浩가 

제시한 ‘爿聲’인 ‘ ’이 ‘瑲’과 ‘鎗’으로 쓰인 예를 참고해 볼 수 있다. ‘倉’은 《釋名⋅
釋宮室》에 “倉, 藏也, 藏谷物也.”로 풀이되어 있는데, 이는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

를 의미하는 것으로, ‘禾二 (倉)’은 창고 두 개 분량의 곡식을 말한다.

5. 其敢揚王母休, 用乍寶 彝, 其萬[年子孫]永寶用

1) 王母

앞서 설명했듯 董珊을 제외하고는 ‘王母’를 맨 처음 나오는 ‘君’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蔡運章과 張應橋은 《爾雅⋅釋親》: “父之妣為王母”에 

근거해 穆王의 祖母, 즉 당시 생존했었을 昭王의 后妃로 판단했고, 李學勤, 涂白

奎, 韋心瀅, 嚴志斌은 7.4102 仲 父簋의 ‘皇 遟白(伯)、王母遟姬’와 5.2777 

史伯碩父鼎의 ‘追 (孝)于朕皇 釐中(仲)、王母泉女’에서 ‘王母’가 ‘皇 ’와 호응

을 이루고 있는 점을 근거로 ‘王母’는 ‘皇母’와 같은 것으로, ‘季姬’의 모친에 대한 

美稱이라고 보았다. 그중 李學勤, 涂白奎, 嚴志斌은 ‘王母’를 당시의 王后로 파악

했고, 韋心瀅은 전술했듯 宗婦로 분석했다.

앞서 필자는 ‘君’과 ‘宰茀’을 논하는 부분에서 ‘君’과 ‘王母’를 동일 인물로 봄과 동

시에, 왕실의 여성으로 결론을 낸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王母’와 ‘ 季姬’와의 관

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爾雅》를 비롯한 전래문헌에는 ‘王母’가 祖

母로 설명되어 있지만33), 금문의 상황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본 명문을 제외하고 

32) 자형이 아닌 의미상에서 접근하여 ‘ ’(從紐陽部)을 ‘廩’(來紐侵部)으로 읽는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으나, 두 글자의 음운상 거리 역시 멀다.

33) 《禮記⋅曲禮下》에도 “祭王父曰皇祖 , 王母曰皇祖妣.”라는 기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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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10개의 용례 중, 모친의 의미로 볼 수 있는 ‘王母’가 5차례 출현하고 있고, 

조모인지 아니면 모친인지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

다.34) 위에 언급한 7.4102 仲 父簋와 5.2777 史伯碩父鼎 명문 외에, 5.2762 

師 鼎과 5.2774 帥隹鼎의 ‘王母’도 모두 어머니의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5.2762 

師 鼎에서는 ‘王母’와 작고하신 부친의 美稱인 ‘皇 ’와 같이 쓰였고(朕皇 釐中

(仲)、王母泉母), 5.2774 帥隹鼎에서는 ‘王母’에 대해 기물 제작자 자신이 ‘乃

子’(당신의 아들)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王母’들은 모두 亡人이 된 모친

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생존해서 賞賜를 명한 본 명문의 ‘王母’를 규명하기에

는 설득력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어머니를 뜻하는 ‘王母’의 

용례는 없을까? 다음의 명문을 보자.

(12) 白(伯)康乍(作)寶 (簋), 用 (饗)倗友, 用 (饙)王父、王母. 8.4160 

伯康簋

(伯康은 귀중한 궤를 제작하여 동족형제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부모님을 대접

하는데 사용하겠노라.)

潘玉坤은 ‘ (饗)倗友’와 ‘ (饙)王父、王母’가 함께 쓰인 것을 근거로 이 명문 

중의 ‘王父、王母’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35), 이는 매우 

타당한 분석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더 나아가 동사 용법의 ‘ (饙)’에 대해 고찰을 

해보았는데, 조사된 나머지 두 용례 모두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

이 있었다.

(13) 敔乍(作)寶 (簋), 用 (饙)氒(厥)孫子. 7.3827 敔簋

(敔는 귀중한 궤를 제작하여 후손들에게 宴響을 베푸는데 사용하겠노라.)

(14) 用 (饗)大正，音(歆)王賓, (饙)具旨飤. 9.4627 弭仲簠

(官長을 대접하고, 왕실의 손님을 기쁘게 하며, 맛좋은 음식을 베푸는데 쓰겠노

34) 7.3932∼7.3934 毳簋, 7.4103 仲 父簋, 8.4161 伯康簋, 15.9442 毳盉, 

16.10119 毳盤, 16.10247 毳匜는 同文異範 등의 이유로 명문이 중복되어서 모두 제

외하였다. ‘王母’의 의미가 불분명한 용례에는 3.587 伯毛鬲, 3.602 王作王母鬲, 

8.4126 季簋, 《近出殷周金文集 》 2.450 作王母簋가 있다.

35) 潘玉坤 <“王母”指稱“母親”略例>; 《中國文字研究》第7輯, 2006年, 170∼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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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3)敔簋와 (14)弭仲簠 명문에서 ‘ (饙)’의 대상은 ‘孫子’, ‘大正’, ‘王賓’으로 

이 기물의 용도가 亡人에 대한 제사가 아닌 산 사람에 대한 宴響에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물론, (12)伯康簋 명문을 포함하여 단지 세 용례로 동사 ‘ (饙)’이 반드

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쓰인다고 확증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상황에 따라 ‘王母’

를 살아계신 모친으로 풀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의미가 불분명한 ‘王母’의 5개 용례 중, ‘ (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명문이 있

는데, 먼저 아래를 보자.

(15) 毳乍(作)王母媿氏 (饙) (簋)，媿氏其 (眉)壽萬年用. (7.3931 毳

簋, 15.9442 毳盉, 16.10119 毳盤, 16.10247 毳匜)

(毳는 王母 媿氏를 대접하기 위한 궤를 제작하니, 媿氏께서 장수하시길 기원하

며, (이 궤를)영원토록 사용할지라.)

毳가 제작한 위의 기물들에 대해 陳昭容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祭器가 아니며,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이라고 설명했다. 陳昭容 역시 ‘王母媿

氏’의 신분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李學勤이 7.4102 仲 父簋 명

문 중의 ‘王母’를 모친으로 해석한 견해를 따랐다고 밝혔다.36) 필자의 생각으로는 

‘王母媿氏’의 생존 여부에 대한 단서는 명문 뒷부분의 ‘媿氏其 (眉)壽’에서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王母媿氏’가 돌아가신 어머니라면 굳이 장수를 기원할 필

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전래문헌에서는 ‘王母’를 조모로 보는 반면, 

금문에서는 모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더 우세하며, 모친을 의미하는 경우 돌아

가신 분과 살아계신 분을 모두 지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명문 중의 ‘王

母’는 내용상 당시 생존해있었던 왕후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본다면, 

穆王의 왕후이자 ‘ 季姬’의 어머니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36) 陳昭容 <從古文字材料談古代的盥洗用具及其相關問題―自淅川下寺春秋楚墓的青銅

器水器自名說起>; 《中央研究院歷史語 研究所集刊》第71本第4分, 1990年12月, 

884∼8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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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其萬年永寶用

李學勤과 李家浩는 ‘其萬年’과 ‘永寶用’ 사이에 ‘子孫’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韋心瀅 역시 식별이 불가능한 글자 두 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명문 전체의 글

자 배치상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고에서도 이를 따랐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季姬方  명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해보고, 가

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학설에 대해서는 필자의 의견을 보충 및 제시함으로써 명

문의 정확한 해석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상의 정리를 바탕으로 명문에 대한 

隸定과 끊어 읽기 및 해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隹(唯)八月初吉庚辰, 君命宰茀易(賜) 季姬 (佃)臣于空木, 氒(厥)師夫曰

丁, (以)氒(厥)友廿又五家, 新易(賜)氒(厥)田 (以)生(牲): 馬十又□匹、牛

六十又九 、羊三百又八十又五 , 禾二 (倉). 其 揚王母休, 用乍(作)寶

( )彝, 其萬[年子孫]永寶用.

【해석】8月 初吉 庚辰日, 君께서 왕실의 家臣(內宰)인 茀로 하여금 季姬

에게 空木 지역의 농업 종사자들을 하사하게 하셨다. 그 지역의 우두머리 한 사람

의 이름은 丁으로, (丁은) 그의 동족 친척(으로 구성된) 25가구를 거느리고 있다. 

또한, 空木 지역의 토지와 말 십 수필⋅소 69마리⋅양 385마리의 가축, 그리고 

창고 두 개 분량의 곡식을 하사해주셨다. (이에)王母의 蔭德을 찬양하며 귀중한 

제기를 제작하니, 영원토록 후손들은 소중히 쓸지어다.

일부 학자는 본 기물의 명칭을 季姬方 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리

가 있는 견해이다. 본 명문의 편폭은 길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

다. 우선 賞賜의 구성과 규모가 특이하고 대규모인 점이 눈에 띄는데, 농업 종사자

와 그 관리인, 토지, 말, 소, 양, 곡식으로 이루어진 賞賜는 그 다양성과 조합면에

서 처음 보이는 사례이다. 또한, 하사품의 규모면에서도 기존의 명문 자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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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는 10마리(8.4327 卯簋蓋 ), 양은 100마리(7.3942 叔德簋)가 최고 기록이

었으나, 본 명문에서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동인력이 하사

된 사례는 드문 일은 아니나, 가구를 단위로 하여, 25가구나 하사된 경우 역시 주

목을 끄는 부분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대규모 賞賜를 명령한 사람이 바로 여성이라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君’, ‘宰茀’, ‘王母’의 신분에 관한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君’은 여성, ‘茀’

은 왕실의 家臣, ‘王母’는 ‘君’과 동일 인물로서 피상사자인 ‘ 季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데, 이처럼 대규모의 賞賜가 가능했던 것도 왕실이 주체가 되었

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이밖에 ‘ 臣’과 ‘友’, 그리고 이들의 관리자인 ‘師’ 등 신분과 관련한 조직 체계 

역시 본 명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의 하나로, 일부 학자들은 하사된 

노동인력과 하사품의 규모에 근거해 하나의 완벽한 농촌 생산 단위가 주어진 것으

로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추측해 보기도 하였다. 이처

럼 명문의 높은 자료적 가치 덕분에 여러 학문 분야에서 1차 자료로 적지 않게 인

용되고 있음에도,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였기에, 본고에서는 명문 내

용에 대한 정확한 해독 시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당시 사회의 구조나 계급과 관

련된 周代 사회 및 경제학적 측면의 탐구는 후속 작업으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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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季姬方 未見著 , 據說, 是1946年冬季在洛陽 城東北的北西周貴族墓

地出土的。 為喇叭形口, 方唇, 腹部下垂呈方形, 圈足 高。器身四角有扉

棱, 腹面飾饕餮紋, 兩側有鳥形耳, 一耳殘。從此些器物的形制 紋飾的特點

來推求, 可定為穆王晚期。該 內底部鑄有銘文8行, 共77字, 由於銘文內容牽

涉西周社 、經濟、賞賜制度 婦女地位, 2003年由蔡运蔡、張應橋撰文介紹

後, 引起廣泛注意. 先後有李學勤、董珊、李家浩、嚴志斌、涂白奎、韋心瀅、
林澐等作了 釋和研究。本文綜合學 們的研究成果, 做一番整理和 釋, 並

提出個人的意見, 以就教於 家學 。
銘文的大意是說: 在八月初吉庚辰這一天, 君(穆王的王后)命令內宰茀把

空木之邑的農作 賞賜給 季姬。其邑的一位管理人員名字為丁, 他率領他的

同族親屬25家。又 空木地區的土地和牲口: 十幾匹馬、六十九頭午、三百八

十五隻, 以及兩倉庫的穀物賜予 季姬。因此我 季姬 揚母親的蔭德, 並製

作祭祀祖先用的寶貴的禮器以示紀念, 希望子孫永遠好好地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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