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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約劑’란 말은 《周禮》의 기록에서는 어렵지 않
게 볼 수 있다.
《周禮⋅秋官司寇⋅司約》: “司約, 掌邦國及萬民之約劑, 治神之約爲上, 治民之

約次之, 治地之約次之, 治功之約次之, 治器之約次之, 治摯之約次之. 凡大約劑
書於宗彝, 小約劑書於丹圖1).”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A8022291).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鄭玄은 “摯約은 옥과 비단, 날짐승을(가지고) 서로 왕래는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摯約, 謂玉帛禽鳥, 相與往來也.)라고 설명했는데, ‘摯’는 방문 인사 시 선사하는 선물
을 말한다. ‘丹圖’에 대해서 鄭玄은 ‘들어본 적이 없다. 혹 雕器나 簠簋 종류일지도 모
른다.’(未聞. 或有雕器簠簋之屬.)라고 하였고, 孫詒讓은 ‘竹帛에 쓴 것이다.’(書於竹
帛.)라고 하였다. 孫詒讓 《周禮正義》[第十一冊] (北京, 中華書局, 2000), 2849쪽 참
조.

306 《中國文學硏究》⋅제60집

(司約은 국가와 백성 간의 約劑를 관장하는데, 신과 관련된 약속을 관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백성과 관련된 약속을 다스리는 것을 그 다음으로
여기며, 토지와 관련된 약속을 주관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공적과 관련된 약속을
관리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각종 기물과 관련된 약속을 처리하는 것이 그 다음이
고, 폐백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그 다음으로 여긴다. 무릇 중대한 約劑는 종묘의
彝器에 기록하고, 작은 約劑는 丹圖에 기록한다.)
《周禮⋅秋官司寇⋅士師》: “凡以財獄訟者, 正之以傅別約劑.”
(모든 재물로 인한 소송은 傅別2)과 約劑로 판결한다.)

鄭玄《注》는 <司約>편에서 “劑는 증서이다.”(劑, 謂券書也.), ‘大約劑’는 ‘邦國約’
(국가 간의 약속)이고, ‘小約劑’는 ‘萬民約’(백성 간의 약속)이라고 했다. <士師>편
에 대해서는 鄭玄이 “約劑는 각자가 소지하는 증서이다”(約劑, 各所持券也.)라고
했으며, 鄭司農도 “오늘날의 거래와 같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나누고 각자
하나씩 가지며, 소송이 생기면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이를 판결한다.”(若
今時市買, 為券書以別之, 各得其一, 訟則案券以正之.)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광의의 ‘約劑’는 제도, 규정, 공문서 등 일체의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자 자료를
일컫는 것이고, 협의의 ‘約劑’는 각종 계약이나 약속의 범위로 포괄될 수 있는 내용
을 담은 일종의 계약 증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기 명문 중에도 이러한 ‘約劑’와 관련된 기록들을 볼 수 있
는데, 대표적인 것이 ‘治民之約’및 ‘治地之約’과 관련된 내용이다. ‘治民之約’은 稅
收, 賣買, 訟事 등 각종 民事 및 그로 인한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
고, ‘治地之約’은 토지의 사용, 분배, 교역, 양도와 관련된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서주 시기의 금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밖에 軍政의 명령이나 律令 등도
큰 범주에서는 ‘約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3) 《周禮》의 기록대로라면 청동기에
새겨진 내용은 ‘大約劑’로서 ‘邦國約(국가 간의 약속)’이어야 하나, 民事로 볼 수 있
는 내용들도 적지 않음을 볼 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듯하다.
무릇 상술한 내용을 담은 명문을 혹자는 《周禮》를 따라 ‘約劑’ 명문이라 부르기
도 하고, 또는 ‘法律契約’ 명문으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의 ‘계약’의

2) 2장 1절 ‘析’에서 ‘傅別’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3) 馬承源 《中國青銅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366-3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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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는 상술한 내용을 다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約劑’ 명문이
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주지하듯이 중국 고대의 청동기 명문은 祭祀, 頌揚, 冊名, 賞賜, 征伐, 訓詁 등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1차 자료는 중국의 언어학, 역사학,
고고학, 문헌학 등 여러 연구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 중에서도 소위
約劑 명문은 중국 고대 경제와 법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실물 자료로서 그 가치
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約劑 명문에는 재화 거래와 토지 양도를 비롯해서 소
송과 판결에 이르는 내용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가장 오래된 ‘約劑’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중국 고대의 민사 관련 제 분야에도 신빙성 높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約劑 명문의 중요 가치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사건의 서술 형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의 신분, 사건 발생의 원인, 상급자에 대한 보고, 조정, 판결, 서약, 계약
성립 등에 이르는 일련의 처리 과정이 오롯이 담겨있어, 중국 고대의 約劑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자료가 된다. 특히, 거래나 소송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증빙물 작성이나 특정 행위를 하는 상황이 보
이는데,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계약을 성립 및 유지시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련 명문 및 전래문헌에 대
한 검토를 통해 約劑 명문에 보이는 분쟁 방지 목적의 법적 장치를 고찰해보되, 특
히 시각적인 증거물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
고자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約劑 명문 중의 判辭 부분도 분쟁 발생 시 사건 처
리 기준과 증거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긴 하나, 그 가시성이나 구체성이 상대적으
로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잠시 논의로 하였다.

Ⅱ. 約劑 명문 중 보이는 분쟁 방지 목적의 법적 장치
約劑 명문 중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장치로 볼 수 있는 것은 ‘析’,
‘ ’, ‘誓’, ‘典’의 네 가지로, 아래에서 차례대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308 《中國文學硏究》⋅제60집

1. 析
(1) 8.42624) 格伯簋(倗生簋): 王才(在)成周, 格白(伯)取良馬乘于倗生, 氒
(厥)貯(賈)卅田, 則析.……氒書史戠武立(莅) 5)成 6), 鑄保簋, 用典格白(伯)
田.
(왕께서 성주에 계셨다. 格伯이 倗生에게서 준마 네 필을 얻었으니, 그것을 토
지 삼십 田과 바꾸고7), 각각 계약서를 나누어 가졌다.……書史 戠武가 현장에 도
착해서 토지의 경계를 확정지었다. 귀중한 簋를 제작함으로써 格伯의 토지(에 관
한 변경 사항)를 기록으로 남겨둔다.
4) 본고에 인용된 청동기 명문 중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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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立’ 뒤의 글자의 자형은 ‘ ’으로 학자마다 ‘ ’, ‘ ’, ‘ ’ 등으로 각각 다르게 隸定하고
있으며, 그 의미 해석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인다. 楊樹達은 이 글자를 ‘从盥省, 矢聲’
구조의 ‘ ’로 분석하고, ‘矢’와 통가된다고 보았다. 《論語》의 용례에 근거해볼 때 ‘誓’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立矢’는 곧 ‘涖誓’로, 이는 《春秋傳》의 ‘涖盟’과 같은 것이라
설명했다.(《積微居金文說(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1997), 11쪽) 郭沫若은 다른
명문 중에 보이는 ‘ ’과 같은 글자로 보았는데, ‘ ’이 ‘夤’과 통가된 예에 근거해 ‘垠
限’(가장자리, 경계)로 해석했다.(《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 (上海, 上海書店出版
社, 1999), 81) 馬承源은 ‘ ’로 보고, ‘立臿’을 ‘삽으로 땅을 파서 일구다(以臿起土)’
의 의미로 풀이했다.(《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144쪽) 먼
저 楊樹達의 견해를 검토해보면, 금문에서 ‘誓’는 분쟁에 있어 변상의 의무가 있는 일
방이 행하는 행위로, 倗生簋 명문처럼 일반적인 거래 관련 명문에는 출현한 예가 없으
며, 楊樹達이 제시한 ‘涖盟’의 경우 제후국 간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명문의 상
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郭沫若이 근거로 삼은 금문 ‘ ’의 자형은 ‘ ’와는
다르며, 馬承源이 말하는 ‘起土’는 일반적으로 地境을 확정할 때 행하는 행위로 얼핏
본 명문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청동기 명문에서는 경계를 표시하거나 확정할
때 수목을 이용하는 상황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臿’이 강조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 역시 ‘ ’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자형상으로는 ‘ ’에 가
장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立’은 ‘莅’나 ‘涖’로 바꾸어 읽어 ‘立(莅) ’을 ‘현장에 도착하
다’ 정도의 의미로 보고자 한다.
6) 郭沫若은 ‘ ’가 《說文》에 ‘鄰道’로 풀이된 ‘ ’과 같다고 했고(《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
釋》[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81), 馬承源은 郭沫若과 견해를 같이하며,
‘成’은 ‘定’의 의미이고, ‘ ’는 여기서 토지의 경계를 가리킨다고 보았다.(《商周青銅器銘
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144쪽)
7) ‘氒(厥)貯(賈)卅田’을 ‘그 가치가 토지 삼십 田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
나, 필자는 彭裕商의 견해를 취해 ‘貯(賈)’를 ‘교역’의 의미로 보았다. 彭裕商 <西周金
文中的“賈”>; 《考古》 2003年 第2期, 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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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물은 일부 저록에서는 格伯簋로 명명하고 있지만, 기물 제작자가 倗生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재는 倗生簋로 부르고 있다.8) 명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
펴보면, 倗生의 말 네 필과 格伯 소유의 토지 삼십 田에 대한 거래가 성사된 후,
格伯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절차에 따라 토지 측량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관리의 확인 작업을 통해 토지 삼십 田의 소유권이 倗生에게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본 명문에서 쌍방 간의 거래가 합의에 도달했음을 ‘析’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 楊樹達은 증서를 쓰고 반으로 나누어 각자가 하나씩 가지는 것이라고
했고, 郭沫若과 馬承源도 거의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9) 다만 郭沫若과 馬承
源은 ‘則析’을 묶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析’이 ‘나누다’ 혹은 ‘가르다’의 의미이므로
이 명문에서의 쓰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만, ‘則’이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것
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連劭名은 ‘則’이 계약서의 뜻이라고
간단히 언급하긴 하였으나10), ‘則’이 계약을 증빙하는 도구를 나타내는 實詞로 사
용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則’을 ‘乃’나 ‘就’
의 뜻으로 해석하도록 하겠다.
명문 중의 ‘析’이 거래나 계약 관련 내용을 명시한 증서를 쌍방이 한 쪽씩 나누어
갖는 행위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라면, 전래문헌에는 이러한 信標의 역할을 하는 물
건들이 조금씩 다른 명칭으로 출현하고 있다.
《周禮⋅天官冢宰⋅小宰》: “四曰, 聽稱責以傅別.……六曰, 聽取予以書契, 七

曰, 聽賣買以質劑.”
(네 번째로 빚을 내는 것에 대한 일을 판단하는 데는 傅別로써 한다.……여섯
번째로 받는 것과 주는 것에 관한 일을 판단하는 데는 書契로써 하고, 일곱 번째
로 매매 관련 일을 판단하는 데는 質劑로써 한다.)
8) 명문 중 ‘取’字에 대한 誤讀으로 인해 오랫동안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해가 되었으며,
아직도 적지 않은 중국 고대 法制 관련 저작에서는 잘못된 해석을 따르고 있다.
9) “書券契而中分之, 兩人各執其一, 故云析也.”(楊樹達 《積微居金文說(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1997), 11쪽) 郭沫若은 “계약서를 나누어 협의를 달성하는 것”(析券成議)
이라고 하였고, 馬承源 역시 “계약서를 쪼개어서 나눈 후 지니는 것”(剖析約劑券書分
而執之)이라고 하였다.(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 (上海, 上海書店出版
社, 1999), 82;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144쪽
참조)
10) 連劭名 <《倗生簋》銘文新釋>; 《人文雜誌》 1986年 第3期, 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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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司農은 “傅別은 券書이다. 빚과 관련한 소송의 판결은 券書로 결정한다. 傅는
약속을 문서에 기록한 것이고, 別은 두 개로 나누어 양측에서 하나씩 갖는 것이다.
書契는 장부이다.”(傅別, 謂券書也. 听訟責者, 以券書決之. 傅, 傅著約束於文書.
別, 別爲兩, 兩家各得一也. 書契, 符書也.)라고 하였고, 鄭玄은 “傅別은 하나의
札에 글자를 크게 쓰고 가운데를 잘라 나눈 것이다. 書契는 나가고 주고받고 들어
오는 것의 총목록을 말한다. 무릇 簿書(재물의 출납을 기록한 책자)의 총목과 소송
사건의 진술 내용을 모두 契라고 한다.……質劑는 하나의 札에 같은 내용을 두 번
쓰고 이를 나눈다. 긴 것을 質이라고 하고, 짧은 것을 劑라고 한다. 傅別과 質劑는
모두 지금의 券書이다. 사안이 달라서 그 이름을 달리한 것뿐이다.”(傅別, 謂爲大
手書於一札, 中字別之. 書契, 謂出予受入之凡要. 凡簿書之最目, 獄訟之要辭, 皆
曰契.……質劑, 謂兩書一札, 同而別之, 長曰質, 短曰劑. 傅別、質劑, 皆今之券書
也, 事異, 異其名耳.)라고 해석하고 있다. 書契의 형식에 대해서는 《周禮⋅地官司
徒⋅質人》: “시장의 書契를 관리하고 조사하다”(掌稽市之書契)에 대한 鄭玄《注》를
참고할 수 있는데, “書契는 물품을 주고받은 증서이다. 증서의 모양은 두 개의 札
에 쓰고 그 측면을 새긴다.”(書契, 取予市物之券也. 其券之象, 書兩札, 刻其側.)
라고 밝히고 있다. 孫詒讓 역시 “측면을 새긴다는 것은 출납되는 수량에 따라 그
옆을 새겨 기록으로 삼는다는 것이다.……書契는 傅別 및 質劑와 모양은 대략 같으
나, 양쪽의 측면을 새긴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刻其側者, 蓋依其取予之數, 刻其
旁爲紀.……蓋書契與傅別、質劑形制略同, 惟以兩札刻側爲異.)라고 설명을 덧붙이
고 있다.11)
정리하면, 傅別, 書契 및 質劑는 각각의 용도와 상이한 모양을 지닌 일종의 고
대 증서로, 채무 관련 증서인 傅別은 중앙에 글자를 쓴 후 가운데를 잘라 합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書契는 일종의 출납 관련 장부로, 각각에 내용을 쓰고 측면
에는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부호를 새긴 것이며, 質劑는 매매 관련 증서로, 한 곳
에 동일한 내용을 두 번 쓰고 이를 나눠서 하나씩 보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증서 모두 양측이 한 쪽씩 소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析’과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질과 용도상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質劑이다. 《周禮⋅地
11) 孫詒讓 《周禮正義》[第四冊] (北京, 中華書局, 2000), 1078-10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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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司徒⋅司市》에 “質劑로써 매매 쌍방의 신용을 형성하고 爭訟을 방지한다.”(質劑
結信而止訟.)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析’의 기능 역시 거래 기록을 남겨
이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고, 동시에 국가 법률의 승인과 보장을 받기 위함
임을 추측할 수 있다.

2.
(2) 16.10176 散氏盤: 氒(厥)爲圖, 夨王于豆新宮東廷. 氒(厥)左執 (要),
史正中(仲)農.
(관리가(혹은 이에) 지도를 작성하였고, 夨王은 豆 지역에 있는 新宮의 東廷에
있었다. (夨王이)계약서의 왼쪽을 소유하였고, 이 모든 과정의 관리 및 감독자는
史正 中農이다.)

散氏盤은 알려진 대로 夨國이 散國을 침략하여 강탈한 토지에 대하여 반환 및
배상하는 과정이 기록된 서주 후기의 중요 기물이다. 명문의 내용은 토지 반환의
배경, 散國에 반환할 토지의 경계 확정 작업 과정 및 참여인원, 鮮, 且, 武父 등
夨國 관원 6인의 두 차례에 걸친 서약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 인용한 부
분은 명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위 명문에서 한두 글자를 제외하고는 자형의 판독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언뜻 해석에도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의외로 다
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먼저 명문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분쟁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나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氒(厥)爲圖
인용한 散氏盤 명문에서 자형 판독에 이견이 있는 글자는 ‘氒’ 뒤의 ‘

’로, 《金

文編》에서는 ‘爲’字에 수록하고 있고, 王國維, 于省吾, 陳夢家, 馬承源 등의 견해
역시 이와 같다.12) 그러나 楊樹達, 郭沫若, 白川靜, 王輝 등 더 많은 학자들은
12) 容庚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1985), 440絛; 王國維 <散氏盤考釋>; 《古史新證―
王國維最後的講義》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1996), 100쪽; 于省吾 《雙劍誃吉金文
選》 (北京, 中華書局, 1998), 216쪽; 陳夢家 《西周銅器斷代》 (北京, 中華書局,
2004), 345쪽;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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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자를 ‘受’로 보고 ‘授’로 바꿔 읽고 있다.13) 여기서 ‘圖’는 夨國이 散國에 반환
할 토지의 구역을 그린 지도, 즉 수정된 경계도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

’를 ‘爲’

로 본다면 ‘지도를 완성하다’로 해석할 수 있고, ‘受’字라면 ‘지도를 주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자를 ‘爲’라고 보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청동기 명문에서 ‘受’가 ‘授’로 읽히는 경우, 그 문형은 ‘受
(授)+(간접 목적어)+직접 목적어’의 형태를 띠며, 수여자는 ‘天子’나 ‘王’처럼 피수
여자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楊樹達의 견해처럼
‘受圖夨王’을 ‘지도를 수여하는 夨王(授圖之夨王)’으로 해석한다거나 ‘夨王授圖’의
도치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 다른 근거는 (1) 倗生簋 명문을 보
면, 교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획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단계를 ‘成 ’로 표
현하고 있는데, 散氏盤 명문의 ‘爲圖’가 곧 이와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인용한 散氏盤 명문 중 맨 앞에 출현하는 ‘氒(厥)’이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른데, 楊樹達과 朱其智는 지도를 수여하는 주체인 夨王
이라고 했고, 白川靜은 ‘散’를 가리킨다고 보았다.14) 그 외 郭沫若과 李朝遠은 지
도를 수여받는 대상을 夨王이라고 분석했으나 수여 주체가 누구인지 혹은 ‘氒(厥)’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15) 필자는 ‘氒(厥)’의 해석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도를 제작하는 정부 기관 혹은 관원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乃’나 ‘于是’의 뜻을 지닌 접속사 용법
이다. 우리는 앞서 (1) 倗生簋 명문을 통해 지도 제작의 주체를 확인해볼 수 있는
데, 토지 측량은 格伯과 그 수행원들이 진행했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
참조. 陳夢家는 ‘爲’라고 하긴 하였으나 확실치 않다고 했다.
13) 楊樹達 《積微居金文說(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1997), 19쪽; 郭沫若 《兩周金文
辭大系圖錄考釋》[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131; 白川靜 《金文通釋》[卷
三⋅上] (東京, 平凡社, 2004), 203쪽; 王輝 《商周金文》 (北京, 文物出版社,
2006), 229쪽 참조.
14) 楊樹達 《積微居金文說(增訂本)》, 19쪽; 朱其智 <散氏盤還是夨人盤?>; 《中山大學學
報》(社會科學版) 2013年 第1期(第53卷 總241期), 90쪽; 白川靜 《金文通釋》[卷三⋅
上], 203쪽 참조.
15)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 131; 李朝遠 《西周土地關係論》 (上海, 上海
人民出版社, 1997), 2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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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도를 작성 및 확인한 사람은 관원인 書史 戠武였다. 《周禮⋅地官司徒⋅小司
徒》에 “토지에 관련된 소송은 지도로써 경계를 결정한다.”(地訟, 以圖正之.)란 기록
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鄭司農은 “地訟이란 경계를 다투는 것이다. 圖란 나라의
본래 지도이다.”(地訟, 爭疆界者. 圖謂邦國本圖.)라고 했고, 賈公彦《疏》는 鄭司農
의 ‘圖謂邦國本圖’에 대해 “토지를 측량하여 고을을 정하는데, 처음 봉할 때 측량한
후 지도를 정부 기관에 보관하고 나중에 백성 간에 송사가 생기면 본래 지도로써
이를 판결한다.”(凡量地以製邑，初封量之時，即有地圖在於官府，於後民有訟者，
則以本圖正之.)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토지 분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지도 제반
에 관한 사항들은 관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1) 倗生簋
명문의 내용과 《周禮》의 기록에 근거하여 散氏盤 명문에서도 바로 뒤에 언급되는
史正 中農이 토지 경계도를 작성 및 확인하는 작업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며, 夨王
이 豆 지역에 있는 新宮의 東廷에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의식에 참여했을 것으로
본다. ‘氒(厥)’을 접속사로 보는 것도 문맥상 가능하나16), 그렇다 하더라도 ‘爲圖’
의 주체는 결국 정부 기관이나 관리가 된다. 설사 수정된 지도를 ‘주다’는 의미(즉,
受圖)로 본다고 해도 토지 구획 작업에 모두 참여한 소송 쌍방이 아닌 토지를 배상
하는 일방(夨王)에게만 지도를 준다거나 혹은 배상하는 쪽이 지도를 수여는 하는
상황은(楊樹達, 李學勤17)의 견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氒(厥)左執 (要), 史正中(仲)農18)
16) 全廣鎭 <散氏盤銘文考釋>; 《中國文化硏究》 2002年 第1輯, 195쪽 참조.
17) 李學勤 <西周金文中的土地轉讓>; 《新出青銅器硏究》 (北京, 文物出版社, 1990),
108쪽 참조.
18) ‘氒(厥)左執 (要), 史正中(仲)農’와 관련하여 郭沫若은 9.4466 比盨 명문 중의
‘氒(厥)右 比, 善(膳)夫克’ 역시 이와 유사한 형식과 의미로 이해하고, ‘계약서의 오른
쪽은 比가 보관하고, 膳夫克은 증인이 된다’라고 해석하였으며, 지금껏 많은 학자들
이 이 견해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두 명문이 실제로는 유사한 내용이 아님을
지적한 楊樹達과 黃天樹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楊樹達은 두 문장이 형식상 같아 보일 뿐, 8.4287 伊簋: ‘ (申)季內右
(佑)伊’와 11.6006 免尊: ‘丼(邢)弔(叔)右(佑)免’에 보이는 ‘右(佑)’의 의미로 比盨
명문을 해석해야 하며, 실제로는 ‘善(膳)夫克右 比’의 뜻이라고 보았다.(《積微居金文
說(增訂本)》, 249-250쪽) 黃天樹 역시 楊樹達의 견해에 동의하였는데, 최근에 출토
되었으며 比盨 명문처럼 王命으로 타지의 田邑을 교부받는 내용이 담긴 《近出殷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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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散氏盤 명문에만 보이는 글자로, ‘要’와 通假되어 ‘계약’ 혹은 ‘맹약’을 뜻하
며19),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서 혹은 증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左’는 계약
서의 왼쪽을 가리킨다고 보는데, 결국 ‘ ’는 좌우 양쪽으로 나뉘는 형태의 계약서
로 최종 합의의 결과물이자 향후 爭訟 발생 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王輝는 계약서의 왼쪽을 정부 기관에서 보관한다고 보았고, 全廣鎭은 ‘左
執’을 앞서 제작된 ‘圖’의 副本으로 이해하고 이를 史正 仲農이 보존한다고 보았는
데20), 필자는 계약서의 정본은 계약 쌍방이 소지하고 동시에 그 부본을 관아에서
도 보관하였을 것이라 본다. 먼저 ‘圖’에 관해서는 앞서 《周禮》의 기록과 ‘夨王于豆
新宮東廷’의 내용을 통해 그 작성 및 관리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고21), 계약서의
경우 (1) 倗生簋 명문의 ‘析’이 보여주듯 계약 당사자들이 나누어 가짐과 동시에

金文集錄》2.364 吳虎鼎 명문 중의 ‘道入(人名)右吳虎’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즉,
比盨 명문에서는 比가 冊名을 받을 때의 ‘右者’인 ‘膳夫克’이 後置되어 있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比盨銘文補釋>; 《黃盛璋先生八秩華誕紀念文集》 (北京. 中國
教育文化出社, 2005), 188쪽) 필자 역시 比와 吳虎가 토지를 교부받게 된 배경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析’이나 ‘ ’가 출현한 (1) 倗生簋나 (2) 散氏盤 명문
의 배경은 각각 교역과 배상인 반면, 比盨와 吳虎鼎 명문은 冊名 및 賞賜가 토지
교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吳虎鼎 명문의 경우, 초반에 賞賜 의식이 거행되는 부
분의 묘사는 다른 일반 賞賜 명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右(佑)’는 被賞賜者가 冊
命이나 賞賜를 받을 때 의례에 규정된 특정한 위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신하가
‘인도하고 돕는다’는 뜻이며, 명문의 내용과 성질이 비슷한 比盨 명문의 ‘氒(厥)右
比, 善(膳)夫克’도 ‘ 比를 (책명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인도하고 도와준 사람
은 膳夫克이었다’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9) ‘要’가 ‘약속’이나 ‘맹약’ 등 ‘約’의 의미로 쓰인 예는 《論語⋅憲問》에 보인다.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고, 위태
로움을 보면 목숨을 내놓으며, 오래된 약속일지라도 옛날에 한 말을 잊지 않는다면 이
또한 全人이라 할 수 있다.) 何晏《論語集解》는 孔安國의 말을 인용하여 “久要, 舊約
也.”(久要는 오래된 약속이다.)라고 하였다.
20) 王輝 《商周金文》 (北京, 文物出版社, 2006), 235쪽: 全廣鎭 <散氏盤銘文考釋>; 《中
國文化硏究》 2002年 第1輯, 196쪽 참조.
21) ‘圖’를 관청과 당사자 쌍방이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정부본의 정
확한 보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는 지
도의 작성, 확인 및 이후 수정사항 반영 등에 이르는 과정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담당
하고 있었다는 점과 앞서 살펴본 賈公彦《疏》: ‘凡量地以製邑，初封量之時，即有地圖
在於官府，於後民有訟者，則以本圖正之.’의 기록을 근거로 지도의 정본은 나라에서,
부본은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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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禮⋅秋官司寇⋅司盟》: “백성 중 계약 증서가 있는 자는 그 부본을 사맹에 보관

한다.”(凡民之有約劑者, 貳在司盟.)의 기록을 통해 원본과 동일한 문서가 공공 기
관에도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약서의 왼쪽을 소송 쌍방 중 어느 쪽이 보관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는
데, 張振林은 ‘오른쪽은 교부하는 쪽이 갖고, 왼쪽은 수취하는 쪽이 가져서 각자 증
빙으로 삼는다’라고 한 반면22), 馬承源, 朱其智, 李朝遠 등은 이와는 반대로 夨國
측이 계약서의 왼쪽을 소지하고, 散國 측은 그 오른쪽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23)
朱其智는 왼쪽보다 오른쪽을 더 존귀한 것으로 여겼던 전통적 관념을 전래문헌으
로써 증명한 高明의 견해에24) 전래본 《老子》와 《馬王堆老子甲本》 및 그 《乙本》을
비교하고, 張振林의 新郪虎符에 대한 해석을 교정함으로써 계약서의 오른쪽은 교
부받는 쪽 혹은 채권자가 갖고, 왼쪽은 교부하는 쪽이나 채무자가 소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25) 필자 또한 朱其智의 견해에 동의하며, 散氏盤 명문에서 계
약서 왼쪽을 소지하는 쪽은 결국 夨王이 된다고 본다. 일부 학자들이 계약서 왼쪽

22) 張振林 <先秦‘要’、‘婁’二字及相關字辨析―兼議散氏盤之主人與定名>; 《第三屆國際中
國古文字學硏討會論文集》 (香港, 香港中文大學, 1997), 739-740쪽 참조.
23)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 298쪽; 朱其智 <散氏盤還是夨人盤?>; 《中山大學學
報》(社會科學版) 2013年 第1期(第53卷 總241期), 91쪽; 李朝遠 《西周土地關係
論》, 296쪽 참조.
24) 高明 《帛書老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6), 215쪽 참조.
25) 전래본《老子》와 《馬王堆老子乙本》에 각각 ‘是以聖人執左契而不責於人’(성인은 계약서
왼쪽(즉, 채권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독촉하지 않는다)와 ‘是以 人執左芥
而不以責於人’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 《馬王堆老子甲本》에는 ‘聖’ 뒤에 ‘人執’이 누락되
어 ‘是以聖右介而不責於人’으로 되어 있다. 朱其智는 秦代에 篆書로 쓰인 《甲本》이
漢代에 隸書로 쓰인 《乙本》보다 더 오래된 판본이라는 점과 《乙本》과 같이 계약서의
왼쪽을 소지한 사람이 그 오른쪽을 가진 사람에게 채무 상환을 재촉하는 상황은 오른쪽
이 더 숭상되어 오던 전통 정서 및 고대 계약 제도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甲本》
이 올바른 문장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新郪虎符 명문에 “甲兵之符, 右在王, 左在新
郪. 凡興士披甲，用兵五十人以上, [必]會王符, 乃敢行之.”라는 기록은 張振林이 이해
하는 것처럼 군사를 동원하고자 하는 左符方이 右符方인 왕에게 가서 그 兵符가 맞으
면 출병을 허락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왕의 사자가 右符를 지니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파견되어 左符와 맞춰본다는 뜻으로, 右符를 소지한 王
이 受方(받는 쪽)이자 權力方(권리자)이 되며, 左符를 소지한 쪽은 付方(내어주는 쪽)
이자 義務方(의무자)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朱其智 <散氏盤還是夨人盤?>; 《中山大學
學報》(社會科學版) 2013年 第1期(第53卷 總241期), 90-9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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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史正 仲農이 보관하는 것으로 생각
한데는 옆의 散氏盤 탁본에서 보는 바
와 같이 ‘氒(厥)左執 (要), 史正中
(仲)農’ 부분이 줄을 바꾸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를 史正 仲農과 관
련이 있거나 史正 仲農의 서명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陳夢家는 ‘氒(厥)左執 (要), 史正
中(仲)農’의 윗부분이 훼손된 것이라 추
[散氏盤 銘文]

측하기도 했는데, 필자가 《故宮西周金
文錄》에 수록된 컬러의 확대된 탁본을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의 명문 훼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6)
史正 仲農은 지도 제작에서부터 계약서의 쌍방 교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감
찰하고 이를 정부의 장부에 기록하는 역할을 맡은 관리이다. 이처럼 관리가 거래나
訟事의 현장에 입회하는 사례는 앞서 (1) 倗生簋 명문 중의 ‘立(莅) ’에서 그 일
단을 엿볼 수 있으며, 15.9546 裘衛盉 명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15.9546 裘衛盉: 裘衛廼(乃)彘(矢)告于白(伯)邑父、 (榮)白(伯)、定
白(伯)、 白(伯)、單白(伯). 白(伯)邑父 、 (榮)白(伯)、定白(伯)、 白
(伯)、單白(伯)廼(乃)令(命)參(三)有 (司): (司)土(徒) 邑 、 (司)馬單
、 (司)工(空)邑人 (服), 眔受(授)田.
(裘衛는 이에 伯邑父, 榮伯, 定伯, 伯, 單伯에게 자세하게 상황을 고하였다.
伯邑父, 榮伯, 定伯, 伯, 單伯은 이에 3인의 有司인 司徒微邑, 司馬單旟, 司
空邑人服에게 현장에 도착해서 토지를 교부하도록 명했다.)

裘衛盉 명문의 내용을 보면, 矩伯庶人은 裘衛로부터 玉器와 호랑이 가죽 등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토지 사십 전을 넘겨주는데, 이러한 사실을 집정대신 4인에게
보고하자 세 명의 다른 관리를 현장에 파견시켜 그들의 입회하에 토지 교부가 진행
26) 國立故宮博物院編輯委員會
194-195쪽 참조.

《故宮西周金文錄》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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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끔 한다. 이는 서주 왕조가 토지 거래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관리들은 토지 거
래의 증인이자 감독자로서, 거래를 촉성시킨 후에는 법률상의 보호 작용을 책임지
며, 교역이나 소송을 통하여 얻은 토지에 소유권을 부여해주었음을 보여준다.27)
또한, 8.4298 大簋, 9.4466

比盨, 16.10322 永盂 및 《近出殷周金文集錄》

2.364 吳虎鼎 명문처럼 교역이나 訟事가 아닌 賞詞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주는 상황에서도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관리가 제반 절차나 儀式을 관장하는 것을
볼 때, 散氏盤 명문 중 史正 仲農의 위치와 임무를 가늠해볼 수 있다.
(1) 倗生簋이나 (2) 散氏盤 모두 기물 명칭에 있어서 줄곧 쟁의가 있어왔던 청
동기들로서, 倗生簋은 格伯簋로 불리기도 했고, 散氏盤은 夨人盤으로 칭해야 한다
는 의견이 최근까지도 제기되어 왔다.28) 주지하듯이 청동기의 명칭은 기물 제작자
의 이름을 취해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두 기물의 경우 명문 내용에 제
작자명이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문의 전체 흐름이 오히려 토지를 내
어주는 쪽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토지의 교역 및 송사와 관련한 다른 명문을 보면 토지를 수여
받거나 소유한 일방이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청동기물을 제작하는 것이 보편적
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금은 대부분 倗生簋나 散氏盤으로 부르고 있다. 필
자 또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쪽인 倗生이나 散國이 청동기를 제작했을
것이라는 데에는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바이나, 명문 중의 ‘典格白(伯)田’, ‘夨
王于豆新宮東廷’, ‘氒(厥)左執 (要)’와 같이 토지를 내어주는 일방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표현들로 인해 格伯簋나 夨人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말의 여지는 남
겨두고자 한다.

3. 誓
《尚書》의 <甘誓>, <湯誓>, <牧誓> 등에 보이는 ‘誓’는 전쟁을 앞두고 왕이나 제

후가 군대를 통솔하며 선포하는 훈계나 명령을 의미하지만, 청동기 명문 중의 ‘誓’
27) 王輝 《商周金文》 (北京, 文物出版社, 2006), 137쪽 참조.
28) 劉心源 《奇觚室吉金文述》 光緒二十八年(1902年) 石印本, 八⋅二一; 郭沫若 《兩周
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 131); 朱其智 <散氏盤還是夨人盤?>, 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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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립 배경이나 그 성질이 《尚書》의 그것과는 다분히 이질적이다. 《說文》에서는
‘誓’를 ‘약속하다(約束也.)’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금문의 ‘誓’는 이러한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청동기 명문에서 ‘誓’가 ‘약속하다’ 혹은 ‘맹세하다’의 뜻으로 쓰
인 사례는 모두 다섯 가지로 조사되는데, 그 중 네 가지가 約劑 명문에 출현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최근에 출토된 乞盉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논하도록
하겠다. 먼저 아래의 명문을 보자.
(4) 5.2818
攸 鼎( 攸比鼎), 8.4278
比簋蓋: 王令眚(省), 史南
(以)即虢旅, 虢旅廼(乃)事(使)攸衛牧誓曰: ‘□弗具(俱)付 匕(比), 其且(沮)射
(厭)分田邑, 則殺.’ 攸衛牧則誓.
(왕이 조사를 명하시자 史南이 이로써 虢叔旅에게 나아가니, 虢叔旅는 이에 攸
衛牧으로 하여금 맹세케 하고 (다음과 같이)말하게 했다: 감히 比에게 모두 주
지 않고 앞으로 (서약을)어기고 田邑(토지와 촌락)을 나누어 준다면29),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攸衛牧이 이대로 맹세하였다.)
(5) 5.2832 五祀衛鼎: 丼(邢)白(伯)、白(伯)邑父、定白(伯)、 白(伯)、白
(伯)俗父廼(乃) (講), 事(使)厲誓.
(邢伯, 伯邑父, 定伯, 伯, 伯俗父가 이에 결정하길 厲로 하여금 맹세를 하
게 하였다.)
(6) 16.10176 散氏盤: 唯王九月，辰才(在)乙卯, 夨卑(俾)鮮、且、 、旅誓
曰: ‘我既付散氏田器，有爽，實余有散氏心賊，則鞭千罰千，傳棄之(出?).’ 鮮、
且 、 、旅則誓 ，廼(乃)卑(俾)西宮 、武父誓曰: ‘我既付散氏溼(隰)田 、
田，余又爽 (變)，鞭千罰千.’ 西宮 、武父則誓.
(周王 9월 을묘일이었다. 夨왕은 鮮, 且, , 旅로 하여금 맹세케 하고 (다음
과 같이)말하게 했다: 우리는 이미 散國에게 농기구를 교부하였는데, 착오가 생겨
29) ‘且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해석이 매우 분분하다. 郭沫若과 楊樹達은 모두 ‘租謝’로
읽었는데, 楊樹達은 ‘租’는 ‘田賦’로, ‘謝’는 ‘錢財’로 보고, ‘□弗具付 匕其且射’로 끓어
읽어 ‘ 匕에게 토지세와 돈을 다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兩周金文辭大系
圖錄考釋》[下], 127; 《積微居金文說(增訂本)》, 12쪽) 馬承源은 ‘沮厭’로 읽고 ‘損毁’
의 뜻으로 보아 ‘서약을 훼손한다’는 의미로 풀이했고(《商周青銅器銘文選》[三], 296쪽),
王輝는 ‘沮’를 ‘助’로 바꿔 읽고 ‘益’의 의미로 보아 ‘助射’를 ‘益取, 多取, 大取’의 뜻으
로 해석했다. (《商周金文》, 228쪽) 劉桓은 ‘且’는 곧 ‘助’로 ‘籍’과 통하며 ‘稅’의 뜻이라
했고, ‘射’에 대해서는 ‘謝’로 보아 ‘謝罪’의 의미로 해석했다. (< 攸比鼎銘新釋>; 《故
宮博物院刊》 2001년 第4期, 16쪽) 여기서 필자는 잠정적으로 馬承源의 견해를 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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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우리가 散國 측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채찍 천 대면 천대를 맞을 것이며,
傳車에 태워 내버려져 추방될 것입니다.30) 鮮, 且, , 旅가 이대로 서약하였다.
이에 西宮 과 武父로 하여금 서약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말하게 했다: 우리는
散國에게 濕田과 原田(높은 곳의 경작지)을 주었으니 우리에게 착오와 변고가 생
기면 채찍 천 대면 천대를 맞을 것입니다. 西宮 과 武父가 이대로 서약하였다.)
(7) 16.10285 匜: 白(伯)揚父廼(乃)或事(使)牧牛誓, 曰: 自今余敢夒(擾)
乃小大事. 乃師或 (以)女(汝)告, 則 (致)乃便(鞭)千, ( ) ( ).’ 牧牛則
誓.
(伯揚父가 이에 다시 牧牛로 하여금 맹세케 하고 (다음과 같이)말하게 했다:
앞으로 제가 어찌 감히 크고 작은 일로 폐를 끼치겠습니까? (伯揚父가 말하길)너
의 상관이 다시 너를 고소하면 너를 채찍 천 대와 묵형에 처하겠다. 牧牛는 이대
로 서약하였다.)

(4)

攸比鼎과

比簋蓋에는 동일한 내용의 명문이 새겨져있는데, 그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攸衛牧이

比의 농지를 탈취한 일에 대해 왕에게 고소를 하였

고, 이에 왕은 史南에게 조사를 명한다. 왕의 명을 받은 史南은 이 일의 처리를 虢
叔旅에게 위임하고, 이에 虢叔旅는 위 명문의 내용을 攸衛牧에게 맹세시킴으로써
이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는다. 攸衛牧이 한 맹세는 사실상 虢叔
旅의 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서약을 어길 경우 그에 따
른 처벌이 죽임이라는 데서 그 엄혹성과 강제성을 가늠할 수 있다.
(5) 五祀衛鼎 명문은 裘衛의 邦君 厲에 대한 고소와 그 처리 과정을 담고 있다.
邦君 厲는 裘衛에게 토지 다섯 田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厲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
던 듯 하고31), 邢伯, 伯邑父, 定伯,

伯, 伯俗父에게 厲를 고소한다. 이에 이

다섯 명의 관원은 厲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로 판단되자 세 명의
有司에게 裘衛가 받을 토지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게 한 후 이를 裘衛에게 교부하
기에 이른다. 邦君 厲의 서약은 사실 확인과 토지 측량 중간에 진행하는 것으로 나
와 있는데, 명문에서는 서약의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아 그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뒤에 裘衛에게 토지를 주는 것에 비춰볼 때 그 내용은 약속한 토지를 주겠
30) ‘傳棄之(出?)’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필자는 뒤에 살펴볼 乞盉 명문에 근
거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였다.
31) 명문에 厲가 약속한 토지를 裘衛에게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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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6) 散氏盤 명문의 인용 부분은 앞서 살펴본 ‘氒(厥)爲圖, 夨王于豆新宮東廷.
氒(厥)左執 (要), 史正中(仲)農.’의 바로 앞에 기록된 내용이다. 夨國과 散國의
관원들이 夨王이 반환할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夨國의 관리 여섯 명은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서약을 하는데, 두 번이라는 서약 횟수도 그렇지만, 서
약 일시 및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점이 다른 명문과 비교가 된다. 또한, 침탈
한 토지를 반환하는 것 외에도 농기구와 다른 경작지로 배상을 하고, 위약 시에는
채찍형과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7)

匜 명문은 전체가 伯揚父의 牧牛에 대한 판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기록물이다. 牧牛는 그의 상관인

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과 과거의 서약

을 준수하지 못한 죄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두 차례의 감형을 통해 최종적으
로는 채찍 500대와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약 내용 중 ‘自今余敢夒(擾)乃小大事’
는 피고인 牧牛가 말한 것이며, 이어지는 ‘乃師或 (以)女(汝)告, 則 (致)乃便
(鞭)千,

( ) ( )’은 주어는 없으나 정황상 牧牛가 아닌 심판관인 伯揚父의

말로 보이며, 끝에는 ‘牧牛則誓’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때, 이 伯揚父의 말 역시
내용상으로는 牧牛의 서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명문에서는 牧牛가
어떤 사유로

에게 소송을 제기했는지, 또 과거에 했던 서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

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訟事의 사유가 될 정도로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 約劑 명문 중 보이는 ‘誓’의 상황에 대해 대략 살펴보았는데, 정리해보
면 다음과 같다.

기물명

攸从鼎
比簋蓋

서약자

서약을 시킨
사람

서약의 배경

攸衛牧

虢叔旅

토지 침탈로
인한 소송

서약문 형식
(A: 서약을
시킨 사람,
B: 서약인)
A使B誓曰
……B則誓

위약 시
처벌
사항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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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祀衛鼎

厲

邢伯, 伯邑父,
定伯, 伯,
伯俗父

토지 교부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

使B誓

미상

散氏盤

鮮, 且,
, 旅,
西宮 ,
武父

夨人

토지 침탈

A使B誓曰
……B則誓

채찍형
추방

伯揚父

상관에 대한
소송 및 과거
서약 불이행

A使B誓曰
……B則誓

채찍형
묵형

匜

牧牛

위에서 보듯 서약자들은 모두 피고인들이거나 배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일
방으로, 이는 ‘誓’가 쌍방이 동등하게 준수해야할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는 피고인들이 판결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어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서약 내용을 어길 시에는 무거운 형벌이 따르는 것을 보아 ‘誓’에는 법률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강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피고인들이 서약을
하게 된 원인은 토지 관련 소송이 주를 이루고는 있으나

匜처럼 기존의 서약을

준수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되며, 乞盉처럼 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
다.32)
피고인들이 서약하는 문장의 형태는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띠고 있는데, 사역문
형식을 통해 모두 심판관의 역할을 맡은 관리 혹은 제후 등의 상사가 피고인들에게
서약을 시키고 있음을 드러낸다. 서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서약자+則誓’라고 끝
을 맺는데, ‘則’의 의미에 대해서는 ‘乃’나 ‘就’의 뜻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
나, 문맥에 완전히 들어맞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33) 피고인의 서약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서약문은 피고인 스스로가 작성하여 낭독했
던 것이 아니라 심판관이 판결의 내용에 근거하여 입안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했을

32) 16.10285 匜의 경우, 함께 출토된 15.9546 裘衛盉, 5.2831 九年衛鼎, 5.2832
五祀衛鼎 명문이 모두 토지 거래나 소송 관련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해볼 때, 과거의
서약 역시 토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33) 于省吾는 ‘則誓’가 ‘畢誓’(서약을 마치다)와 같다고 했다. 《雙劍誃吉金文選》 (北京, 中
華書局, 1998), 2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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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측되며(사역문의 형태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봄),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읽는 수순을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則’의 本義가 《說文》의 ‘等畫物’, 즉 ‘똑
같이 사물을 그리는 것’이고 여기서 ‘따르다(效法)’나 ‘법칙’ 등의 의미가 파생된 사
실에 비추어볼 때34), 여기서 ‘則’은 ‘乃’나 ‘就’의 뜻보다는 ‘제시된 판결문대로’나
‘이대로’의 함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서주 시기 청동기 명문에서 ‘誓’는 위와 같이 約劑 명문에 주로 출현하나, 최근
출토된 乞盉는 약간은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8) 乞盉35): 气(乞)訢(誓)曰: 余某弗稱公命, 余自無, 則便(鞭)身, 笰傳出.
報氒(厥)訢(誓)曰: 余既曰余稱公命, 襄余亦改朕辭. 出棄.
(乞이 서약하며 말하길: 저는 公의 命에 반드시 복종할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서약을 어긴다면 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傳車에 태워 추방될 것입니다. 그 서약(앞
에서 한 서약)에 답하여 말하길: 저는 이미 公의 命에 복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
다. 만약 제가 또한 저의 서약을 어긴다면, 추방되어 버려질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乞盉 명문은 서주 시기 제후국 중의 하나인 霸國의 군
주와 그의 수하 귀족인 乞 사이의 誓言으로 알려져 있다. 誓言의 배경이 구체적으
로 나와 있지 않아 그 정확한 면모를 파악하긴 어려우나, 일종의 정치적 주종 관계
가 반영된 내용으로, 앞서 고찰한 네 가지 기물 중의 誓言과는 그 배경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명문 중의 ‘報氒(厥)訢(誓)曰’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서약 형식으로,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으나36), 필자는 ‘气(乞)訢(誓)
34) 季旭昇 《說文新證》 福州, 福健人民出版社, 2010, 361쪽 참조.
35) 山西省考古硏究所大河口墓地聯合考古隊 <山西翼城縣大河口西周墓地>; 《考古》 2011年
第7期, 17쪽 참조.
36) 董珊은 앞의 서약에 대한 ‘答對’로 이해하였고(<翼城大河口鳥形盉銘文理解>; 復旦大
學出土文獻與古文字硏究中心網站, 2011年 5월 5일), 裘錫圭는 ‘報厥誓’까지를 乞의
발화 내용으로 보고, ‘報’는 ‘回報’나 ‘報應’의 의미이며, ‘厥誓’는 앞의 ‘余某弗稱公命’을
가리킨다고 보았다.(<翼城大河口西周墓地出土鳥形盉銘文解釋>; 《中國史硏究》 2012
年 第3期, 9쪽) 李學勤은 ‘報’를 ‘反復’의 뜻으로 보고, 乞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서약을 반복하는 것이라 했고(<試釋翼城大河口鳥形盉銘文>; 《文博》 2011年 第4期,
3쪽), 黃錦前 역시 ‘報’가 ‘反復’의 의미라고 하면서도, ‘對報’로 보는 것이 낫다는 견해
를 피력하였다.(<大河口墓地所出鳥尊形盉銘文略考>; 武漢大學簡帛硏究中心網,
2011年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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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報氒(厥)訢(誓)曰’이 ‘使某誓……則誓’와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气(乞)
訢(誓)曰……’은 ‘使某誓……’처럼 상관이 제시한 誓言을 그대로 읽는 상황을 반영하
고, ‘報氒(厥)訢(誓)曰’은 ‘則誓’처럼 앞의 서언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서약자의 다
짐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본다. 다만 ‘報氒(厥)訢(誓)曰’은 ‘余既曰余稱公
命’이라는 부분에서 보여주듯 앞의 서언을 약간은 다른 어휘로 다시 한 번 반복한
것이고, ‘則誓’는 이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4. 典
앞서 살펴본 ‘析’, ‘ ’, ‘誓’는 쌍방의 협의나 공권력에 의해 조성된 결과물 및 행
위로서, 사건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타자와의 상호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이제 살펴볼 ‘典’은 앞의 세
형식보다는 사건 당사자의 주체적 행동이 강조되는 것으로, 사건의 결과를 기록으
로 남겨 훗날 발생할 사안에 대한 증거로 삼고, 더 나아가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하
고자 했던 행위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다음의 명문을 살펴보자.
(9) 8.4293 六年琱生簋: 余 (以)邑訊有 (司), 余典, 勿敢封. 今余既訊有
(司), 曰 令. 今余既一名典.
(나는 田邑에 관한 일로 有司에게 물었었고, 나는 (토지 소유의 변경 사항을)
기록해두었으나, 감히 관청에 보존해 두진 않았다. 지금 내가 이미 有司에게 문의
를 하였는데, (有司가)命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현재 나는 (토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문서에 일일이 서명하기를 마쳤다.)

알려져 있듯이 六年琱生簋 명문은 五年琱生簋 및 五年琱生尊 명문과 함께 召
氏 가문의 토지 송사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 기물이다. 전래 기물인 五年
琱生簋와 六年琱生簋는 명문에 사용된 어휘가 심오하고 독특하며, 등장인물 또한
복잡하여 字句의 해독은 물론, 출현 인물들의 관계 및 명문 자체의 성질 등에 이르
기까지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006년 五年琱生尊이 발견된 후 五年琱
生簋-五年琱生尊-六年琱生簋의 순서로 聯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제 해결의 실
마리들이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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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편의 명문은 일반적인 소송 명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중재의 과정
이나 배상, 토지제도 및 종법제도를 새롭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
다.
위의 인용 명문에서 ‘邑’은 ‘田邑’으로, 귀족에게 봉해진 토지와 그에 부속된 촌락
을 의미하며, ‘余’로 지칭된 ‘召伯虎’는 有司에게 자신의 소유로 변경된 ‘田邑’에 관
한 문의를 하게 된다. 여기서 ‘典’은 두 차례 출현하는데, 먼저 보이는 ‘典’에 대해서
학자들은 ‘등록하다’ 혹은 ‘기재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보거나 토지의 수량이나 경계
등을 기록해놓은 문서를 의미하는 명사로 보기도 한다.37) 필자는 문장 구조와 의
미상 앞의 ‘典’은 동사로, 문장 맨 끝의 ‘典’은 명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
한다.
‘典’ 뒤의 ‘封’에 대해 朱鳳瀚, 王沛 등은 ‘封疆’, 즉 봉토의 경계를 확정한다는
의미로 보고, ‘余典, 勿敢封’을 ‘나는 이미 (토지와 관련된 사항을)등록하였으나, 그
구역을 획정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했지만38), (1) 倗生簋나 (6) 散氏
盤 명문을 보면 이와는 반대로 토지 구역을 먼저 확정한 후 그 다음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토지의 소유 및 경계 등의 내용
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위한 實査가 선행되어야하므로, ‘封’
은 ‘封疆’의 의미보다는 林澐의 견해대로 ‘封存’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
며39), 이에 따라 ‘典’은 召伯虎가 소유하게 된 토지의 변경 내용을 ‘기록하다’라는
의미로, 아직 관청에 공식적으로 등록해놓은 상태는 아님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
후 다시 한 번 有司에게 문의를 하여 토지 소유주의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名典’
을 했다고 하는데, ‘名典’은 ‘문서에 기록하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장부에 서명
을 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도 하나40), ‘名’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이는 개인적으
37) ‘余典’에서의 ‘典’을 方述鑫(<召伯虎簋銘文新釋>; 《考古與文物》 1997年 第1期, 68
쪽), 朱鳳瀚(<琱生簋與琱生尊的綜合考釋>; 《新出金文與西周歷史》 (上海, 上海古籍
出版社, 2011), 81쪽), 王沛(《金文法律資料考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2),
82쪽) 등은 동사로 보았고, 林澐(<琱生簋新釋>; 《古文字硏究》第3輯 (北京, 中華書
局, 1980), 130쪽), 李學勤(<琱生諸器銘文聯讀硏究>; 《文物》 2007年 第8期, 73
쪽), 陳絜(<琱生諸器銘文合硏究>; 《新出金文與西周歷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99쪽) 등은 명사로 보았다.
38) 朱鳳瀚 <琱生簋與琱生尊的綜合考釋>, 81쪽; 王沛 《金文法律資料考釋》, 82쪽 참조.
39) 林澐 <琱生簋新釋>, 1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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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록해둔 내용을 서명 등의 행위를 통해서 공식화하는 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
‘典’이 이처럼 ‘기록하다’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 예를 다른 명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1) 倗生簋 명문의 ‘典格白(伯)田’이 그러하다. 그동안 이 명
문 중의 ‘典’에 대해서는 ‘登錄’, ‘典常’, ‘奠’, ‘主掌’, ‘法’ 등 여러 해석이 제시되어
왔으나41), (9) 六年琱生簋 명문 중의 ‘典’의 의미를 참고한다면, ‘鑄保簋, 典格白
(伯)田’은 청동기 제작을 통해 格伯이 말 네 필을 얻은 대가로 倗生에게 내어준 토
지에 관한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기록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토지 교
역 명문은 아니지만 8.4241

作周公簋 명문 중의 ‘典’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10) 8.4241
作周公簋(井侯簋):
(朕)臣天子, 用典王令(命), 乍(作)周
公彝.
(나는 천자를 (영원히)섬길 것이며, 왕의 명령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周公을 기
리기 위한 제기를 제작하노라.)

井侯는 周王으로부터 관직과 노예를 하사받고, 감사한 마음에 周王을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문을 마무리하는데, ‘用’ 뒤의 글자인 ‘

’

은 ‘冊’이나 ‘典’으로 考釋되어 왔다.42) 《金文編》에 수록된 ‘典’(725條)과 ‘冊’(308
條)을 살펴보면 ‘典’은 ‘冊’ 아래에 ‘

’의 두 획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이유

로 《金文編》에서도 (10) 井侯簋 명문 중의 ‘

’을 ‘典’에 수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40) 林澐, 陳絜, 王沛(《金文法律資料考釋》, 86쪽) 등은 ‘名典’을 ‘문서에 기록하다’의 뜻으
로 해석했고, 郭沫若(《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 145)과 朱鳳瀚은 ‘장부에 서명
을 하다’는 의미로 보았다.
41) 郭沫若은 ‘登錄’, ‘記錄’의 뜻이라 하였고(《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 82), 楊樹達
은 세 가지 해석을 제시했는데, ‘典常’의 의미로 새기고, ‘確定’으로 해석하는 것, ‘奠’으
로 새기고, ‘定’로 풀이하는 것, 그리고 ‘冊書’의 의미로 보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했
다.(《積微居金文說(增訂本)》, 11쪽) 馬承源은 ‘主掌’, ‘統領’의 뜻이라 하였고,(《商周
青銅器銘文選》[三], 144쪽), 連劭名은 ‘法’으로 풀이했다.(<《倗生簋》銘文新釋>; 《人文
雜誌》 1986年 第3期, 81쪽)
42) 郭沫若(《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 39), 楊樹達(《積微居金文說(增訂本)》, 89
쪽), 陳夢家(《西周銅器斷代》, 83쪽), 馬承源(《商周青銅器銘文選》[三], 4쪽) 등은 ‘冊’
으로 考釋했고, 于省吾(《雙劍誃吉金文選》, 162쪽), 唐蘭(《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
(北京, 中華書局, 1986), 162쪽), 王輝(《商周金文》, 63쪽) 등은 ‘典’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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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일부 학자들이 이 글자를 ‘冊’으로 해석한 데에는 자형상의 유사성 외에도
‘書寫’의 의미로 봄으로써 해석에 용이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에 반해 이 글자
를 ‘典’으로 해석했던 唐蘭은 ‘典’을 ‘主’, 즉 ‘관장하다’는 뜻으로 봤는데, 자형 분석
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풀이에 있어서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우리
는 (9) 六年琱生簋와 (1) 倗生簋 명문 중의 ‘典’을 통해 이 글자가 ‘기록하다’의 의
미가 있음을 확인한 바, 이를 (10) 井侯簋 명문에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금문 중
의 동사 용법으로서의 ‘典’의 의미 파악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典’은 ‘析’, ‘ ’, ‘誓’와는 달리 사건 당사자의 독자성이 강조되는 행위라
고 설명했는데, 이는 ‘典’의 주어 고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 명문 중에 나타
난 ‘典’의 주체를 분석해보면, 각각 ‘余’, ‘倗生’, ‘井侯’로 개인이 두드러지며, 이는
곧 타자나 상사와의 상호 작용보다는 한 개인이 관련 사안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특
징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기록은 ‘名典’((9) 六年
琱生簋)이나 청동기 제작((1) 倗生簋, (10) 井侯簋)을 통해 공식화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로써 명문에 보이는 ‘典’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전래 문헌에도 서주
시기 국가나 개인 간의 계약 관련 문서를 정부 기관에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다.
《周禮⋅春官宗伯⋅大史》: “凡邦國都鄙及萬民之有約劑者藏焉, 以貳六官, 六

官之所登. 若約劑亂則辟法, 不信者刑之.”
(무릇 방국이나 采邑 및 백성에게 계약 증서가 있으면 이를 보관하는데, 六官
에 보관할 부본으로 삼고, (계약서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六官에 다시 등록한다.
약속의 내용을 담은 증서를 어기면 그 문서를 꺼내 검사 대조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는 징벌한다.)

위 <大史>의 내용에 대해 鄭玄《注》는 “‘貳’는 부본이다. 법과 계약 관련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六官의 부본으로 한다. 후에 일이 생기면, 六官에 다시 등록한다.
(貳猶副也. 藏法與約劑之書, 以爲六官之副. 其有後事, 六官又登焉.)”라고 설명하
고 있다. 즉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증서의 부본을 정부 기관에 등록하고, 이후 변
동 사항이 생기면 다시 그 부본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9) 六年琱生簋와 (1)
倗生簋 명문에서 보듯 토지의 소유주가 바뀔 경우, ‘典’이라는 절차를 통해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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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또 한 가지 이목을 끄는 것은, 서주시기에 토지는 국가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교
역 물품이 토지일 경우 국가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 외의 교
역 물품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주 초기의
대표적 교역 명문인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1.321 亢鼎을 보면, 公大保가

亞

에게 큰 玉器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오십 붕의 貝, 띠풀 한 다발, 鬯酒 한
단지, 소 한 마리를 건네는데(公大保買大 于 亞, 才五十朋. 公令亢歸 亞貝五
十朋,

、鬯 、牛一.), 이 과정에서 공공 기관의 개입은 전혀 보이지 않는

다. 교역 명문의 수량이 많지 않기에 이 한 가지 사례로 비토지 교역에는 정부 기
관에 대한 공식 기록이 불필요했다고 단정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차이점이 존
재한다는 사실을 짐작해볼 수 있다.

Ⅲ. 나오며
다양한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는 청동기 명문 중에는 財貨 및 토지와 관련된 교
역이나 訟事 등 각종 民事 관련 기록들이 보이는데, 보통 이러한 내용의 명문들을
묶어 約劑 명문 혹은 계약 명문이라 부르며, 約劑 명문 안에는 사건의 당사자, 배
경 및 경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사후에 사건의 내용을 청동기 명문으로 제작하는
것 자체가 계약이나 판결의 확실한 증거물을 남기기 위한 행동이지만, 이와는 별도
로 約劑 명문 안에서도 교역이나 송사가 종결된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방
지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조
치들은 거래나 소송의 최종 결과를 기록하거나 이의 준수를 약속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나는데, 約劑 명문 중의 ‘析’, ‘ ’, ‘誓’, ‘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倗生簋 명문 중 보이는 ‘析’은 거래나 계약 관련 내용을 명시한 증서를 쌍
방이 한 쪽씩 나누어 갖는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전래문헌에 나와 있는 信標의 역
할을 하는 고대 증서들 중 質劑와 내용과 형식면에서 가장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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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氏盤 명문 중에 출현하는 ‘ ’는 ‘要’와 바꿔 읽고 계약이나 약속의 뜻으로 해
석하는 글자로, 명문 내에서는 계약서나 증서를 의미하며, ‘左 ’라는 기록을 통해
‘ ’가 좌우로 구성된 형태의 물건임을 알 수 있다. ‘左 ’를 누가 소지했는지에 대
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전래문헌에 근거해 볼 때 일단 ‘ ’의 정본은 쌍방이 소
지를 하되, 우측은 수여받는 일방이 소지하고, 좌측은 내어주어야 하는 일방이 가
지는 것으로 보이며, ‘ ’의 부본은 관청에서도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析’이나 ‘ ’가 등장하는 현장에는 관리가 파견되어 수정된 경계도를 확정하는 역
할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관리의 감독이 수반되지 않는 비토지 교역 명문과 비교해
볼 때, 토지 관련 사안은 관리의 현장 입회와 승인이 필수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전래문헌의 기록 중 토지 관련 분쟁은 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원래 지도를 근
거로 처리한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誓’는 피고인이나 배상 의무가 있는 쪽에게 상관에 의해 요구되는 서약 행위로,
위약 시 그 처벌이 중함을 볼 때, 상당한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
이며, ‘析’이나 ‘ ’가 증빙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誓’는 판결 내용의 준수 및
이행에 그 주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典’은 사건과 관련된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
로, ‘析’, ‘ ’, ‘誓’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라면, ‘典’은 당사자의 능동
성이 강조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典’은 개인이 작성한 사적인 문서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관청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확인받는 과정을 통해 공문서화 하
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해보면, 서주 시기 約劑 명문에 보이는 ‘析’, ‘ ’, ‘誓’, ‘典’은 교역이나 소송
이 완료된 후에 그 최종 결과를 확인시켜주는 법적 장치들로, 그 목적과 기능은 관
련 사안에 법적 승인을 보장해줌으로써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 방지
해주는데 있다. 또한, 이들 분쟁 방지 목적의 법적 장치들은 하나의 사안에 다중적
으로 출현하기도 하는데, 倗生簋 명문에서의 ‘析’과 ‘典’, 그리고 散氏盤 명문의 ‘ ’
와 ‘誓’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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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西周‘約劑’銘文硏究 ― 以避免法律訴訟的措施爲主

青銅器銘文包括多采多姿的內容，其中存有財貨交易、土地轉讓、各種訴
訟等民事案件，我們一般稱之爲約劑銘文。約劑銘文記裁案件的雙方當事人、
背景、過程以及結果等，其中引人注目的是為避免事後法律訴訟的措施。此些
法律措施或者表現為記錄交易或訴訟的最後結果，或者表現為發誓行爲，約劑
銘中所見的‘析’、‘ ’、‘誓’、‘典’可看作此種性質的法律措施。
首先，‘析’見於倗生簋銘文裡，意味著書成契券後，分而執之，從形式和內
容來看接近於傳世文獻中的‘質劑’。
其次，散氏盤銘文中所出現的‘ ’，讀爲‘要’，意爲契約或約束。銘文裡有
‘左 ’此語，從此可知‘ ’具有左右兩券。關於誰持有‘左 ’的問題有許多意見不
同，我們認爲雙方當事人持有‘ ’的正本; 受方持其右券; 付方持其左券，而
‘ ’的副本保存於政府機關。
第三，‘誓’爲被告或要賠償的一方按上司的要求立誓的行爲，違約時其處罰
甚爲嚴重，可見‘誓’有相當大的法律强制性和約束力。‘析’、‘ ’皆與憑證之物有
關，與其相比，‘誓’的主要目的在於遵守、履行判決內容。
最後，‘典’是記錄有關案件的內容及結果等的行爲，‘析’、‘ ’、‘誓’是跟他人
的互相活動中所得的，而‘典’强調當事人的能動性。‘典’不止於個人寫成的私人
文件，將之登錄於政府機管後，可謂把私人文件變成公文的行爲。
總而言之，西周約劑銘文所出現的‘析’、‘ ’、‘誓’、‘典’在交易或訴訟結束的階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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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能讓人確認到最終判決的法律措施，其目的與功能就在於承認其合法性、負有法律
上的保護作用，以免以後的訴訟。另外，有時這些為避免法律糾紛的措施在一
篇銘文裡重復出現，例如倗生簋銘文的‘析’和‘典’; 散氏盤銘文的‘ ’和‘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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