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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聞尊 소개
聞尊은 2008년 4월 張光裕가 제5회 國際中國古文字學 학술대회에서 樂從堂
(臺灣 臺北 소재)에 소장된 기물로 처음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1) 출
토 지점이나 流轉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으며, 기물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높이 23cm, 입구 지름 18cm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외 무게나 두께, 바닥 너비
등에 대한 언급 역시 보이지 않는다.
張光裕가 제시한 기물의 사진 자료에 근거해 尊의 전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입구 부분은 나팔 모양을 띠고 있으며, 기물의 목 아래쪽으로는 특별한 무늬가 없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
음.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張光裕 <新見樂從堂 尊銘文試釋>; 《古文字學論稿》(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08),
5-10쪽.

240 《中國文學硏究》⋅제66집

는 배 부분이 점점 불룩해지다가 맨 아래에는 두 줄의 弦紋이 장식된 원형의 낮은
받침대가 자리하고 있음이 보인다([그림 1]). 또한, 잘록한 목의 아래 부분에는 獸
面紋이 앞뒤로 浮彫되어 있는데, 각 獸面紋을 중심으로 긴 꼬리의 봉황 무늬 한
쌍이 좌우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봉황 무늬 옆의 빈 공간은 雲紋으로 채워져 있
음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그림 1]

이처럼 아래로 갈수록 불룩해지는 배와 낮은 받침대로 구성된 그리 크지 않은 형
태의 尊으로는 대표적으로 11.54192) 彔 卣(彔尊), 11.5992 遣尊, 11.5996 豐
作父辛尊, 11.6008 臤尊, 11.6009 效尊 등을 꼽을 수 있으며([그림 3]),3) 이
중 서주 초기의 기물로 추정되는 11.5992 遣尊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주 중기에
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4) 구체적으로는 11.5996 豐作父辛尊이 穆王 시기의
기물로 분류가 되며,5) 11.5419 彔 卣(彔尊)6)과 11.6008 臤尊7) 역시 많은 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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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다섯 기물의 각각의 높이는 21.3cm, 20.6cm, 16.8cm, 17cm, 21.2cm로 聞尊을
포함하여 20±3cm 정도의 높이를 가진다.
4) 11.5992 遣尊의 주조 시대에 관한 견해로는 成王(郭沫若 15쪽, 陳夢家 60쪽)과 昭
王(唐 蘭 291쪽, 馬承源 第3冊86쪽, 王世民 119-120쪽, 彭裕商 260쪽)이 주를 이
루는 가운데, 康王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劉啟益 122쪽).
5) 11.5996 豐作父辛尊은 馬承源(第3冊166쪽), 朱鳳瀚(98쪽), 王世民(119-120쪽),
劉啟益(228쪽), 彭裕商(328쪽)이 모두 穆王 시기의 기물로 판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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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穆王 때 주조된 것으로 보지만, 확실치는 않다. 그 외 11.6009 效尊의 주
조 시대에 관해서는 가장 이견이 분분한데, 康王 시기의 것이라 보는 학자도 있지
만, 대체적으로는 穆王, 恭王, 孝王 등 서주 중기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
다.8)

[彔尊]

[遣尊]

[豐尊]

[臤尊]

[效尊]

[그림 3]

종합해보면, 聞尊과 같은 유형의 尊은 서주 중기 초반에 가장 유행했음을 알 수
있으며, 聞尊의 제작 시기 또한 이와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董珊은 聞尊의 기
물 형태와 문양에 근거해 穆王 시기의 것으로 판정했지만, 그 판단 근거로 삼은 청
동기 중 11.6009 效尊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시기가 명확치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보인다.9)
聞尊의 명문은 기물 내부 바닥에 주조되어 있는데, 부식이 다소 심한 탓에 張光
6) 11.5419 기물의 명칭을 《殷周金文集成》에서는 彔 卣로 명명하고 있으나, 기물의 형
태로 볼 때, 彔尊으로 부르는 것이 적합하며, 현재 다른 많은 문헌에서도 彔尊으로 표
기하고 있다. 彔尊의 제작 시기에 관해서는 穆王(郭沫若 61쪽, 馬承源 第3冊174쪽,
劉啟益 213쪽, 彭裕商 301쪽)과 서주 중기 초반(朱鳳瀚 98쪽)이라 보는 견해가 다수
인 가운데, 成王(容庚 34쪽)과 康王(陳夢家 2쪽) 시기로 보는 의견도 있다.
7) 11.6008 臤尊은 郭沫若(61쪽), 馬承源(第3冊186쪽), 劉啟益(214쪽), 彭裕商(303
쪽)이 穆王 혹은 서주 중기 초반(王世民 119-120쪽)때 주조된 것이라 본 반면, 容庚
(34쪽)과 陳夢家(2쪽)는 각각 成王과 康王 시기의 기물로 분류했다.
8) 11.6009 效尊의 주조 시기에 관해서는 康王(陳夢家 120쪽), 恭王(馬承源 第3冊224
쪽), 穆王(彭裕商 331쪽), 孝王(郭沫若 101쪽, 劉啟益 332쪽), 서주 중기 초반(王世
民 119-120쪽) 등의 의견이 있다.
9) 董珊 <讀聞尊銘>,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08年4月26日(http:/
/www.gwz.fudan.edu.cn/Web/Show/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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裕가 최초로 제공한 탁본의 상태 역시 매우 열악한 편이며, 이로 인해 총 글자 수
및 몇몇 개별 글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도 어려움이 있다.10) 구체적인 명문의 내
용에 대해서는 2008년 張光裕가 맨 처음 考釋을 한 이후 一蟲, 董珊, 趙成傑, 蔣
書紅, 張崇禮 등의 학자들이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홈페이지를 중
심으로 새로운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張光裕 역시 이 사이트에 보충 자료를 다시금
제공하는 등 토론이 계속되어 왔다.11) 이밖에 陳英傑, 何景成, 陳絜, 李春利 등
도 聞尊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 명문이 반영하고 있는 당
시 사회 상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2)
이와 같이 적지 않은 학자들이 聞尊 명문에 대해 여러 견해를 제시하였지만, 명
문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定論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명문 내용 중 해석에 이견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인 ‘余學事女母
不善’에 대해 諸說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금문 문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자 나름의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0) 총 글자 수는 重文 2字를 포함하여 73字로 추정하고 있다.
11)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에 발표된 聞尊 관련 문장은 발표 순서상 다
음과 같으며, 이후 본고에서 위 문장들을 언급할 경우, 학자의 이름만 밝히고, 출처를
따로 밝히지는 않겠다. 一蟲 <新見古文字資料介紹(一)―樂從堂藏 尊>, 2008年4月1
3日(http://www.gwz.fudan.edu.cn/Web/Show/396); 董珊 <讀聞尊銘>, 2008年4
月26日(http://www.gwz.fudan.edu.cn/Web/Show/413); 趙成傑 <聞尊銘文集釋>,
2011年6月29日(http://www.gwz.fudan.edu.cn/Web/Show/1572); 蔣書紅 < 尊
新解>, 2011年9月17日(http://www.gwz.fudan.edu.cn/Web/Show/1652); 張崇禮
<釋聞尊銘文中的“ ”字>, 2012年3月9日(http://www.gwz.fudan.edu.cn/Web/Show
/1799); 張光裕 <對 尊銘文的幾點補充>, 2008年4月23日( http://www.gwz.fuda
n.edu.cn/Web/Show/407).
12) 陳英傑 <讀金瑣記(一)>,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08年6月10日
(http://www.gwz.fudan.edu.cn/Web/Show/454); 何景成 <從金文看西周職官的考
績制度>,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08年7月1日(http://www.
gwz.fudan.edu.cn/Web/Show/466); 陳絜 <西周金文‘佃人’身份考>; 《華夏考古》
2012年第1期; 李春利 <聞尊銘文與西周時期的采邑制度>; 《南方文物》 2012年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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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聞尊 銘文 소개
아래에서 [그림 4]는 張光裕가 제공한 聞尊 명문의 탁본이고, [그림 5]는 [그림
4]의 탁본 및 나중에 張光裕가 復旦大學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사이트에 추
가로 제시한 명문 사진을 바탕으로 董珊이 제작한 臨寫本이다. 우선 명문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임시로나마 釋
文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張光裕가 제공한 탁본]

[그림 5: 董珊의 臨寫本]

隹十月初吉辰才(在)庚午, 師
多父令(命) (聞)于周, 曰: 余學
事, 女(汝)母(毋)不善 朕采
田外臣僕, 女(汝)母(毋)又(有)一不
(聞). 蔑 (廉), 易(賜)馬乘盠
冟(幎)二, (聞)拜 (稽)首, 揚
對朕皇尹休, 用乍(作)朕
文考寶宗彝, 孫₌
子₌其萬年永寶.
(十月 初吉의 庚午日에 師多父께서 周에서 聞에게 冊命을 내리시며 말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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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내가 너의 직무를 심사해보니 너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 나의 采地인 田
안팎과 臣僕을 관리하도록 명하노니 너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師多父께서
聞의)직무 능력이 뛰어남을 칭찬하시고 말 한 乘과 豚皮로 만든 마차 덮개 두 장
을 상으로 내리셨다. 聞은 拱手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나의 위대하신 正長(師多
父)의 은택을 찬양하노라. 나의 위대하신 先父를 제사지내기 위한 귀중한 祭器를
제작하니 자자손손 영원히 이 기물을 소중하게 사용할지어다.)

聞尊 명문의 골자는 ‘師多父’의 ‘聞’에 대한 冊命과 賞賜로, ‘采’와 ‘田’ 사이의 글
자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자형 파악에 큰 이견은 없는 상태이다. 본 명문에서
해석상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余學事’로 시작해서 ‘女母又一不聞’로 끝나는 ‘師多
父’의 말을 기록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크게 ‘余學事, 女母不善’과 ‘ 朕采 田外
臣僕, 女母又一不 (聞)’의 두 가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 중 본고에서는 서론
에서 밝힌 바와 같이 ‘余學事女母不善’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余學事’와 ‘女母不善’
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余學事’에 대한 검토
‘余學事’에서 가장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學’에 대한 해석이다. ‘學’字에
대해서 張光裕는 ‘斆’로 읽고 ‘敎’(가르치다)의 의미로 풀이하면서, ‘余學事, 女(汝)
母(毋)不善’을 ‘내가(師多父)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 너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훈계조의 내용이라고 보았다. 반면, 董珊의 경우 ‘學’은 ‘效’와 通假되는
글자로, ‘考效’(심사, 점검하다)의 뜻이며, 이 구문은 ‘내가 공적을 점검해보니 ‘聞’
에게 과오가 없었다’의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學’의 해석에 따라 ‘事’의 뜻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張光裕의 견해에 따르면 ‘事’는 ‘師多父’가 ‘聞’과 같은 하
급자를 교육하는 직무를 뜻하게 되지만, 董珊의 해석에서는 ‘聞’이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나 성취를 의미하게 된다. 또한, ‘學事’를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 뒤에 나
오는 ‘女(汝)母(毋)不善’도 금지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평서문의 어투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금문 중에서 ‘學’이 사용된 문례에 대한 검토를 통
해 본 명문에 쓰인 ‘學’의 적절한 의미를 유추해보고, 본 구문의 정확한 해석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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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발견된 청동기 명문 자료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공구서로는 《殷周金文
集成》, 《近出殷周金文集錄》,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세 공구서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을 때, 본 명문에서와 같이 ‘學’이 동사로 사용된
예는 이체자인 ‘斆’를 포함하여 총 4차례가 출현한다.

1. ‘學’의 本義 및 引伸義 관련 용례
먼저 ‘學’의 4개 동사 용례 중 靜簋 명문에서만 두 차례가 쓰였는데, 아래와 같
이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1) 丁卯, 王令(命)靜 (司)射學宮, 小子眔服、眔小臣、眔尸(夷)僕學射.
八月初吉庚寅, 王 (以)吳 、呂
(合, 會) (豳)、
(師)、邦周
射于大池, 靜學無 (尤). 8.4273 靜簋
(丁卯日에 왕께서 靜에게 學宮에서의 활쏘기를 관장하는 업무를 명령하셨
고, 귀족 자제들과 관리들 및 하급관리, 오랑캐 출신의 奴僕이 활쏘기를
배웠다. 8월 初吉 庚寅日에 왕께서 吳 및 呂 과 함께 豳 지역의 관
장,
지역의 관장, 邦國의 군주와 짝을 이뤄 辟池(辟雍 내의 環水)에서
射禮를 거행하셨다. 靜이 활쏘기를 가르침에 있어 실수가 없었다.)

(1) 8.4273 靜簋 명문에서는 총 3개의 ‘學’字가 사용되었는데, 맨 처음 ‘學宮’을
제외한 뒤의 두 개가 모두 동사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學射’의 ‘學’은 本義인 ‘배
우다’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문맥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 번째 ‘靜學無
(尤)’의 ‘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르치다’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張光裕
와 李春利는 이를 근거로 聞尊의 ‘學’을 ‘敎’의 의미라고 보았다.
고대 한어에서 ‘學’은 施事(‘敎’)와 受事(‘學’)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어휘로, 字
音상에 있어서도 ‘學’과 ‘敎’는 모두 ‘爻’를 聲符로 삼고 있어 통용이 가능하다. 즉,
‘學’은 문맥에 따라 ‘배우다’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고, ‘가르치다’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용례는 여러 출토문헌이나 전래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聞尊 명문 중의 ‘學’을 ‘敎’의 의미로 보는 학자들은 ‘余學事’을 ‘내가(師多父)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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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는 일을 맡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 ‘事’는 ‘聞’과 같은 하
급자를 교육하는 일을 가리키게 된다. 명문 자료 중에 ‘學’이 ‘敎’와 통용된 예가 존
재하고, ‘學’을 ‘가르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聞尊 명문에도 큰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그 가능성을 남겨두고, ‘學’과 관련한 아래의
용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2) 用褱(懷) (佐?)我多弟子、我孫, 克又(有)井(型)斆懿父, 是子. 8.43
30 沈子它簋蓋
(나의 많은 同族 자손과 나의 후손들을 기억하고 도와줌으로써 (그들이)훌
륭하신 선친을 따르고 본받아서 곧 (가문의 명성에 걸맞는)후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노라.)

(2) 8.4330 沈子它簋蓋 명문에서는 ‘學’이 아닌 ‘斆’字가 보이는데, 《說文》의
“學, 篆文斆省.”(‘學’은 篆書 ‘斆’의 생략형이다.)라는 기록에서도 보듯, ‘斆’과 ‘學’은
異體 관계의 글자로, 두 글자의 성모는 모두 匣紐에 속하고 운모는 幽覺對轉 관계
에 있다. 沈子它簋蓋 명문은 그 성격과 자세한 해석에 있어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매우 분분한 명문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도 定論이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명문 중
의 ‘斆’字에 대한 풀이도 鄭師許, 陳夢家, 郭沫若, 唐蘭 등은 ‘敎’의 뜻이라고 본
반면,13) 溫廷敬과 馬承源은 ‘效’의 의미로 해석했다.14)
위에 인용한 부분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짓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斆’ 앞의
‘井’의 특징에 착안하여 ‘斆’의 뜻을 유추해볼 수는 있다. 우선 금문에서 ‘井’은 ‘型’
과 通假되어 ‘效法’, 즉 ‘본받다’ 혹은 ‘모방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용례가 매우 빈번
하며, 의미가 유사한 다른 글자와도 결합하여 쓰이기도 하는데, 금문 상용 어휘인
‘帥井(型)’이 대표적인 예이다. ‘帥井(型)’의 ‘帥’는 보통 ‘遵循’(따르다)의 뜻을 나타
내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그 쓰인 언어 환경을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훈계하
13) 鄭師許 <沈子它敦蓋新釋>; 《國立中山大學文史學研究所月刊》第1卷第5期, 1933年,
12쪽; 陳夢家 《西周銅器斷代》 (北京, 中華書局, 2004),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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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쪽; 唐蘭 《西周青銅器銘文分
代史徵》 (北京, 中華書局, 1986), 321쪽.
14) 溫廷敬 <沈子簋銘訂釋>; 《國立中山大學文史學研究所月刊》 第3卷第3期, 1935年,
1757쪽;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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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아랫사람이 앞으로의 각오를 다질 때 주로 출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위에 제
시한 沈子它簋蓋 명문 역시 문장의 말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기물 제작자인 它가
후손들에 대한 당부와 기원을 담은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井(型)斆’은 ‘帥井(型)’
처럼 유의어 결합 구조의 어휘로서, 여기서의 ‘斆’은 ‘效’의 의미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廣雅⋅釋詁三》에는 “學, 效也.”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學’의 자
음과 자의(引伸義)에 모두 부합하는 설명으로, 위 명문 중의 ‘斆’의 의미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준다.

2. ‘學’의 假借義 관련 용례
금문 동사 용법 중의 ‘學’에는 ‘學’의 本義나 引伸義로는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다음의 용례를 보자.
(3) 王大耤(藉)農于諆田, 餳(觴). 王射, 有 (司)眔師氏、小子 (合, 會)
射. 歸自諆田, 王 (馭)溓中(仲) (僕), 令眔奮先馬走, 王曰: 令眔奮乃
克至, 余其舍女(汝)臣十家. 王至于溓宮, , 令拜 (稽)首, 曰: 小子
(迺)學. 令對揚王休. 5.2803 令鼎
(왕께서 諆田에서 성대하게 藉田 의식을 거행하시고, 연회를 베푸셨다. 왕
께서 射禮를 여시고, 有司, 師氏, 小子가 짝을 이루어 활쏘기를 했다. 諆
田에서 돌아오는 길에 왕께서 친히 수레를 모셨고, 溓仲은 이를 수행했으
며, 令과 奮은 수레의 말 앞에서 달렸다. 왕께서 말씀하시길: 令과 奮이
만약 (溓宮까지)도착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노예 10가구를 하사하겠노
라. 왕께서 溓宮에 도착하시자 매우 기뻐하셨다. 令은 拱手하고 머리를 조
아리며, ‘저는 단지 진력을 다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令은 왕의 은택
을 찬양하노라.)

우선 (3) 5.2803 令鼎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물 제작자인 ‘令’은 周王이
諆田에서의 典禮를 마치고 溓宮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보필을 잘한 공훈으로 상
을 받게 되고, 이에 ‘令’은 ‘小子 (迺)學’라고 하면서 왕의 은덕을 찬양하고 있다.
여기서 ‘小子’는 앞의 ‘令拜 (稽)首, 曰’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곧 ‘令’ 자기 자신
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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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의 의미에 대해서는 ‘效’와 通假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學習’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전자의 의견은 孫詒讓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것으로,15) 이
후 楊樹達, 于省吾, 馬承源 등이 이 의견을 따르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
서는 서로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16) 楊樹達은 ‘小子 (迺)學’을 ‘小子能至之言今
驗矣.’(小子가 능히 도착할 수 있음을 목하 보여드렸습니다.)로 풀이했는데, ‘學’과
통가된 ‘效’를 ‘驗’, 즉 ‘증명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孫詒
讓과 馬承源은 ‘效命’의 의미라고 파악해서 ‘(왕의 약속을 위해)온 힘을 다했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馬承源은 ‘效’를 ‘效命’의 뜻이라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應驗了
王的若能至則賞臣十家的約言’(도착한다면 노예 10가구를 하사하겠다고 했던 왕의
약속을 실현시켰다.)라는 부연 설명을 해놓았는데, 馬承源 역시 ‘效’에 ‘驗’의 의미
가 있음을 고려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唐蘭과 洪家義는 ‘學’을 ‘學習’
의 뜻이라고 해석했는데, ‘ (迺)’가 의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뜻과 문장의 맥락
등을 고려해본다면 ‘效’로 풀이하는 것보다 자연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17)

3. 小結
지금까지 청동기 명문에서 동사로 사용된 ‘學’과 ‘斆’에 대해 검토해보았는데, 비
록 4개의 용례에 불과하나 모두 서주 초기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만 출현했다는 공
통점이 있다. 또, 그 사용 상황을 정리해보면, 동사 ‘學’과 ‘斆’은 이 두 글자의 本義
및 引伸義와 관련된 ‘배우다’, ‘가르치다’, ‘모방하다’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와 ‘效’로
통가되었을 경우의 두 가지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驗’이나 ‘效
命’ 등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앞에서 聞尊 명문 중 ‘余
學事’의 ‘學’이 ‘가르치다’일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이제
15) 사실 孫詒讓은 뒤에 이어지는 ‘令’과 붙여 읽어 ‘學令’을 ‘效命’으로 보았는데(《古籀拾
遺⋅古籀餘論》(北京, 中華書局, 2005), 下⋅十五), 이는 이미 楊樹達에 의해 誤讀임
이 지적되었다.
16) 楊樹達 《積微居金文說(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1997), 17쪽; 于省吾 《雙劍誃吉
金文選》 (北京, 中華書局, 1998), 上二⋅四;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
京, 文物出版社, 1988), 70쪽.
17) 唐蘭 《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 (北京, 中華書局, 1986), 231쪽; 洪家義 《金文選
注繹》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88),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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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와 관련된 의미를 적용해본다면, ‘效法’, ‘驗’, ‘效命’의 의미들 역시 聞尊 명문의
문맥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孫詒讓이나 楊樹達이 시도했던 ‘學’의 가차자로서의 ‘效’를 통한 해석 방
법은 후대 학자들에게 큰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먼저 董珊은 ‘效’가 ‘考效’의 뜻이
라고 하면서 ‘考核檢查’(심사, 검사하다)라고 풀이했는데,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는 않았지만, 아마 이러한 해석이 聞尊 명문의 문맥상 가장 부합했기 때문인 것으
로 추측된다. 그 후, 蔣書紅은 楊樹達이 주장한 ‘驗’說을 근거로 하면서, 이 ‘驗’이
‘考核’이나 ‘檢驗’의 뜻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楊樹達이 말한 ‘驗’은 ‘증명하다’에 가까운 뜻으로 쓴 것으로, 이러한 ‘驗’의 의미를
聞尊 명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蔣書紅은 ‘驗’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考核’
의 뜻으로 연결시켰는데, ‘驗’과 ‘考核’이 의미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聞尊
명문의 문맥을 고려해 이런 주장을 한 듯싶다. 董珊이나 蔣書紅이 ‘學’을 ‘심사하다’
나 ‘검사하다’의 뜻으로 보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이 해석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
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그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적절치 않은 논거를 사용했
다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타당한 근거를 찾아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가장 설득력 있
는 주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전래문헌 중에는 ‘심사하다’나 ‘評定하다’의 뜻으로 쓰인 ‘效’의 용례를 어렵
지 않게 찾을 수 있다.
《禮記⋅月令》: 蠶事既登, 分繭稱絲效功, 以共郊廟之服, 無有敢惰.

(양잠이 다 되었으면 누에고치를 나누어 주고 실을 뽑도록 한 다음, 그 많고 적
음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 이로써 郊廟의 祭服을 바치며 감히 나태해지는 일이 없
게 한다.)
《禮記⋅月令》: 是月也, 命工師效功, 陳祭器, 按度程.
(이 달에는 工匠을 관장하는 장관에게 명하여 匠人이 만든 기물을 심사하는데,
제기들을 늘어놓고 규격에 맞는가를 검사한다.)

첫 번째 인용한 <月令>편의 ‘效功’에 대해 鄭玄 《注》는 ‘課功’이라 해석하고 있는
데, ‘課功’은 ‘考核功績’, 즉 공적을 심사한다는 뜻이다. 또 두 번째 <月令>편의 ‘效
功’에 대해서도 ‘錄見百工所器物也.’라고 풀이했는데, ‘각종 장인들이 만든 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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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본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效功’은 ‘어떤 업적이나 결과물을
심사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孔融의 《薦禰衡表》에도 ‘陛下篤慎取士,
必須效試.’(폐하께서는 인재를 선발하심에 있어 성심을 다해 신중히 하셔야 하며,
반드시 검증을 하시고 시험을 해보셔야 합니다.)라는 구문이 있는데, 이 ‘效’ 역시
이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聞尊 명문의 ‘學事’를 ‘效事’로 보되, ‘效’
를 ‘效功’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學事’는 어떤 업적 혹은 맡겨진 직무에 대한 성과
를 살펴보고 심사한다는 의미가 되며, 전래문헌 중에 흔히 보이는 ‘考績’이 이에 해
당한다.
정리하면, ‘學事’는 ‘敎事’로 해석될 수도 있고, ‘效事’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가
능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모두 나름의 근거 자료들이 있
는 상황이다. 전술했듯 ‘學事’의 풀이에 따라 ‘女(汝)母(毋)不善’이 전달하는 의미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아래에서는 ‘女(汝)母(毋)不善’의 사용 상황
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學事’의 더 정확한 의미를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Ⅳ. ‘女母不善’에 대한 분석
1. ‘女母不善’의 의미
먼저 ‘女母不善’의 의미를 살펴보면, ‘女’는 2인칭 대명사인 ‘汝’로 통가되고, ‘母’
는 부정사인 ‘毋’로 읽히며, ‘善’은 ‘일을 실수나 잘못 없이 잘 처리하다’의 뜻으로,
‘成功’이나 ‘成事’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左傳⋅僖公二十年》: “善敗由
己.”(성공과 실패는 자기에게 달려있다)에 보이는 ‘善’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필자는 ‘學事’를 ‘敎事’로 해석하면 뒤에 나오는 ‘女(汝)母(毋)不善’은 ‘너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혹은 권면의 뜻이 되어야 자연스럽고, ‘效事’로 본다면
‘너는 실수가 없었다’는 과거 공적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
다. 아래에서는 聞尊 명문을 제외한 다른 금문 자료에 나온 ‘女(汝)母(毋)不善’은
어떤 상황 하에서 사용되었으며, 전후 문장 구조는 어떠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學事’의 타당한 해석은 무엇인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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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汝)母(毋)不善’은 주로 서주중후기에 출현하는 금문 상용 어구로서, 다음과
같이 5개의 용례가 보인다.
(4) 王乎(呼)史 冊令(命)山, 王曰: 山, 令女(汝)官 (司) (飲)獻人于 ,
用乍(作) (憲)司貯(賈), 母(毋)敢不善, 易(賜)女(汝)玄衣. 5.2825 善
夫山鼎
(왕께서 內史 를 불러서 山에게 책명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山아, 너
에게 명하노니
지역에서 飲의 民獻(민중)을 관리하도록 하라. 이로써
법규를 掌管하고 상행위를 주관할 것이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너에게 검붉은 색의 朝服을 하사하노라.)
(5)
(榮)白(伯)乎(呼)令(命)卯, 曰:
(載)乃先且(祖)考死(尸) (司)
(榮)公室, 昔乃且(祖)亦既令乃父死(尸) (司) 人.……今余非敢履先公
又(有) 遂, 余懋爯先公官, 今余隹(唯)令女(汝)死(尸) (司) 宮 人,
女(汝)母(毋)敢不善, 易(賜)女(汝)瓚章(璋)四(?). 13.4327 卯簋蓋
(榮伯이 (內史를)불러서 卯에게 책명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너의 선조
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 榮氏 公室의 업무를 관장했었고, 과거에 너의
조부 역시 너의 아버지에게 京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명한 바 있다.……
이제 나는 감히 先公(의 뜻)을 저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를 따라 先公이
내리셨던 원래의 관직에 등용하노라. 지금 내가 너에게 宮과 京의 사
람들을 관리하는 것을 명하노니 너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너에게 손잡이
부분이 璋으로 된 국자 네 개를 하사하노라.)
(6) 王乎(呼)入(內)史, 曰: 冊令(命)虎. 曰:
(載)乃且(祖)考事先王,
(司)虎臣, 今命女(汝)曰: 更(賡)氒(厥)且(祖)考, 足(胥)師戲 (司)走馬
駇(馭)人眔五邑走馬駇(馭)人, 女(汝)母(毋)敢不善于乃政, 易(賜)女(汝)
巿. 《近出殷周金文集錄》 2.491 虎簋蓋
(왕께서 內史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虎에게 책명을 내리노라. 말씀하시
길: 너의 선조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왕을 섬겨 虎臣을 관리하였다. 이제
네게 명하노니, 네 조상(이 맡았던 업무)을 계승하라. 師戲를 보좌하여 走
馬 馭人 및 五邑의 走馬 馭人을 관리하되, 너의 업무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너에게 蔽膝(膝甲)을 하사하노라.)
(7) 白(伯)龢父若曰: 師 , 乃且(祖)考又(有)爵(功)于我家, 女(汝)有(舊)隹
(雖)小子, 余令女(汝)死(尸)我家,
(兼) (司)我西扁(偏)東扁(偏)僕
馭、百工、牧、臣妾, 東(董) (裁)內外, 母(毋)敢否(不)善, 易(賜)女
(汝)戈……十五. 8.4311 師 簋
(伯龢父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師 야, 너의 선조와 선부가 우리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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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훈이 있었도다. 비록 네가 젊으나 나는 네가 우리 집안의 일을 주관
하고, 동쪽과 서쪽 교외의 僕人, 마부, 각종 匠人 牧人, 가내 노비를 함께
관리하며, 안팎의 일을 감독하고 결정하는 것을 명하노니, 실수가 있어서
는 안 될 것이다. 너에게……戈 15점을 하사하노라.)
(8) 王乎(呼)內史 冊命諫, 曰: 先王既命女(汝) (兼) (司)王宥(家?), 女
(汝)某(毋)否又(有)(聞, 母(毋)敢不善, 今余隹(唯)或
易(賜)女(汝)攸( )勒. 8.4285 諫簋
(왕께서 內史

(嗣)命女(汝),

을 불러서 諫에게 책명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선왕께서

과거에 너에게 왕의 遊園(왕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명하신 바
있는데, 너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 없었고, 실수가 없었다. 이제 내가 다시
선왕의 명을 계승하여 너에게 책명을 내리고, 가죽 끈과 구리로 장식된 말
의 고삐와 재갈을 하사하노라.)

위의 용례들에서 (4) 5.2825 善夫山鼎, (5) 13.4327 卯簋蓋, (6) 2.491 虎簋
蓋 명문에서는 조상에게 원래 부여되었던 직무를 계승하거나 혹은 새로운 冊命을
내린 후 ‘女(汝)母(毋)不善’라고 말함으로써 冊命을 받은 사람을 ‘권면’하고 있다.
(7) 8.4311 師 簋 명문의 경우, ‘女(汝)有隹(雖)小子’ 중의 ‘有’의 풀이에 따라
‘女(汝)母(毋)不善’의 해석이 ‘권면’이 될 수도 있고, ‘평가’가 될 수도 있다. 張政烺
등의 일부 학자는 ‘有’를 ‘舊’와 통가된 것으로 보았는데,18) 이럴 경우 ‘女(汝)有隹
(雖)小子’의 내용이 과거에 내렸던 冊命이 되고, ‘女(汝)母(毋)不善’은 이에 대한
‘평가’의 뜻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 ‘有’를 특별한
뜻이 없는 語氣詞로 본다면, 명문 중의 冊命은 과거가 아닌 당시에 내려진 것이
되고, ‘女(汝)母(毋)不善’ 역시 자연스럽게 ‘권면’의 뉘앙스를 띠게 된다. ‘有’가 어
기사로 쓰인 용례는 전래문헌과 출토문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尚
書⋅召誥》: “嗚呼! 有王雖小, 元子哉!”, 11.6014
8.4317

尊: ‘烏乎! 爾有唯(雖)小子.’,

簋: “有余隹小子.”가 모두 이러한 예들로, 이 ‘有’들을 과거를 의미하는

‘舊’의 뜻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들 용례와 문구가 거
의 일치하는 (7) 8.4311 師 簋 명문의 ‘有’ 역시 어기사로 보고, 이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女(汝)母(毋)不善’은 ‘권면’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다.

18) 張政烺 <周厲王胡簋釋文>; 《古文字研究》 第3輯, 1980,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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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8) 8.4285 諫簋 명문의 경우, 과거에(‘既’) 선왕이 기물 제작자에게 어떤
冊命을 내렸고, 이제(‘今’) 현재의 왕이 선왕의 뜻을 이어 기물 제작자에게 계속 그
일을 맡김을 서술하는 내용 중에 ‘女(汝)某(毋)不又(有)聞, 母(毋)敢不善’이라고
말함으로써 과거 공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既’와 ‘今’이라
는 명확한 시간의 표지가 있기 때문에 ‘女(汝)某(毋)不又(有)聞, 母(毋)敢不善’이
앞으로 맡긴 일에 대한 권면이 아닌 과거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정리하면 ‘女(汝)母(毋)不善’ 자체는 ‘권면’과 ‘평가’의 뜻이 모두 가능한 표현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론을 앞의 구문인 ‘余學事’와 연결해보면, ‘學事’가 ‘敎事’이거
나 ‘效事’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女(汝)母(毋)不善’의 사용 상
황에 대한 검토 결과는 ‘余學事’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판단 기준이 되기에는 다소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 이에 필자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女(汝)母(毋)不善’이 쓰
인 전후 문장의 맥락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권면’과 ‘평가’의 의미를 전달할 때 각각
어떠한 다른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2. ‘女母不善’이 사용된 전후 문장구조에 대한 검토
‘女(汝)母(毋)不善’이 ‘권면’의 語氣를 표시하는 (4) 5.2825 善夫山鼎, (5)
13.4327 卯簋蓋, (6) 2.491 虎簋蓋, (7) 師 簋 네 명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분석해볼 수 있다.

기물명

冊命
令女(汝)官 (司) ……用乍(作)
(4) 善夫山鼎
(憲)司貯(賈)
今余隹(唯)令女(汝)死(尸) (司)
(5) 卯簋蓋
宮 人
足(胥)師戲 (司)走馬駇(馭)人眔五
(6) 虎簋蓋
邑走馬駇(馭)人
(7) 師 簋

余令女(汝)死(尸)我家,
(司)……, 東(董)

(裁)內外

(兼)

권면

賞賜

女(汝)母(毋) 不善 易(賜)女(汝)玄衣……
女(汝)母(毋) 不善

易(賜)女(汝)瓚章(璋)四
(?)……

女(汝)母(毋) 不善
易(賜)女(汝)
于乃政

巿……

母(毋)敢否(不)善 易(賜)女(汝)戈……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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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네 기물의 명문에 기술된 冊命의 성질을 좀 더 살펴보면, (4) 5.2825 善
夫山鼎의 경우 새롭게 하사된 것인 반면, (5) 13.4327 卯簋蓋와 (6) 2.491 虎簋
蓋, (7) 師 簋의 冊命은 원래 被冊命者의 조상에게 부여되었던 직무를 계승한다
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직무의 내용이 아닌 해당 직무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를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새로운 내용의 冊命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네 명문의 문
장은 ‘새로운 冊命의 하사 혹은 조상의 직책 계승을 통한 새로운 冊命+女(汝)母
(毋)不善+賞賜’의 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女(汝)母(毋)不善’이 ‘평가’를 의미하는 (8) 8.4285 諫簋 명문은
약간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기물명
(8) 諫簋

舊 冊命
先王既命女(汝)
(司)王宥

평가
新 冊命
女(汝)某(毋)不又
今余隹(唯)或
(有)聞,
女(汝)母
(嗣)命女(汝)
(毋)不善

賞賜
易(賜)女(汝)攸
(

)勒

위의 세 명문과 비교하여 가장 눈에 띄는 점은 冊命의 내용이 두 차례 언급되었
다는 점이다. ‘既命’과 ‘今……命’로 과거와 현재가 명확히 대비가 되는 두 차례의 冊
命은 시간의 선후는 있으나, ‘或 (嗣)’라는 표현을 봤을 때, 冊命者만 다를 뿐 하
사된 직무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며, 被冊命者가 先王과 現王의 통치시기에 걸쳐
생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8.4285 諫簋 명문은 ‘기존의 책명에 대한 기술+女
(汝)某(毋)不又(有)聞, 女(汝)母(毋)不善(평가)+새로운 책명의 내용+賞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女(汝)母(毋)不善’ 뒤에 새롭게 하사된 冊命에 대한 언급이 있
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물론 ‘女(汝)母(毋)不善’이 ‘평가’의 뜻을 지니는 확
실한 용례가 (8) 8.4285 諫簋 명문 하나뿐인 탓에 ‘평가’의 ‘女(汝)母(毋)不善’이
모두 위와 같은 앞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본고에서 검
토하고자 하는 聞尊 명문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는 굉장히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聞尊 명문의 핵심 부분을 위의 틀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聞尊 銘文 ‘余學事女母不善’에 대한 小考 255

평가
女(汝)母(毋)
余學事
不善

冊命
朕采

田外臣僕

권면 및 훈계
賞賜
女( 汝) 母( 毋) 又 蔑 (歷), 易(賜)馬乘
(有)一不 (聞)
盠冟(冟)二

위의 내용을 보면, ‘余學事’는 ‘師多父’가 한 어떤 행위, ‘女(汝)母(毋)不善’은
‘聞’에 대한 평가, ‘ 朕采 田外臣僕’은 ‘聞’에게 새롭게 부여된 직무, ‘女(汝)母
(毋)又一不 (聞)’은 이에 대한 독려의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장의
흐름은 (8) 8.4285 諫簋 명문과 유사해 보인다. 관건은 ‘余學事’가 구체적으로 어
떤 행위를 가리키냐는 것인데, 뒤에 나오는 ‘女(汝)母(毋)不善’의 의미에 비추어 본
다면, ‘余學事’는 ‘師多父’가 ‘聞’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 추정
해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앞서 논했던 ‘學事’의 의미 중 ‘敎事’보다는 ‘效事’가 문맥
상 훨씬 더 자연스럽게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女(汝)母(毋)不善’이 ‘권면’
이나 ‘평가’ 중 어떤 것을 의미하든, ‘女(汝)母(毋)不善’ 앞의 내용은 과거 被冊命者
에게 부여된 직무와 관련된 서술이라는 점에 입각해볼 때, ‘余學事’는 상급자인 ‘師
多父’가 중심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급자인 ‘聞’과 더 밀접한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敎事’의 경우, ‘師多父’의 행적 기술이 중점이 되는 내용으로, 여기서
‘事’는 ‘師多父’의 ‘事’를 가리키는 것인 반면, 상대적으로 ‘效事’는 ‘效’의 동작 주체
가 비록 ‘師多父’이긴 하나, 결국 문구의 핵심은 ‘聞’의 일, 즉 ‘聞’이 맡았던 직무이
자 과거에 내려졌던 冊命을 의미하게 되므로, 후자의 해석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
리적이라고 판단된다.

Ⅴ. 결론
지금까지 聞尊 명문의 ‘余學事, 女母不善’에 대해 해석의 가장 관건이 되는 ‘學’
과 ‘女母不善’을 중심으로 기존의 주요 의견을 검토해보고, 다른 금문 용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가장 타당한 풀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學事’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에게 어떤 일을 가르치다’라고 해석하는 의견과 ‘업적
이나 직무를 심사 및 평가하다’라고 보는 두 주장이 있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聞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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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에서와 같이 동사로 사용된 ‘學’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정확한 뜻을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의 금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동사 ‘學’은 크게 두 가지 쓰임으
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하나는 ‘배우다’, ‘가르치다’, ‘모방하다’ 등과 같이 ‘學’의 本義
및 引伸義와 관련된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效’와 통가되어 ‘증명하다’나 ‘있는 힘을
다하다’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의미들 중 ‘가르치다’의 의미 외에는 聞
尊 명문의 ‘學事’에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 가운데, 후대의 학자들은 先人들의 견해
를 토대로 ‘學’을 ‘效’로 읽되, 그 뜻을 ‘考核’(심사하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聞尊 명문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긴 하나, 이러한 의미로 쓰인
‘效’의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기에, 필자는 《禮記⋅月令》에 보이는 ‘效功’이 ‘學
事’의 의미와 가깝다고 보고, 이를 검토해보았다.
‘學事’가 ‘敎事’와 ‘效事’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은 가운데,
그 다음은 ‘女母不善’의 의미와 사용 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보았다. 그 결과,
‘女母不善’은 문맥에 따라 ‘너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 및 훈계의 語氣
와 ‘네가 실수가 없었다’라는 평가의 뜻을 모두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女母
不善’ 용례의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 권면이나 훈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새로운 冊
命의 하사+女母不善+賞賜’로 구성된 반면, 평가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책
명에 대한 기술+女母不善+새로운 책명의 내용+賞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 틀을 聞尊 명문에 적용시켜 보면, ‘余學事, 女(汝)母(毋)不善,
朕采 田外臣僕, 女(汝)母(毋)又(有)一不 (聞), 蔑 (歷), 易(賜)馬乘盠冟(冟)
二’은 ‘심사 및 평가+새로운 冊命의 하사+권면 및 훈계+賞賜’의 순서로 구성되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學事’는 ‘聞이 그동안 한 업무에 대해 評定한다’는 의미
가 되고, ‘女母不善’은 평가자인 師多父의 聞에 대한 평가 내용을 나타내게 되므로,
‘余學事, 女母不善’은 ‘내가(師多父) 너(聞)의 직무 성과를 심사해보니, 너는 잘못
한 것이 없었다’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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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在2008年第五屆國際中國古文字學研討會上,

張光裕先生首次公布了樂

從堂所藏的新見聞尊, 並對聞尊銘文進行了初步考釋, 引起大家關注. 隨後董
珊、趙成傑、蔣書紅、李春利等學者做進一步探討, 但對其銘文中‘余學事, 女
母不善’的釋讀尚未完善, 需做進一步探討. 本文擬在諸家研究的基礎上, 結合
其相關銘文內容, 對‘余學事, 女母不善’進行梳理.
通過分析金文文例, 我們發現作為金文動詞的‘學’有兩種用法: 其一, 表示
‘學’的本義或引伸義, 如‘學習’, ‘教導’, ‘效法’等字義. 其二, 讀作‘效’, 表示‘驗’
或‘效命’等意思. 這些義項中‘教導’算合於聞尊銘文的文義. 另外, 董珊等有些
學者主張讀為‘效’的‘學’意味着‘考核’, 但他們未提出其理據. 筆者認為‘學事’相當
於《禮記⋅月令》所見的‘效功’,
聞的工作成績.

‘余學事’可解釋為上司師多父考核評定他的下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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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母不善’或可釋為‘你別做錯’, 或可釋為‘你沒有做錯的’. 通過考察‘女母不
善’所出現的金文文例, 可知‘女母不善’表示勸勉或訓誥時, 其銘文結構為‘新冊
命+女母不善+賞賜’, 而‘女母不善’表示評價的語氣時, 則是‘舊冊命+女母不
善+新冊命+賞賜’的順序. 聞尊銘文可分析為‘考核評定(余學事, 汝毋不善)+
新冊命( 朕采 田外臣僕)+勸勉及訓誥(汝毋有一不聞)+賞賜(蔑歷, 賜馬乘
盠冟二)’的結構.
總而言之, ‘余學事, 女母不善’應解釋為‘我(師多父)考核評定你(聞)的工作
成績, 你沒有做錯的, 很完善’, 其所述的都是已經發生的事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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