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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 논문에서는 殷墟甲骨卜辭 중 1期에 해당하는 賓組의 占辭를 대상으로, 卜辭

에서의 出現 形態와 豫 의 類型 두 가지 항목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占辭의 

出現 形態에서는 卜辭에서의 형식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行款에서의 출현 상황

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豫  類型에서는 肯定의 豫 과 否定의 豫 , 條件에 

따른 吉凶 判斷, 直接的 豫 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해당 유형에서 보이는 특징

적인 문형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賓組 占辭의 형식적인 측면을 槪觀

하였으며, 왕의 예언이 어떠한 유형으로 기록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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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緖論

占辭는 殷墟卜辭를 구성하는 기본 형식 중 하나로, 점을 친 후 점괘를 보고 왕 

또는 귀족이 내린 판단이나 예언을 기록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占辭는 주로 王卜辭

에서 보이고 있으며, 귀족이 중심이 되는 非王卜辭에서도 일부 보이고 있는데 殷

墟 花園莊 동쪽 지역에서 발견된 花東 子卜辭가 대표적이다. 

주지하듯이 王卜辭의 占辭에서는 왕이 판단과 예언의 주체가 되며 ‘王占1)曰’을 

기본 형식으로 갖는다. 그동안 卜辭에 대한 연구가 주로 命辭의 내용에 치중되었던 

까닭에 占辭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에 국한되었었다. 초기의 연

구는 ‘王占曰’의 ‘占’의 釋에 집중되었고, 이후 ‘王占曰’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殷墟王卜辭에 나타난 占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王卜辭 중에서도 董作賓의 1期에 해당하는 賓組를 대

상으로, 해당 시기에 나타난 占辭의 출현 상황과 예언의 유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시기를 1期 賓組로 한정한 것은, 현존하는 甲骨卜辭 기록이 量 측면에서 賓

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占辭의 형식과 내용도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모

습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5期 黃組로 갈수록 占辭의 형식과 내용이 고정화되고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초기에 해당하는 賓組를 선택하는 것이 占辭의 면모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자료는 《甲骨文合集》(이하 《合》이라 약칭한다)2)에 수록된 賓組에 해당하

는 1期 자료들로, 1권에서 6권까지의 本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3) 《合》 

이외의 다른 著 에도 賓組 卜辭가 수록되어 있으나, 본 연구가 占辭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만큼 대부분의 甲骨片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合》만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占辭의 선별은 

《合》에 수록된 6권의 本 중 占辭의 시작을 뜻하는 ‘王占曰’이 보이는 卜辭를 추

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훼손된 甲骨片이 많아 정확하게 占辭를 추출하는 

 1) 본문에서 ‘王占曰’의 ‘占’은 ‘ ’로 쓰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태에 따라 ‘ ’로 隷定

한다. 본문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占’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2) 中國社 科學院 古研究所編輯 《甲骨文合集》(全十三冊) 北京, 中華書局, 1982. 

 3) 13권에도 1期 卜辭가 수록되어 있으나 模本의 형태로 제시되어 본 범위에는 포함시키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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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략적으로 약 700片의 甲骨片을 추출하였다. 각각의 甲骨

片에는 대부분 하나의 占辭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훼손된 형태의 甲骨片이 

많은 까닭이기도 하다. 그 외 占辭가 많이 기록된 甲骨片의 경우 4개(《合》 275正

反, 《合》 6057正反, 《合》 7153正 등)에서 6개(《合》 10405正反)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Ⅱ. 賓組 占辭의 出現 形態

1. 占辭의 形式

완전한 殷墟卜辭의 형식은 ‘前辭+命辭+占辭+驗辭’를 기본으로 구성되며, 用

辭, 孚辭4), 兆辭 등과 같은 부가성분이 존재한다. 占辭는 일반적으로 卜辭의 순

서상 命辭와 驗辭의 사이에 오며, 驗辭가 기록되지 않을 경우 문장의 마지막에 출

현한다.

(1) 辛未卜, 貞: 婦奻娩嘉. 王占曰: 其惟庚娩嘉. 三月庚戌娩嘉.5)

《合》 454正

(辛未일에 이 점쳐 묻다. ‘婦奻가 분만을 하는데 嘉하겠습니까?’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庚일에 분만하면 嘉할 것이다.’ 3월 庚戌일에 분만하였

는데 嘉하였다.)6)

 4) 孚辭에 관해서는 裘錫圭 <釋“厄”>, 《紀念殷墟甲骨文發見一百周年國際學術硏討 論文

集》(北京, 社 科學出版社, 2003), 125-129쪽, 拙稿 <卜辭의 선택과 실현―孚辭를 

중심으로>, 《中國 語硏究》 第25輯, 67-97쪽 참조.

 5) 본문에 제시된 卜辭의 釋文은 讀 의 이해를 돕기 위해 楷書로 처리하여, ‘ ’의 경우 

‘ ’이라 隸定하지 않고 ‘賓’이라 楷書 처리한다. 또한 한 글자가 卜辭에서 여러 가지 

글자로 읽힐 경우,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읽히는 글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즉 求는 卜辭

에서 求나 咎로 읽히므로 각각의 내용에 따라 해당 글자로 쓰도록 하겠다. 楷書 처리

가 어려운 글자는 자형을 그대로 보여주거나，偏旁을 근거로 隸定하기로 한다. 

 6) 본문에서 예로 다루어진 卜辭에는 讀 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석을 제시하기로 하며, 

각주에서 언급된 卜辭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따로 해석을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卜辭의 해석은 가급적 우리말로 풀어서 보여줄 것이나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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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庚辰卜, 古貞: 翌辛巳晹日. 王占曰: 晹日.7) 《合》 13220正

(庚辰일에 古가 점쳐 묻다. ‘이튿날인 辛巳일에 날이 맑을까요?’ 왕이 판

단하여 말하다. ‘맑을 것이다.’)

(1)은 기본 형식이 모두 갖춰진 卜辭로 命辭와 

驗辭 사이에 占辭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의 경우 驗辭 없이 前辭에서 占辭까지만 보이고 

있어, 占辭가 문장의 마지막에 오고 있다. 이처럼 驗

辭가 생략될 뿐만 아니라 占辭가 생략되는 경우도 

흔하게 보이고 있으며, 占辭의 위치가 命辭 뒤가 아

닌 前辭 뒤에 바로 오는 예도 존재한다.

(3) 貞. 王占曰: 遘勿 9).  《合》 5930

(묻다.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遘가 놓치

지 않을 것이다.’)10)

없이 글자를 그대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① 卜辭의 훼손이 심해서 의미가 불분명한 글자

② 卜辭의 내용만으로는 의미를 특정할 수 없는 글자

③ 용례가 적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글자 

제시된 해석은 占辭의 내용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개별글자에 대한 釋이나 의

미에 대해서는 따로 논증하지 않기로 한다. 卜辭에서 훼손된 내용에 대한 해석은 생략

을 의미하는 ‘...’로 대체한다.

 7) 卜辭 인용 시 사용되는 부호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는 한 글자로 잘 보이지 않거나, 

원래 존재했지만 훼손되어 보이지 않음을 뜻한다. 는 보이지 않는 글자가 몇 글자인 

지 알 수 없음을 뜻한다. [ ] 안의 글자는 本에서 훼손된 글자를 보완하여 쓴 것이다. 

 8) 논문에 제시된 本은 모두 축소하여 수록하였다. 축소 비율은 紙面의 상황에 따라 다

를 수 있으나 원본의 좌우 비율을 유지하여 원 형태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또한 本에 

새겨진 占辭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글자는 흰색으로 甲骨의 바탕은 검정색으

로 변환하였음을 밝힌다.

 9) ‘ ’는 ‘도망치다’, ‘잃다’의 의미로 쓰인다. 관련 내용은 拙稿 <甲骨文 ‘達’( , ) 

釋―楚文字‘ ’을 함께 논함>, 《中國文學硏究》 第33輯, 291-308쪽 참조.

10) ‘遘’는 卜辭에서 ‘遘雨’, ‘遘方’과 같이 ‘만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이며, 인명으로도 쓰

인다(《合》 4889, 《合》 4891 등). 예문은 ‘遘’가 인명으로 쓰였다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석한 것이다. 이 외에 ‘子’의 의미 등 卜辭의 해석에 대한 여러 귀한 의견이 

있었다. 미처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있음을 밝히며, 세심하게 검토해 주신 심사자께 감

【 本1】 《合》 94正 일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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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辛丑卜, 賓. 王占曰: 吉. 《合》 5769反

(辛丑일에 賓이 점치다.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할 것이다.’)

(5) 辛丑卜, 貞: 婦好其有子.

(辛丑일에 이 점쳐 묻다. ‘婦好가 아들을 낳을까요?’)

辛丑卜, 亘貞. 王占曰: 好其有子. 《合》 94正(【 本1】)

(辛丑일에 亘이 점쳐 묻다.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好가 아들을 낳을 것

이다.’)

王占曰: 吉. 《合》 94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할 것이다.’)

(3)과 (4), (5) 모두 前辭 뒤에 바로 占辭가 기록된 예로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卜辭의 형식으로 볼 때 前辭 뒤에는 命辭가 오므로 위의 예에 보

이는 ‘王占曰’을 命辭로 판단하기 쉽다. 특히 (3)과 (4)의 경우 命辭의 존재를 유

추할 만한 다른 기록이 보이고 있지 않은 까닭에 더욱 그러하다. (5)의 경우도 앞

의 (3), (4)처럼 前辭 뒤에 바로 ‘王占曰’로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

나 뒤이어 기록된 내용이 ‘好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

으며, 같은 날인 辛丑일에 다른 貞人인 ‘ ’이 왕의 배우자인 ‘婦好’가 아들을 낳을

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기록은 占辭로 판단 가능하다. 즉, 한 가지 사실

에 대해 반복적으로 점을 치고 기록하는 당시의 습관으로 인해, 卜辭의 핵심내용인 

命辭일지라도 중복되는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왕의 예언인 占辭를 기록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 本1】에서 보듯이 두 卜辭가 나란히 세로로 기록되어 있어 같은 날 

함께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5)의 예로 볼 때, 앞

의 (3), (4)도 命辭가 생략된 형태의 占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11) 

사를 전한다.

11) 《合》 5929에는 (3)의 占辭와 유사한 命辭가 보이는데 ‘貞: 遘不 .’이라 기록되어 있

다. 이 예로 볼 때 (3)에서 생략된 命辭도 이러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의 

경우 正面에 기록된 卜辭는 모두 前辭가 ‘貞’으로 시작되어 干支와 貞人名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와는 달리 反面에는 前辭 ‘辛丑卜, 賓’과 占辭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바로 앞의 正面 卜辭들이 점쳐진 날과 貞人을 기록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龜甲의 정면에는 前辭 ‘貞’과 命辭를, 反面에는 날짜와 貞人을 기록하면서 일부 卜辭

에 대한 占辭를 새긴 것으로도 판단 가능하다. 反面의 占辭의 위치에 해당하는 正面에

는 ‘貞: 王往斿’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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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行款에서의 出現 狀況

卜辭의 형식에서 살펴보았듯이 占辭는 기본적인 형식이 갖추어진 卜辭의 경우, 

命辭와 驗辭의 사이에 온다. 출현 순서상으로는 이러한 형태가 기본이라 할 수 있

지만, 甲骨片의 行款에서의 위치를 놓고 볼 때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卜辭를 모두 같은 면에 기록

하나의 卜辭가 甲骨의 한 면에 모두 기록되었을 때는 前辭부터 占辭 또는 驗辭

까지 나란히 기록된다.

【 本2】 《合》 6058正 【 本3】 《合》 3187

(6) 丁□卜, 貞: 勿禦子大戈 王占曰: 吉, 大戈無  

《合》 6058正(【 本2】)

(丁...일에 이 점쳐 묻다. ‘子大戈에게 닥친 재난를 제거하는 禦제를...드

리지 말까요?’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할 것이며 大戈에게...없을 것이다.’)

(7) 癸巳卜, 永貞: 旬無憂12). [王] 惟丁. 五日丁酉, 允有 于我東鄙

《合》 6058正(【 本3】)

(癸巳일에 永이 점쳐 묻다. ‘10일간 근심될 일이 없을까요?’ 왕이... ‘丁

12) ‘憂’에 관한 釋은 裘錫圭 <說｢ ｣>, 《古文字論集》(北京, 中華書局, 1992), 1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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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면...’ 5일째인 丁酉일에 정말 우리 동쪽 지역에...)

(6)은 龜甲에 새겨진 卜辭로 ‘子大戈’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앙을 

제거하는 제사인 ‘禦’제를 드릴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왕은 ‘吉’할 것이라는 예언

을 내리고 있으며, 왼쪽에 두 줄로 나란히 기록되었다. (7)은 獸骨에 기록된 것으

로 ‘앞으로 10일간 우환이 없을지’를 묻는 卜旬卜辭이다. 占辭의 내용이 훼손되어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王’의 자형 일부와 ‘惟丁’이 驗辭와 나란히 기록되어 있

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占辭에서 조건에 따른 결과를 예언할 때는 ‘惟+天干’의 형

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뒤에 ‘丁酉’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驗辭가 이어

지고 있어 ‘惟丁’은 占辭의 일부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모두 왼쪽에 세 줄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내용을 肯定과 否定의 형식으로 점을 치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점을 

칠 경우, 占辭는 대부분 한 번만 기록된다. 특히 肯定과 否定의 형식으로 점을 칠 

때, 둘 중 하나의 命辭 뒤에 占辭를 기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合》 12487正13), 

《合》 734正14) 등), 드물지만 肯定과 否定의 卜辭를 각각 龜甲의 양 끝에 새기고 

占辭는 가운데에 기록한 예도 보이고 있다(《合》 6648正, 《合》 14138 등).

2) 占辭는 反面에 기록

반면 前辭와 命辭는 甲骨의 正面에 새기고 占辭 이후로는 反面에 기록한 예도 

다수 존재하며, 이는 賓組卜辭 占辭의 行款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8) 戊辰卜, 爭貞: 羌自妣庚. 

(戊辰일에 爭이 점쳐 묻다. ‘羌으로 제를 지내는데 妣庚부터 할까요?’)

貞: 羌自高妣己. 《合》 438正

(묻다. ‘羌으로 제를 지내는데 高妣己부터 할까요?’)

王占曰: 其自高妣己. 《合》 438反

13) ‘癸巳卜, 爭貞: 今一月雨. 王占曰: [惟]丙雨.’, ‘癸巳卜, 爭貞: 今一月不其雨. ’(《合》 

12487正).

14) ‘己巳卜, 貞: 其[殙].’, ‘己巳卜, 貞: 不殙. 王占曰: 吉, 勿殙.’ (《合》 734

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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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高妣己부터 하라.’)

(9) 貞: 妣己弗害15)王.

(묻다. ‘妣己가 왕을 해치지 않을까요?’)

[妣]己害[王]. 《合》 2429正(【 本4】)

(... ‘妣己가 왕을 해칠까요?’)

王占曰: 吉. 《合》 2429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할 것이다.’)

【 本4】 《合》 2429正 《合》 2429反

또한 驗辭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도 몇 가지 유형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占辭

가 反面에 기록될 경우 驗辭도 占辭와 함께 反面에 기록된다. 

(10) 癸未卜, 《合》 6057正(【 本5】)

(癸未일에 이 점쳐...)

王占曰: 有咎, 其有來艱. 迄至九日辛卯, 允有來艱自北, 妻 告曰: 

土方侵我田十人. 《合》 6057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우환이 있을 것이며, 어려움이 이를 것이다.’ 9일

째인 辛卯일에 정말 북쪽에서 어려움이 왔다. 妻인 가 보고하여 말

하다. ‘土方이 우리 田의 열 사람을 쳤다.’)

15) ‘害’에 관해서는 裘錫圭 <釋｢ ｣>, 《古文字論集》(北京, 中華書局, 1992), 11-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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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5】 《合》 6057正 《合》 6057反

【 本5】는 獸骨로 正面의 왼쪽에는 ‘癸巳’일에 점친 내용이 前辭부터 驗辭까지 

기록되어 있다. 중간에는 ‘癸亥’일의 占辭와 驗辭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 

하단에 ‘癸卯’일에 점친 기록이 前辭부터 驗辭까지 기록되어 있다. ‘癸未’일의 기록

은 훼손되어 오른쪽 상단에 前辭 일부만이 남아 있고, 관련 占辭는 反面의 해당 

위치에 驗辭와 함께 기록되었다.

위에서 占辭와 驗辭가 反面에 같이 기록되었던 것과는 달리 占辭만 反面에 기

록되고 驗辭는 正面의 命辭 뒤에 위치하는 경우도 다수 보이고 있다. 

【 本6】 《合》 14002正 《合》 14002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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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甲申卜, 貞: 婦好娩嘉. 王占曰: 其惟丁娩嘉, 其惟庚娩引吉. 三旬又

一日甲寅娩, 不嘉惟女.

(甲申일 이 점쳐 묻다. ‘婦好가 분만을 하면 (결과가) 嘉할까요?’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丁일에 분만하면 嘉할 것이며, 庚일에 분만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31일째인 甲寅일에 분만하였으니 (결과가) 嘉하지 않아 딸

이었다.)

甲申卜, 貞: 婦好娩不其嘉. 三旬又一日甲寅娩, 允不嘉惟女. 

《合》 14002正(【 本6】)16)

(甲申일 이 점쳐 묻다. ‘婦好가 분만을 하면 (결과가) 嘉하지 않을까

요?’ 31일째인 甲寅일에 분만하였는데, 정말 嘉하지 않아 딸이었다.)

王占曰: 其惟丁娩嘉, 其庚 《合》 14002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丁일에 분만하면 嘉할 것이며, 庚일이면...’)

【 本7】 《合》 559正 《合》 559反

(12) 癸丑卜, 貞: 五百寇用. 旬壬戌有用寇百. 三月. 

《合》 559正(《合》 562正과 同文)(【 本7】)

(癸丑일에 이 점쳐 묻다. ‘寇 오백 명을 쓸까요?’ 10일째인 壬戌일에 

寇를 백 명 썼다. 3월.)

王占曰: 其用. 《合》 559反(《合》 562反과 同文)

16) 제시된 本처럼 甲骨의 正面 양 끝에 肯定과 否定의 卜辭를 각각 새기고 反面의 중

앙에 占辭를 새긴 예도 자주 보인다(《合》 716正反, 《合》 3201正反, 《合》 4735正反, 

《合》 4769正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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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사용하여라.’)

(11)의 예는 肯定과 否定의 어기로 같은 내용에 대해 점을 친 貞卜辭이다. 

肯定의 내용에는 命辭 뒤에 바로 占辭를 기록하였다. 반면 否定의 어기로 물은 卜

辭는 正面에 命辭와 驗辭를 같이 기록하고 占辭는 反面에 따로 기록되어 있다.

正面에 여러 개의 卜辭가 있을 경우, 占辭는 正面 卜辭의 위치에 해당하는 反

面의 자리에 기록된다. 따라서 甲骨片의 反面에 여러 개의 占辭가 보일 경우, 正

面의 卜辭와 대조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 本8】 《合》 3945正 《合》 3945反

(13) 戊寅卜, 貞: 雷鳳其來. 

(戊寅일에 이 점쳐 묻다. ‘雷鳳이 올까요?’)

戊寅卜, 貞: 沚 其來.

(戊寅일에 이 점쳐 묻다. ‘沚 이 올까요?’)

貞: 沚 不其來.

(묻다. ‘沚 이 오지 않을까요?’)

雷鳳不其來. 《合》 3945正17)(【 本8】)

17) 《合》 3945正反과 《合》 3946正反, 《合》 3947正反은 成套卜辭이다. 《合》 3945正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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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雷鳳이 오지 않을까요?’)

王占曰: 鳳其出, 其惟丁, 丁不出其有疾.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鳳이 나오는 날이 丁일이어야 하며, 丁일에 나오

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王占曰: 其出惠庚, [其]先 至. 《合》 3945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 이 나오는 날이 庚일 것이며 이 먼저 이를 

것이다.’)

두 가지 질문을 각각 肯定과 否定의 형식으로 묻고 있다. 각각의 占辭는 肯定의 

형식으로 점친 卜辭의 反面에 기록되어 있다. 즉 왼쪽의 ‘雷鳳’이 올 것인지를 물

은 卜辭를 뒤집은 위치인 反面 오른쪽에, ‘鳳’이 ‘丁’일에 나와야 문제가 없을 것이

라는 왕의 예언을 기록하였다. 여기서 占辭의 ‘疾’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문맥상 좋지 못한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正面의 오른쪽에 새겨진 

卜辭는 ‘沚 ’이 올 것인지를 묻고 있으며, 역시 反面의 해당 위치에 ‘庚’일에 나올 

것이며 먼저 이를 것이라는 왕의 예언이 기록되었다. 즉 각 命辭가 위치하는 反面

에 해당 占辭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本9】 《合》 6016正 《合》 6016反

에는 ‘二’, 《合》 3946正反에는 ‘三’, 《合》 3947正反의 경우 ‘四’의 兆辭가 각각 새겨져 

있어 점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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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庚申卜, 爭貞: 旨其伐, 有蠱 . 

(庚申일에 爭이 점쳐 묻다. ‘旨가 치면 蠱하고 할까요?’) 

旨弗其伐, 有蠱 . 《合》 6016正(【 本9】)

(旨가 치지 않으면 蠱하고 할까요?’)

王占曰: 吉, 其伐惟丁. 《合》 6016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할 것이다, 丁일에 치면.’) 

正面에 여러 개의 卜辭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문의 卜辭는 중앙 하단의 양 끝에 

새겨져 있다. ‘庚申’으로 시작하는 前辭가 기록된 肯定의 卜辭는 오른쪽에, 否定 

형식의 卜辭는 왼쪽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占辭는 肯定형 卜辭의 反面에 기록되

어, 해당 卜辭의 占辭임을 나타내고 있다.

Ⅲ. 賓組 占辭의 豫  類型

占辭는 점친 내용에 대한 왕의 예언이나 판단을 기록한 것이라 자유롭게 기록되

었을 것 같으나, ‘王占曰’로 시작된다는 특징 외에도 예언의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예언의 성격을 나타내는 네 가지 유형

으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肯定의 豫

命辭에서 점친 내용에 대해 왕이 肯定이나 否定의 형식으로 답을 했으리라는 것

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肯定으로 답한 예언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1) 王占曰：吉 

肯定의 占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으로, ‘吉’은 점쳐진 내용이 이루어질 것

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5期 黃組卜辭에서는 이러한 형식이 거의 고정적으

로 쓰이는데, 이미 賓組에서부터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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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王占曰：吉. 《合》 14反,  《合》 113甲反,  《合》 17688 등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할 것이다.’)

위의 문형을 기본으로 약간의 변형된 형식이 존재하는데, 보통 ‘吉’ 뒤에 해당하

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기록되기도 한다. 

(16) 王占曰：吉, 其令. 《合》 1106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할 것이다, 명하면.’)

(17) 王占曰：吉, 其使. 《合》 97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할 것이다, 보내면.’)

(18) 王占曰：吉, 追光. 《合》 140正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할 것이다, 光을 쫓아라.’)

(19) 癸未卜, 貞: 翌甲申王賓上甲日. 王占曰: 吉, 賓. 允賓.

《合》 1248正18)

(癸未일에 이 점쳐 묻다. ‘다음날 甲申일에 왕이 上甲日을 맞아 賓을 

거행할까요?’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할 것이다. 賓하여라.’ 정말 賓하

였다.)

(16)의 正面에는 날씨와 관련된 卜辭 외에 ‘乙卯卜, 古貞: 呼彘 在東係.’(乙卯

일에 古가 점쳐 묻다. ‘彘을 불러 東係에서 하게 할까요?’)라 점친 내용이 보인

다. 反面의 占辭에서 ‘其令’이라 보충 설명한 것은 이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

된다.19) (17)의 경우 점친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正面에 ‘允使率以肩芻’(정말 率

을 보내어 肩芻를 이끌고 왔다.)라는 驗辭 기록이 보이고 있어, 占辭의 ‘其使’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각각의 卜辭는 모두 反面 占辭에 해당하는 正面의 

위치에 기록되어 있다. (18)은 같은 正面에 ‘壬子卜, 王貞: 不以.’(壬子일에 王이 

점쳐 묻다. ‘데리고 오지 말까요?’)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으나, (18)의 占辭가 이에 

18) 예문으로 제시된 卜辭의 일부는 筆 의 논문 <殷墟賓組卜辭 驗辭硏究>(《中語中文學》 

第59輯, 2014.12)에서도 사용되었다. 驗辭가 보이는 卜辭에는 占辭가 기록된 경우가 

많아 본 논문에서도 일부 예문이 중복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19) 예문 (16)의 해석을 ‘其令은 복사에 자주 보이는 帝其令雨의 내용인 점을 고려. 길할 

것이다.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라는 심사자의 의견이 있었다. 참고로 제시한다. (16) 

외에 《合》 419反에도 같은 내용의 占辭가 反面 중앙에 새겨져 있는데, 正面의 양 끝

에는 ‘貞: 令 歸求我’, ‘勿令 ’의 卜辭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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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 王占曰：若

‘王占曰：吉’과 유사한 문형으로 ‘王占曰：若’을 들 수 있다. ‘若’은 ‘순조롭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吉’과 마찬가지로 점친 내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20) 王占曰：若. 《合》 5611反,  《合》 16403,  《合》 17677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순조로울 것이다’.)

(20)의 예들은 모두 命辭에서 ‘若’할 것인지를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해 占辭에서 

순조로울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즉 命辭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예언한 것이

다. 앞의 ‘吉’이 命辭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길흉에 관한 판단을 내렸다면, 여기

서의 ‘若’은 질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예언으로, 똑같은 肯定의 예언일지라도 차이

를 보인다. ‘吉’과 ‘若’이 함께 출현하는 예를 통해서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21) 庚申卜, 古貞: 王使人于阝夷 , 若. 王占曰：吉, 若. 

(庚申일에 古가 점쳐 묻다. ‘왕께서 阝夷 지역에 사람을 보내면 순조로울까

요?’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하여 순조로울 것이다’.)

貞: 勿使人于阝夷, 不若. 《合》 376正

(묻다. ‘阝夷 지역에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순조롭지 않을까요?’ )

(22) 往令 [王占]曰：吉, 若. 《合》 16323

(‘...가서 명령하면...’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하여 순조로울 것이다’.)

(21)의 命辭에서는 ‘阝夷 지역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순조로울지’를 물었고, 왕은 

이에 대해 ‘길하여 순조로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吉’은 점

친 내용의 방향성에 대한 예언이며, ‘若’은 命辭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20)

20) (22)의 경우 命辭의 내용이 훼손되어 占辭의 ‘吉’과 ‘若’의 성격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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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否定의 豫

肯定의 占辭가 ‘吉’이라는 형태의 특징적인 문형으로 대표된다면, 否定 형태의 

예언에도 이와 같은 대표성을 갖는 문형이 존재한다. 

1) 王占曰：有咎 

‘咎’는 卜辭에서 ‘ ’로 쓰이며, 보통 ‘구하다’의 의미인 ‘求’와 ‘재앙’을 뜻하는 ‘咎’

로 읽힌다.21)

(23) 癸丑卜, 爭貞: 旬無憂. 王占曰: 有咎, 有夢. 甲寅, 允有來艱, 左告曰: 

有 芻自溫十人又二. 《合》 137正

(癸丑일에 爭이 점쳐 묻다. ‘10일간 근심될 일이 없을까요?’ 왕이 판단하

여 말하다. ‘우환이 있을 것이며, 꿈을 꾸었다.’ 甲寅일에 정말 문제가 발

생하여 左가 보고하다. ‘溫 지역으로부터 芻 12명이 달아났다.’)

(24) 王占曰: 有咎. 五日丁未, 在敦 羌. 《合》 139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우환이 있을 것이다.’ 5일째인 丁未일에 敦 지역

에서 羌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占辭는 卜旬卜辭에서 출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향후 10일

간 우환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예언으로 제시되었다. 卜旬卜辭에서 占辭가 

기록될 경우, ‘吉’ 등의 긍정적인 예언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有咎’의 형태로 출현

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우 驗辭가 함께 기록되어 우환의 내

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으로 볼 때 다음 

占辭의 ‘有’ 뒤에 훼손된 내용도 ‘咎’로 유추할 수 있다.

(25) 憂. 王占曰: 有  《合》 17710

운 점이 있으나, 앞의 예들로 미루어 볼 때 命辭에서 점친 내용이 순조로울지를 물은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占辭에서 ‘王占曰: 吉, 若’이라 예언한 예는 

보이나 ‘王占曰: 若, 吉’이라 판단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21) ‘咎’에 관한 釋은 裘錫圭 <釋｢求｣>, 《古文字論集》(北京, 中華書局, 1992), 59-69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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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될 일이...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있을 것이다...’)

(26) 癸卯卜, 貞: 王占曰: 有咎 驟風, 之夕 羌五.  《合》 367正

(癸卯일에 이 점쳐 묻다...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우환이 있을 것이

다.’...바람이 불었고 그날 밤...羌 다섯 명이...’)

(25)는 占辭와 命辭 대부분이 훼손되었으나 ‘王占曰’ 앞의 ‘憂’라는 命辭로 볼 

때 卜旬卜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占辭의 내용도 ‘有咎’로 시작되는 것으로 분

석된다. 반대로 (26)의 경우 占辭에 ‘有咎’라는 내용이 출현하는 것으로 볼 때, 훼

손된 命辭는 ‘旬無憂’의 卜旬卜辭임을 알 수 있다. 

‘有咎’ 뒤에 ‘其有來艱’이 관형적으로 함께 기록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27) 王占曰: 有咎, 其有來艱. 《合》 583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우환이 있을 것이며, 어려움이 이를 것이다.’)

(28) 旬無憂. 王占曰: 有咎, 其有來艱. 《合》 6063正

(... ‘10일간 근심될 일이 없을까요?‘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우환이 있을 

것이며, 어려움이 이를 것이다.’)

(29) 王占曰: 有咎, 其有來艱. 八日庚 雉有 曰 .  《合》 7153正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우환이 있을 것이며, 어려움이 이를 것이다.’ 8일

째 되는 庚...雉가 을 올려 ‘ ’이라 하였다.)

모두 卜旬卜辭의 占辭들로, ‘有咎’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판단된다.

2) 王占曰：其有來艱 

‘有咎’와 함께 否定의 예언을 담당하는 문형으로 ‘其有來艱’을 들 수 있다. ‘艱’은 

卜辭에서 재난, 어려움 등의 뜻을 담고 있으며, 앞의 ‘有咎’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22) 

22) 이 유형의 占辭에는 ‘王占曰: 艱’(《合》 199, 《合》 7193, 《合》 7194 등)이나 ‘王占曰: 

有咎, 艱’(《合》 4288反, 《合》 4307反 등), ‘王占曰: 其來艱’(《合》 11460反 등)의 내

용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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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王占曰: 其有來艱. 《合》 4518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어려움이 이를 것이다.’)

(31) 王占曰: 其有來艱, 迄至  《合》 6093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어려움이 이를 것이다...이르러...’)

(32) 王占曰: 其有來[艱] 《合》 17735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어려움)이 이를 것이다.’)

이 문형이 앞의 ‘有咎’와 다른 점이라면 卜旬卜辭뿐만 아니라 다른 命辭의 占辭

로도 쓰인다는 점이다. (30)의 正面은 ‘壬申卜, 亘貞: 其有來 ’로 卜旬卜辭가 아

니며, (32)의 경우 ‘[癸]未 貞: 旬無憂’의 卜旬卜辭가 기록되어 있다. 즉 ‘有咎’가 

卜旬卜辭의 우환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쓰였다면, ‘其有來艱’은 命辭에서 점쳐진 내

용이 나쁜 방향으로 일어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王占曰：不吉

肯定의 예언인 ‘吉’이 매우 흔하게 보이는 반면, 否定의 뜻을 지닌 ‘不吉’은 제한

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대부분 특정 조건에 따라 ‘吉’하거나 ‘不吉’하다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점친 내용에 대해 ‘不吉’이라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아래의 몇몇 예에 불과하다.

(33) 癸未卜, 爭貞: 旬無憂. 王占曰: 不吉. 《合》 16794

(癸未일에 爭이 점쳐 묻다. ‘10일간 근심될 일이 없을까요?’ 왕이 판단하

여 말하다. ‘吉하지 않을 것이다.’)

(34) 王占曰: 不吉. 《合》 716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吉하지 않을 것이다.’)

(35) 王占曰: 不吉, 其以齒. 《合》 5658正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吉하지 않을 것이다, 齒를 이끌고 오는 것이.’)

(36) 王占曰: 丙戌其雨, 不吉. 《合》 559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丙戌일에 비가 올 것이며 吉하지 않을 것이다.)

(33)은 卜旬卜辭이다. 일반적인 형태인 ‘有咎’로 예언하지 않고 ‘吉’하지 않다고 

예언하였다. (34)는 反面에 새겨진 占辭로, 正面에는 제사와 전쟁에 관련된 卜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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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전쟁 관련 命辭에 대해 예언한 것으로 파악된다.23) 

(36)의 占辭도 反面에 새겨져 있다. 正面에 여러 卜辭가 함께 기록되어 있고 내용

도 관련이 없어, 어느 卜辭에 대한 占辭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왕이 ‘丙戌일

에 비가 올 것이며 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날씨에 대해 한 예언임은 분명하

다. 이러한 예들로 볼 때, 賓組에서는 ‘不吉’이라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상황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條件에 따른 吉凶 判斷 

占辭에는 점친 내용에 대해 바로 肯定이나 否定의 예언을 내리지 않고, 조건에 

따라 吉凶의 여부를 나누어 판단하는 유형이 존재한다. 이 경우 占辭에 ‘惟’가 사용

되어 뒤의 대상이 초점(중심내용)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24) ‘惟’는 甲骨文에서 

‘ ’로 쓴다. 

1) 王占曰：惟+조건

‘惟’가 강조하거나 부각하는 내용 중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이 干支이다.

(37) 辛未卜, 貞: 婦奻娩嘉. 王占曰: 其惟庚娩嘉. 三月. 庚戌娩嘉.

《合》 454正

(辛未일에 이 점쳐 묻다. ‘婦奻이 분만하는데 (결과가) 嘉할까요?’ 왕

이 판단하여 말하다. ‘庚일에 분만하면 嘉할 것이다.’ 3월. 庚戌일에 분만

하였는데 (결과가) 嘉했다.)

(38) 丁酉卜, 賓貞: 婦好娩嘉. 王占曰: 其惟甲娩有咎有  《合》 13996

(丁酉일에 賓이 점쳐 묻다. ‘婦好가 분만하는데 (결과가) 嘉할까요?’ 왕

이 판단하여 말하다. ‘甲일에 분만하면 우환이 있을 것이며...’) 

23) 正面에는 ‘呼比丹伯’, ‘勿呼比丹伯’의 貞卜辭와 ‘惟若’의 내용이 보이고 있고, 예문의 

占辭는 이 내용의 反面에 기록되어 있다. 

24) ‘惟’가 초점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張玉金 《甲骨文虛詞詞典》(北京, 中華

書局, 1994), 193-2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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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들은 모두 ‘婦’ 신분의 여인들의 출산과 관련된 卜辭로 분만의 결과에 대

해 점친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 왕은 특정 天干일을 제시하여 날짜에 따라 결과가 

어떠할지 예언하고 있다.

(39) 癸巳卜, 賓貞: 臣 . 王占曰: 吉, 其 惟乙、丁. 七日丁亥既 . 

《合》 643正丙

(癸巳일에 賓이 점쳐 묻다. ‘臣이 잡을까요?’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

하며, 乙일이나 丁일에 잡을 것이다.’ 7일째인(7일 전) 丁亥일에 이미 잡

았다.)

앞에서는 먼저 干支가 제시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 예언하였는데, 

(39)의 경우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뒤이어 조건인 干支를 제시하였다. 天干이 ‘乙’

이나 ‘丁’일이면 ‘잡을 것이다’라는 왕의 예언은 驗辭를 통해 증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王占曰：惟+조건, 惟+조건

‘惟’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사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는 ‘吉’의 의미를 다른 

하나는 ‘凶’의 의미를 갖는다. 

(40) 王占曰 其橐, 其惟乙出吉, 其惟癸出有咎. 《合》 113甲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橐하는데 있어 乙일에 나가면 길할 것이나 癸

일에 나가면 우환이 있을 것이다.’)

(41) 己卯卜, 古貞: □ 芻自 . 王占曰: 其惟丙戌 有尾, 其惟辛 . 

(己卯일에 古가 점쳐 묻다. ‘...가 에서 도망한 芻를 잡을까요?’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丙戌일에 잡으면 尾가 있을 것이고, 辛일이면 할 것

이다.’)

[己]卯卜, 古貞: □芻自 ,□不其 . 《合》 136正 

([己]卯일에 古가 점쳐 묻다. ‘ 에서 ...芻를 ...가 잡지 못할까요?’ ) 

王占曰: 其惟[丙]戌 有若, 其惟辛 . 《合》 136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丙戌일에 잡으면 순조로울 것이고, 辛일이면 

할 것이다.’)

(41) 正面 占辭의 ‘尾’와 ‘ ’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尾’의 



殷墟賓組卜辭 占辭 硏究  201

경우, 否定 어기로 점친 卜辭의 占辭에서 ‘尾’ 대신에 ‘若’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肯定의 의미이며 ‘吉’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날짜에 따라 하나는 ‘吉’로 다른 

하나는 ‘凶’으로 판단하는 일반적인 형식으로 볼 때, 뒤의 ‘ ’는 ‘凶’에 해당할 가능

성이 크다. 즉, 도망친 ‘芻’를 잡으러 갈 때 점친 다음 날인 ‘丙戌’일이라면 순조롭

게 잡을 것이며, ‘辛’을 天干으로 하는 날이라면 좋지 못할 것이라 예언한 것으로 

판단된다.

‘惟+조건, 惟+조건’의 유형에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는 ‘吉’의 의미를, 다른 하나

는 ‘凶’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둘 다 ‘吉’이거나 ‘凶’으로 예언한 예도 존재한다. 

(42) 壬寅卜, 賓貞: 今十月雨. 《合》 809正

(壬寅일에 賓이 점쳐 묻다. ‘올 10월에 비가 올까요?’)

王占曰: 其雨惟庚吉, 其惟辛雨引吉. 《合》 809反25)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비가 庚일에 오면 길하고, 辛일에 오면 더욱 길

할 것이다.’)

(43) 癸未卜, 永貞: 旬無憂. 七日己丑, 友化呼告曰: 方圍于我奠豐. 七

月. 《合》 6068正

(癸未일에 永이 점쳐 묻다. ‘10일간 근심될 일이 없을까요?’ 7일째인 己

丑일에 友化가 명하여 보고하다. ‘ 方이 우리 奠豐 지역을 포위하였

다.’ 7월.)

王占曰: 有咎, 其有來艱, 其惟丙不吉, 其惟 不 《合》 6068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우환이 있을 것이며, 어려움이 이를 것이다. 丙

일이면 길하지 않을 것이며,...않을 것이다.’)

(42)는 올 10월에 비가 올지를 점친 卜辭이다. 이에 대해 왕은 天干이 ‘庚’일인 

날에 비가 오면 길할 것이며, ‘辛’일인 날에 비가 온다면 더욱 길할 것임을 예언하

였다.26) (43)은 卜旬卜辭로 命辭와 驗辭는 正面에 占辭는 反面에 새겨져 있으

25) 이 卜辭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 줄로 기록되었다. 첫 줄에 ‘王占曰: 其雨惟庚

其’가 새겨져 있고, 두 번째 줄부터 ‘惟辛雨引吉’가 기록되어 있다. 첫째 줄의 ‘庚’ 옆에 

‘引吉’의 ‘吉’이 새겨져 있어, 筆 는 이 ‘吉’이 ‘庚吉’과 ‘引吉’로 두 번 읽힌다고 판단하

였다. 卜辭에는 行款의 위치에 따라 한 글자를 두 번 사용하는 ‘借字’현상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은 拙著 《甲骨文例硏究》(台北, 台灣古籍出版有限公司, 2003), 492-530쪽 

참조.

26) 이 외에도 둘 다 ‘吉’의 의미로 예언한 예로 《合》 14002正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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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환이 있을 것이라는 왕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有咎, 其有來艱). 특히 天干

이 ‘丙’일인 날은 길하지 않을 것이라 예언하였으며, 이어진 내용에도 ‘惟’와 ‘不’이 

보이고 있어 역시 특정한 天干일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으로 판

단된다.

4. 直接的 豫  

‘肯定’과 ‘否定’ 또는 ‘條件에 따른 吉凶 判斷’ 외에도, 命辭에서 점친 내용에 대

해 왕이 직접적으로 ‘답안’을 제시한 경우도 흔하게 보인다. 여기서는 형식을 유형

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유형화가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其

他’라는 항목으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王占曰：(不)其+내용

직접적인 예언의 유형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형식은 바로 ‘其+내용’이다. ‘其’는 

卜辭에서 命辭와 占辭에 모두 쓰이며 각각의 상황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다. 

命辭에서는 주로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지만, 占辭에서 추측의 어기를 나타낸다.27)

(44) 己卯卜, 爭貞: 今夕 王占曰: 其雨. 之夕 《合》 11917

(己卯일에 爭이 점쳐 묻다. ‘오늘 저녁...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비가 올 

것이다.’ 그날 저녁...’)

(45) 甲辰卜, 亘貞: 今三月光呼來. 王占曰: 其呼來, 迄至[惟]乙. 旬又二日

乙卯, 允有來自光以羌[芻]五十. 《合》 94正

(甲辰일에 亘이 점쳐 묻다. ‘올 3월에 光이 명하여 보내올까요?’ 왕이 판

단하여 말하다. ‘명하여 보내올 것이며, 乙일까지 이를 것이다.’ 12일째인 

乙卯일에 정말 光으로부터 羌芻 50명을 데리고 왔다.)

(46) 卜, 亘貞: 逐兕獲 占曰: 其獲. 己酉王逐允獲二.  《合》 10398

(...亘이 점쳐 묻다. ‘兕를 쫒으면 잡을 수 있을까요?’ 왕이 판단하여 말

하다. ‘잡을 것이다.’ 己酉일에 왕이 쫓았는데 정말 두 마리를 잡았다.)

27) ‘其’의 용법에 대해서는 張玉金 《甲骨文虛詞詞典》(北京, 中華書局, 1994), 140-175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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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王占曰: 不其來 《合》 19397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오지 않을 것이다.’)

예문에서는 ‘其雨’, ‘其呼來’, ‘其獲’ 등의 내용으로, 각각 命辭에서 점친 ‘今夕 ’, 

‘光呼來’, ‘逐兕獲’에 대한 예언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서 행위의 주체나 대상인 ‘光’

과 ‘兕’는 생략하였다. 否定의 뜻을 나타낼 때는 (47)에서 쓰인 바와 같이 ‘其’ 앞에 

‘不’이나 ‘弗’, ‘毋’ 등의 否定詞를 넣어 답한다.28) 

‘其’ 앞에 시간이 제시된 예도 보인다. 

(48) □午卜, 貞: 我 [王]占曰: 辛其雨 日辛丑允[雨]. 《合》 11851正

(...午일에 이 점쳐 묻다. ‘우리...’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辛일에 비가 

올 것이다...’ ...일째인 辛丑일에 정말 비가 내렸다.)

(49) 貞: 翌辛丑不其啓. 王占曰: 今夕其雨, 翌辛 之夕允雨, 辛丑啓. 

《合》 3297反

(묻다. ‘다음날 辛丑일에 날이 개지 않을까요?’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오

늘 저녁에 비가 올 것이고 다음날인 辛...그날 저녁에 정말 비가 왔고, 辛

丑일에 날이 개었다.)

(49)는 날이 갤지를 묻는 卜辭로, 점친 당일 저녁에 비가 올 것이라는 왕의 예

언이 기록되어 있다. 예언 중 ‘其雨’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今夕’을 써서 비가 오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였다. 

2) 王占曰：惠+내용

‘惠’는 甲骨文에서 ‘ ’로 쓰며, 卜辭에서는 뒤의 대상이 초점임을 나타낸다. 특

히 占辭에서는 기원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도도 담고 있으며,29) ‘惠’ 

뒤에는 ‘동사’나 ‘天干’이 온다. 

(50) 辛酉卜, 貞: 各化其翦30) . 《合》 6653正

28) ‘弗’과 ‘毋’가 쓰인 예는 매우 드문데, 각각 ‘王占曰: 弗其取’(《合》 8870), ‘王占曰: 丁

巳我毋其翦, 于來甲子翦’(《合》 6834正)이 있다. 

29) 張玉金 《甲骨文虛詞詞典》(北京, 中華書局, 1994), 115-1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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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酉일에 이 점쳐 묻다. ‘ 各化가 을 꺾을까요?’)

王占曰: 惠既. 《合》 6653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끝났을 것이다.’)

(51) 王占曰: 惠既. 三日戊子允既, 翦 方. 《合》 6648正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끝났을 것이다.’ 3일째인(3일 전) 戊子일에 정말 

끝나 方을 꺾었다.)

(52) [王]占曰: 惠既惟丙. 《合》 17794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끝났을 것이다, 丙일에.’)

(53) 丁巳[卜], 亘貞 王占曰: 惠出.

(丁巳일에 亘이 점쳐 묻다...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나올 것이다.’)

(54) 王占曰: 翦惟庚, 不惟庚惠丙. 《合》 5775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꺾을 것이다, 庚일이면, 庚일이 아니면 丙일일 

것이다.’)

(50)에서 (53)은 모두 ‘惠+부사(동사)’의 문형으로 출현하였으며 대부분 ‘惠既’

로 쓰였다. ‘既’는 ‘이미’의 뜻으로, 어떠한 일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50)은 전쟁과 

관련된 卜辭로 ‘ 各化’가 ‘ ’이라는 적을 꺾을 수 있을지를 점쳤는데, 왕은 이에 

대해 ‘旣’라 답하여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惠’는 강조의 역할과 함께 

왕의 기원을 담고 있다. (51)은 ‘庚寅’일에 점친 卜辭와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50)의 命辭와 같은 내용을 보이고 있어, 관련 사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占辭에서 

‘끝났을 것’이라는 왕의 예언은 驗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점친 ‘庚寅’일의 3일 

전인 ‘戊子’일에 이미 ‘ 方’을 꺾어 끝났음을 기록하였다. (52)는 占辭만 남아 있

으며, (53)은 命辭가 훼손된 상태로 前辭만 보이고 있다. 占辭에서는 ‘惠’와 ‘出’을 

함께 써서 ‘나오기’를 바라는 왕의 염원을 담아 기록하였다. (54)는 ‘惠+干支’의 문

형으로 앞의 결합 형태와는 다르나, ‘丙’ 앞에 ‘惠’를 써서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庚’

일에 ‘翦’하지 못할 경우 그 날이 ‘丙’일이 되기를 희망하는 왕의 기원을 담고 있다.

‘惠+동사’의 문형이 占辭에 쓰이며 특히 ‘惠既’로 기록된 내용이 다수 보이는 것

으로 볼 때, 다음의 예들도 占辭로 판단 가능하다. 

30) ‘翦’에 관한 내용은 陳劍 <甲骨金文“ ”字補釋>, 《甲骨金文 釋論集》(北京, 線裝書

局, 2007), 99-106쪽 참조.



殷墟賓組卜辭 占辭 硏究  205

(55) 曰: 惠既 《合》 16058

(...말하다. ‘끝났을 것이다...’)

(56) 貞: 曰: 惠既. 己卯 獲羌  《合》 163

(... 이 묻다. ‘ ...’ ...말하다. ‘끝났을 것이다.’ 己卯일에...羌을 잡

아...)

특히 (56)의 문형을 앞의 (50)에 대입해 보면, ‘ ’ 이하는 命辭이며 ‘曰: 惟

既’는 占辭로 ‘王占’이 훼손된 형태이고, ‘己卯’일부터 문장 끝까지는 驗辭로 분석할 

수 있다. 즉 貞人 ‘ ’이 ‘ ’의 직책을 가진 ‘ ’이라는 인물에 관한 점을 쳤고, 왕

이 이에 대해 ‘既(끝났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는 驗辭의 기록 ‘己卯일에 羌族 사람을 잡았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羌’ 이하는 

숫자로 本이 훼손되어 불분명하나 열 명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31)

3) (不)惟+내용

‘條件에 따른 吉凶 判斷’에서 언급했듯이 ‘惟’는 卜辭에서 뒤의 대상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占辭에서의 용법은 모두 같지만, ‘惟’가 강조하는 내용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앞에서 다룬 내용에서는 뒤에 나온 ‘干支’를 강조하여 

‘惟’가 이끄는 조건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게 했다면, 여기서는 命辭에서 제시한 질

문의 초점을 같이 강조하여,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惟+祖上神+動詞’의 문형일 경우 祖上神이 행위(동사)의 주체가 됨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57) 貞: 惟父乙 婦好.

(묻다. ‘父乙께서 婦好를 하시는 건가요?’)

貞: 不父乙 婦好. 《合》 6032正

(묻다. ‘父乙께서 婦好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王占曰: 惟父乙 . 《合》 6032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父乙께서 하시는 것이다.’)

31) 훼손된 숫자는 분명하지 않으나 本으로 볼 때 10 또는 20, 30의 合文(2개 이상의 

글자를 한 글자의 형태로 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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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貞: 惟帝害我年. 

(묻다. ‘帝께서 우리 농사를 해하시는 건가요?’)

貞: 不惟帝害我年. 《合》 10124正

(묻다. ‘帝께서 우리 농사를 해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王占曰: 不惟帝害, 惟由. 《合》 10124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帝께서 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由이다.’) 

(59) 壬寅卜, 賓貞: 若茲不雨, 帝惟茲邑寵, 不若. 二月.  《合》 94正

(壬寅일에 賓이 점쳐 묻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 帝께서 이 邑을 寵하여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2월.)

王占曰: 帝惟茲邑寵, 不若. 《合》 94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帝께서 이 邑을 寵하여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다.’)

(60) 辛卯卜, 亘貞: 父乙害王. 王占曰: 父乙害, 惟不循.32) 《合》 766正

(辛卯일에 亘이 점쳐 묻다. ‘父乙께서 왕을 해하시는 건가요?’ 왕이 판단

하여 말하다. ‘父乙께서 해하시는 것이나, 循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 예문의 ‘ ’, ‘寵’, ‘害’는 모두 ‘咎’와 같은 ‘凶’의 의미를 나타낸다. (57)에서는 

‘惟’를 사용하여 ‘婦好’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父乙’인지를 물었으며, 왕은 바로 

‘父乙’가 행위의 주체임을 예언하였다. (58)에서는 농사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帝’

인지를 물었는데, 왕은 ‘帝’가 아니라 ‘由’라고 예언하였다. (57)과 (58)에서 ‘惟’가 

강조하는 것이 해를 끼치는 ‘주체’였다면, (59)에서는 帝가 ‘寵, 不若’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60)의 경우 왕에게 해를 끼치는 ‘父乙’의 ‘행위’가 예언의 초점으

로 강조되었다. 

4) 其他

왕의 직접적인 예언 중 ‘其’나 ‘惠’, ‘惟’는 왕의 추측이나, 기원, 강조의 어기들을 

나타내는 장치로 사용되었으며, 앞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占辭에는 ‘其’나 ‘惠’같은 장치 없이 예언한 예들도 자주 보인다.

32) ‘害王. 王’에서 ‘王’은 한 번만 쓰였으나, 한 글자를 두 번 사용한 ‘借字’현상으로 판단하

여 釋文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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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丙寅卜, 貞: 來乙亥賜日.

(丙寅일에 이 점쳐 묻다. ‘오는 乙亥일에 날이 맑을까요?’)

丙寅卜, [ ]貞: 來[乙]亥[不]其賜[日. 王]占曰: □乃玆[不]賜日. 

[乙]亥[允]不[賜]日, 雨. 《合》 655正甲

(丙寅일에 이 점쳐 묻다. ‘오는 乙亥일에 날이 맑지 않을까요?’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이...맑지 않을 것이다.’ 乙亥일에 정말 맑지 않고 비

가 왔다.)

(62) 辛巳卜, 丙貞: 般往來無憂. 《合》 152正

(辛巳일에 丙이 점쳐 묻다. ‘般이 오가는데 우환이 없을까요?’) 

王占曰: 無憂. 《合》 152反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우환이 없을 것이다.’)

(63) 庚戌卜, 亘貞: 王弗疾肩. 王占曰: 勿疾. 《合》 709正

(庚戌일에 亘이 점쳐 묻다. ‘왕의 어깨에 병이 나지 않을까요?’ 왕이 판단

하여 말하다. ‘병이 나지 않을 것이다.’) 

(61)은 다가올 ‘乙亥’일에 날이 맑을지를 점쳤는데, 왕은 ‘맑지 않을 것’이라는 직

접적인 예언을 제시하였다. 함께 기록된 驗辭에도 ‘乙亥’일에 비가 내려 왕의 예언

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62)는 ‘般’이 먼 길을 가는 동안의 안위에 

대해 점친 것으로, ‘우환이 없을 것’이라는 왕의 예언이 보인다. (63)은 왕의 질병

과 관련된 것으로, 역시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분류한 유형들은 각각의 형태를 기본으로 사용되거나, 두 가지 이상이 

함께 결합하여 다양한 조합으로 쓰이기도 한다. 

(64) 王占曰: 吉, 我受黍年, 丁其雨吉, 其惟乙雨吉. 《合》 9934正

(왕이 판단하여 말하다. ‘길하여 黍에 풍년이 들 것이니, 丁일에 비가 내

려 길할 것이며, 乙일에 비가 내려도 길할 것이다.’)

예문에서는 ‘吉’할 것이라는 가장 흔하게 보이는 문형은 물론, ‘시간+其+내용’의 

추측의 문형이 사용되었으며, ‘惟+干支’라는 조건 형태의 문형도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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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語

본 논문에서는 殷墟甲骨卜辭 중 1期에 해당하는 賓組의 占辭를 대상으로, 卜辭

에서의 ‘出現 形態’와 ‘豫  類型’ 두 가지 항목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占辭의 ‘出現 形態’에서는, ‘卜辭에서의 형식’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行款

에서의 출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占辭는 命辭 뒤에 온다는 일반적인 

위치 외에도 命辭가 생략되어 前辭 뒤에 바로 올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行款에

서의 위치 또한 前辭에서 占辭까지 한 면에 기록되는 것을 기본으로, 占辭만 따로 

反面에 기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때 驗辭는 占辭와 함께 기록되거나 正面

의 命辭 뒤에 위치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豫  類型’에서는 ‘肯定의 豫 ’과 ‘否定의 豫 ’, ‘條件에 따른 吉凶 判斷’, ‘直

接的 豫 ’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해당 유형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문형을 도출하

여 제시하였다. ‘肯定의 예언’은 ‘吉’이나 ‘若’을 사용하고, ‘否定의 예언’은 ‘有咎’, 

‘其有來艱’의 형식이 있으며, ‘不吉’은 매우 제한적으로 쓰임을 지적하였다. ‘條件에 

따른 吉凶 判斷’에서는 ‘惟’가 사용되어 해당 내용을 조건으로 吉凶을 나누어 예언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直接的 豫 ’에서는 ‘其’, ‘惠’, ‘惟’와 같은 

특정 표지가 사용되어, 왕의 추측이나 기원, 강조의 어기를 나타냄을 밝혔다. 이 외

에 유형화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其他’로 다루어 命辭의 질문에 대한 왕의 직접적인 

판단을 실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賓組 占辭의 형식적

인 측면을 槪觀하였으며, 왕의 예언이 어떠한 유형으로 기록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甲骨은 완전한 형태의 것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

부분 깨지거나 훼손된 형태로 보존, 수록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占辭를 추출할 

때, 많은 수의 甲骨片이 쪼개진 형태로 命辭 없이 占辭만 기록되어 있어 해당 占

辭가 무엇에 대한 예언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훼손이 적은 甲

骨片일지라도 龜甲의 경우 反面에 시행된 鑽鑿으로 인해, 기록된 占辭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논문에서는 命辭가 기록되어 있거나, 占辭만 있을지라

도 비교적 완전하고 식별 가능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분석된 

내용에 일부 오류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

은 절대적인 결론으로 볼 수는 없으며, 占辭의 형태와 예언의 유형, 문형 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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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賓組 占辭를 槪觀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본 논문에서 占辭의 형식적인 측면만 

다루었다는 점이다. 본래 형식적인 측면은 물론 占辭가 어떤 유형의 卜辭에서 출현

하는지와 각각의 내용, 驗辭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하였으나, 紙面의 

제한으로 함께 논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

은 이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따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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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以殷墟賓組卜辭為研究對象，對其占辭的出現形態和預言類型進行研

究，得出了以下成果：
首先，在占辭的‘出現形態’中，說明卜辭的形式，同時具體地指出了其行款上

的出現情況。
一、占辭除一般刻在命辭後外，還可位於前辭之後（這時命辭被省略）；
二、在行款上，大多數卜辭都刻在同一處（甲骨的正面或反面）。有時又把占

辭刻於甲骨反面，這時驗辭則可和占辭刻在一起，或可位於正面的命辭之後。
再次，在占辭的‘預言類型’中，本文將其內容分為四種，即‘肯定的預言’，‘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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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預言’，‘依條件判斷吉凶’及‘直接預言’，並分析出特殊句型。
一、‘肯定的预言’有‘吉’和‘若’兩種；
二、‘否定的预言’則既有‘有咎’和‘其有来艰’，也有‘不吉’。而‘不吉’卻用得十分有

限；
三、‘依條件判斷吉凶’有‘惟’，先以‘惟’帶來特定條件，其後再判斷該內容會吉

或凶；
四、‘直接預言’有‘其’、‘惠’、‘惟’，用来表示王的推測、祈望或強調語氣。本文

又將難以分類的內容用‘其他’來處理，再舉例說明了王對命辭提問的直接判斷。

【主題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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