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飛御天歌≫의 협주에 나온 통용자에 대하여
여 채 려 (경 희 대 국 어 국 문 학 과 박 사 수 료 )
≪龍飛御天歌≫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다. 이 책은 125장의 국문 가사와 한역시,
그리고 여기에 덧붙인 주해로 구성되어 있다. ≪龍飛御天歌≫의 주해는 주로 한문으로 되어 중자 단행의 보주(補
註)와 소자 쌍행의 협주로 구분되어 있다. 소자 쌍행의 협주에는 한자의 음·형·의, 인명, 지명, 제도, 사실 등의 다
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아 있다. 그 동안 다루어진 많은 국어학 연구 성과들이 주로 국문 가사의 음운, 표기, 문
법, 그리고 협주에서 한글 표기로 된 지명, 인명 등의 어휘들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비해 협주에 수록된 한자의
발음, 통용자, 뜻풀이 등의 정보들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통용자의 경우, ≪龍飛御天歌≫의 협주에는 해당
한자어에 대한 통용자 관련 정보가 총 260자에 대해 322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古○字, 古作○, 本作○,
省作○, 書作○, 今作○, 俗作○, 與○通, 通作○, 與○同, ○同, 又作○, 亦作○, 或作○, 一作○’ 등과 같이 다양한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예컨대, ‘華 俗作花’, ‘犇 古奔字’, ‘陽 與佯通’ 등이 각각 이체자, 고금자(古今字), 가차자와
관련된 표현이다. 이러한 형식의 표현은 한편으로 한자 자의 주석의 일종으로 한자의 자형과 함께 그 의미와 용법
을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한자의 형성, 자형 변화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료가 되므로 문자학
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회》에서는 수록된 통용자 정보가 207개에 불과한 것
에 비하면 ≪龍飛御天歌≫에서 수록한 통용자 정보가 더 많은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龍飛御天歌≫ 협주에 수록
된 통용자 정보가 한자 또는 한자어에 연구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글은 ≪龍飛御
天歌≫의 협주에 기록된 통용자 관련 항목에 어떤 것이 수록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이러한 형식의
표현을 본자, 고금자, 이체자, 가차자 등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먼저 고금자, 이체자, 가차자의 개념과 특징 등을 소개하고 아울러 각각 해당 형식의 표
현이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각 형식에 해당 한자 및 그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
겠다. 다음으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한자들을 자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겠다. 그 결과, 본자 정보를 제공한
글자가 11자 있고, 고금자는 12자, 이체자는 131자, 가차자는 106자 있다. 전체 기술 형식에서 ‘通作○’ 유형은 142
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며 해당하는 한자는 101자가 있다. 그 중에서 ‘邪 通作耶’, ‘度 通作渡’, ‘陽 與佯通’은 각각
15회, 13회, 7회로 많이 나타난다. 전체 260자 중에서 대다수 한자에 통용자 관련 정보가 1회로 제공되어 있다. 일
반적으로 한 글자에 한 가지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進 本作賮 又作贐’처럼 한 한자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으
로 설명된 경우가 있다. 또 ‘予 通作與/與 通作予’, ‘坑 與阬同/阬 或作坑’처럼 서로 통용자로 설명된 경우도 있다.
이외에 통용자 정보를 통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컨대, ‘古○字’와 ‘今作○’라는 형식의
표현은 ≪龍飛御天歌≫ 주해의 편찬자들이 중국쪽의 전거(典據)를 발췌하였을 때 고자 자형의 변화 없이 그대로
활용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통해 ≪龍飛御天歌≫의 주해에 인용된 전거가 정확히 어떤 문
헌에 나왔는지 알 수 있다. 또한 ‘皆有次叙儀法【叙 通作序 次第也】<03:37a>’에서 ‘叙 通作序’를 통해 ‘叙’는 차례
를 뜻하는 ‘序’의 본자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次叙’가 없고 ‘次序’만 있다는 점, 그리고 ‘叙’와 ‘序’의 사용 양상
을 고려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어 ‘次序’는 ‘序’가 ‘叙’에서 ‘차례’의 뜻을 가차하면서 원래 있었던 ‘次叙’에
서 바뀐 것으로 보인다.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나온 통용자 정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한자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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