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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조선시대 국가전례사전 편찬 사업은 예교 국가의 중핵인 국가전례를 가장 기초
적․표준적 공구서인 사전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술 내용의 우수성․정확
성․통일성 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난이도 높은 작업이다. 이에 따라 국가전례사
전 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PC의 상용 프로그램인 MS 엑셀과 한/글을 응용한 표제
어 입력․분류 매크로, 표제어 서술 Template, 한자 사전, 키 매크로, 상용구, 빠른
교정 등을 자체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 결과물의 정
확성․통일성 등도 제고하였다.
2-1. 표제어 선정과 입력을 위한 MS 엑셀 매크로: MS Excel 기반의 표제어 입력
매크로를 자체 제작하여 총 8780단어의 표제어들을 효과적으로 선정․입력하였다.
2-2. 표제어 분류와 정리를 위한 MS 엑셀 정렬․편집 매크로: 8780 표제어는 연
구원들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24범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위해 표제어 분류와 정
리를 신속․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렬․편집 매크로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였
다.
① 標目 1148단어 ② 車馬 157단어 ③ 建築 675단어 ④ 官署 231단어 ⑤ 官職 1067
단어 ⑥ 軍陣 111단어 ⑦ 器皿 289단어 ⑧ 陵園 126단어 ⑨ 圖書 206단어 ⑩ 排班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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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단어 ⑪ 兵甲 165단어 ⑫ 服飾 715단어 ⑬ 山川 40단어 ⑭ 喪葬 361단어 ⑮ 神靈
116단어 ⒃ 神位 70단어 ⒔ 樂舞 607단어 ⒕ 飮食 234단어 ⒖ 儀仗 560단어 ⒗ 儀節
2358단어 ꊊ
ꊓ 制度 179단어 ꊊ
ꊔ 陳設 368단어 ꊊ
ꊕ 冊寶 68단어 ꊊ
ꊖ 기타 503단어
3-1. 한/글 스크립트 매크로를 활용한 표제어 서술 템플릿: 사전의 성패를 가름하
는 표제어 서술의 내용적 우수성․정확성․통일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술적 수
단으로서, 8780 표제어의 24분류에 맞춘 24종의 “맞춤형” 한/글 템플릿(각종 문서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안내 역할을 하는 틀․모형)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템플릿
에는 표제어 서술의 기본 원칙, 각종 집필 규약, 서술 순서, 필수 서술 항목, 문단
구성, 기본 문장 유형, 통일된 형식의 상용 단어, 문장 부호, 그림․참고 문헌 표기
법 등을 꼼꼼하게 기입하였다.
3-2. 한자 사전: 8780 표제어 및 국학․동양학 분야에서 상용되는 文․史․哲 관
련 전문 용어들을 망라한 57,000여 단어의 한자 사전을 제작․공유하고 있다.
3-3. 키 매크로, 상용구, 빠른 교정: 다양한 종류의 한/글 키 매크로(Alt+1~Alt+9),
상용구(Cont+F3), 빠른 교정(Shift+F8) 등을 활용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① 키 매크로: 한글+漢字(예: 향사한의享司寒儀)의 간편․신속한 자동 입력
(Alt+1), 참고 문헌의 자동 배열(Alt+2) 등 각종 입력 작업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매크로.
② 상용구: 길고 복잡한 문구(10자 이상)를 2~4자의 준말만을 입력한 후 Alt+i를
눌러 본디말 전체를 자동 입력시키는 기능. 입력 작업을 돕고 서술의 통일성을 제고
한다.
③ 빠른 교정(Shift+F8): 한/글 빠른 교정의 틀린 말-맞는 말 조합을 응용하여 원고
작성시 수시로 입력해야 하는 많은 연도와 王號 등을 간편하게 자동 처리할 수 있
다.
4. 한/글과 엑셀의 활용을 통해 국가전례사전 팀은 공동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였다. 엑셀 매크로를 활용한 효율적인 표제어 입력과 정리, 한
/글의 템플릿․한자 사전․매크로․상용구․빠른 교정 등을 이용한 편리한 원고 작
성 및 원고 내용과 수준의 통일 등은 국학․동양학의 다른 분야에도 원용할 수 있
다. 향후에도 PC의 효과적인 응용은 국학․동양학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국가전례사전 , PC, 한/글, MS 엑셀, 매크로, 템플릿, 상용구, 빠른 교정,
한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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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고성능 PC의 보급과 H/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각종 유용한 S/W의 개발과
전문화․다양화, 초고속 인터넷과 웹서비스를 활용한 네트워크의 향상 등은 자연
과학과 공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문학의 연구 활동에도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
었다. 수동 작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PC의 정보 처리 역량과 속
도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 과정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며 체계적인 DB의 집적을 용이하게 해 준다. 또한 공동 작업의 경우 연구원
간의 긴밀한 연락과 정보 교환, 협동과 분업, 과제 제출 등에서도 PC와 인터넷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 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
는 조선시대 국가전례사전 편찬 사업은 예교국가의 중핵인 국가전례를 다룬다
는 점에서, 게다가 그 내용을 가장 기초적이고 표준적인 공구서인 사전으로 정리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난이도 높은 작업이며, 그로 인해 서술 내용의 우수성, 정
확성, 통일성 등이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된다. 이같이 까다롭고 조심스러운
공동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PC의 기본 상용 프로그램인 한/글과 Excel 정도
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해도 연구원들의 시간과 수동 작업을 대폭 절감시키면서,
작업 전체의 효율성과 작업 결과물의 수준을 일정하게 제고할 수 있다. 이하 국
가전례사전 편찬팀에서 지난 1년 9개월 간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제작해서 사용한 엑셀의 매크로, 한/글의 Template(스크립트 매크로)과 한자 사전,
키 매크로, 상용구, 빠른 교정 등을 정리․소개함으로써, 인문학, 특히 국학 분야
에서 PC의 효율적 활용이 갖는 의미와 역할,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표제어 선정과 Excel의 활용
1) 표제어 입력 매크로
국가전례사전 편찬 사업의 1차년도(2005년 9월~2006년 8월) 계획 중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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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개월은 기본 전례서( 世宗實錄五禮儀 , 國朝五禮儀 , 國朝五禮序例 , 國朝
五禮儀考異 ,
五禮儀補序例 ,

國朝續五禮儀 ,
春官通考 ,

國朝續五禮儀序例 ,
大韓禮典序例 ,

國朝續五禮儀補 ,

國朝續

大韓禮典 )로부터 표제어를 추

출․선정하는 데 할애되었고, 이 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좀
더 효과적․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Microsoft사의 기본 프로그램인 Excel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1차년도 작업 결과로 선정된 표제어는 다음과 같다.

* 표제어 총수: 8780단어.
* 후보 표제어: 507단어.
* 2례 공통: 727쌍×2=1454+異體字 17단어=1471단어.
* 3례 공통: 299쌍×3=897단어+이체자 17단어=914단어.
* 4례 공통: 63쌍×4=252단어+이체자 3단어=255단어.
* 5례 공통: 26쌍×5=130단어+이체자 3단어=133단어.
* 2~5례 공통 표제어들의 중복 횟수를 뺀 순수 표제어(이체자는 계산에 포함됨):
8780-[(727)+(299×2)+(63×3)+(26×4)]=8780-(727+598+189+104)=8780-1618=7162단어.
* [가례] 2484어, [길례] 3421어, [군례] 453어, [빈례] 225어, [흉례] 2197어.

12명의 연구원(책임 연구원 6명, 박사급 보조 연구원 6명)이 분담하여 위의 표
제어를 추출․입력하는 과정에서 국가전례사전 편찬팀(이하 서술의 편의를 위
해 전례사전팀으로 약칭함)은 Excel 기반의 입력 Macro를 자체 제작하였다.

‘Macro’란 자료 입력이나 편집 과정에 수반되는 단순 반복 작업 ― 일련의 키보
드, 마우스 동작 ― 을 사용자가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마다 재생 단축키나
메뉴 버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동 수행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Excel
은 기본 시트 상태에서도 단순한 내용의 매크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좀더 복잡한 매크로는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를 통해 매우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각각의 매크로에 해당하는 재생 단축키나 메뉴 버튼을 사용자
가 임의로 지정해 줄 수 있다. 전례사전팀은 VBA를 통해 제작한 [표제어 입력 매
크로]를 활용하여 연구원 모두의 시간과 작업량을 단축․절감하였는데, 그 구체
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Excel 프로그램을 열고 [도구-매크로-Visual Basic Editor]를 실행하여 [표제어
입력 매크로]를 제작한다. 작성된 매크로의 내용을 일부 예시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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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제어 입력 매크로]의 Visual Basic Editor

2. 재생 단축키나 메뉴 버튼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보다 쉽고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생 단축키 대신 별도의 메뉴 버튼(

)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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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지정하였다. 여러 개의 단순 매크로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복합 매크로의 경
우에는 재생 단축키보다는 메뉴 버튼을 지정해 주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림 2> [표제어 입력 매크로]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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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표제어 입력 결과

3. 입력 작업을 위해 엑셀 파일을 열고 지정된 메뉴 버튼(

)을 클릭하

면, <그림 2>와 같이 사전 제작된 [표제어 입력 매크로]의 대화 상자가 뜬다. 여기
에서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버튼(

)을 클릭하면, <그림 3>과 같이 입력

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각각 적합한 열과 행 안으로 입력된다.

4. [표제어 입력 매크로]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다른 표제어들도 계속 입력한다.
입력 작업을 모두 완료하면 종료 버튼(

)을 클릭하여 [표제어 입력 매크

로] 대화 상자를 닫은 다음, 작업 내용을 저장한다.

5. 효과: [표제어 입력 매크로]를 활용하면, 수동으로 해당 열과 행을 찾아가면
서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보다는 시간과 공력을 절약하고 지루함을 줄일 수 있으
며, 열이나 행을 잘못 선택하거나 먼저 입력한 내용을 잘못 지우는 등의 실수도
방지할 수 있다.

2) 표제어의 분류와 정리 ― 정렬․편집 매크로
1차년도 전반기의 공동 작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표제어 8780단어(2례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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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표제어를 빼면 7162단어)는 연구원들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
이 2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24범주의 분류는 표제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자료 관리를 보다 효과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시도된 방법으로서, 절대
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편의적인 도구에 가깝다. 실제로 1차년도 후반기부터 본
격적으로 진행된 표제어 서술 작업에서 연구원별로 표제어 항목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24범주가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標目 1148단어

○車馬 157단어

○建築 675단어

○官署 231단어

○官職 1067단어

○軍陣 111단어

○器皿 289단어

○陵園 126단어

○圖書 206단어

○排班 285단어

○兵甲 165단어

○服飾 715단어

○山川 40단어

○喪葬 361단어

○神靈 116단어

○神位 70단어

○樂舞 607단어

○飮食 234단어

○儀仗 560단어

○儀節 2358단어

○制度 179단어

○陳設 368단어

○冊寶 68단어

○기타 503단어

24개 범주의 각각의 내용과 분류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標目: 기본 전례서에 수록된 독립된 편명과(편명 휘하의) 소제목을 뜻한다.
편명과 소제목이므로 서술 과정에서 절대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표
제어들이다. 따라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표목’임을 명시하는 동시
에 내용상의 분류도 함께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목+무엇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표목거마: 표목이면서 거마(~輿 ~輦 ~馬 ~駕 …등)
표목건축: 표목이면서 건축(~宮 ~殿 ~廟 …등)
표목군진: 표목이면서 군진(~軍 ~隊 ~衛 ~陣 …등)
표목기명: 표목이면서 기명(~鼎 ~簋 ~簠 …등)
표목능원: 표목이면서 능원(~陵 ~園 …등)
표목도서: 표목이면서 도서(~圖 ~書 …등)
표목배반: 표목이면서 배반(~位 ~次 ~班 …등)
표목병갑: 표목이면서 병갑(~兵 ~甲 ~刀~劍 …등)
표목복식: 표목이면서 복식(~服 ~袍 ~衣 ~裳 …등)
표목산천: 표목이면서 산천(~山 ~岳 ~川 ~江 …등)
표목상장: 표목이면서 상장(~墓 ~葬 ~棺 ~槨 …등)
표목신령: 표목이면서 신령/ 표목신위: 표목이면서 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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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악무: 표목이면서 악무(~樂 ~舞 …등)
표목음식: 표목이면서 음식(~膳 ~饌 ~餠 ~脯 …등)
표목의장: 표목이면서 의장(~仗 ~旗 ~幢 …등)
표목의절: 표목이면서 의절(~儀 ~禮 ~宴 ~饗 ~祭 ~祀 …등)
표목제도: 표목이면서 제도(~科 ~制…등)
표목진설: 표목이면서 진설(~卓 ~案~函 ~箱~席 …등)
표목책보: 표목이면서 책보(~冊 ~寶 ~印 ~狀 …등)
② 車馬: 국가 전례에 사용되는 각종 거마류. ~輿 ~輦 ~馬 ~駕(예외: 乘輿, 進輿,
乘馬, 乘輦 등 거마를 타는 행위는 의절로 분류하였다) ~亭(龍亭처럼 가마를 뜻하
는 亭).
③ 建築: 전례와 연관된 陵園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宮 ~殿 ~廟 ~堂 ~樓 ~閣

~門 ~階 ~亭 ~橋.
④ 官署: 전례 담당 부서(단체․기관의 의미). ~府 ~署 ~廳 ~館 ~院 ~庫.
⑤ 官職: 전례 담당관(개인적인 의미). ~官 ~者 ~使(예외: ‘倭使’, ‘外國貢使’ 등
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師 ~傅 ~人 ~士 ~姆 ~伶.
⑥ 軍陣: 전례와 연관된 軍事․군부대․방어 체계 등. ~軍 ~隊 ~衛 ~陣.
⑦ 器皿: 전례에 사용되는 각종 제기․식기․조리 기구. ~鼎 ~簋 ~簠 ~壺 ~尊

~盞 ~罍 ~巹 ~卮 ~盂 ~盒 ~甁 ~瓮 ~灌 ~匜 ~盤 ~彛 ~俎 ~籩 ~㽅 ~篚
⑧ 陵園: 전례와 연관된 능원. ~陵 ~園.
⑨ 圖書: 각종 禮制書. ~圖 ~書.
⑩ 排班: 전례에서 관원의 위치와 행렬 등에 관련된 항목들. ~位 ~次 ~班.
⑪ 兵甲: 전례에 사용되는 무기․갑옷류. ~兵 ~甲 ~刀 ~劍 ~刃 ~槍 ~斧 ~箭.
⑫ 服飾: 전례에 사용되는 의복과 장신구류(印綬도 포함됨). ~服 ~袍 ~衣 ~裳

~袴 ~裙 ~帶 ~飾 ~巾 ~帽 ~鞋 ~襪 ~冠 ~簪.
⑬ 山川: 전례와 연관된 산천류. ~山 ~岳 ~川 ~江 ~郊 ~海 ~瀆.
⑭ 喪葬: 喪禮와 연관된 제도․행위․관원․기구․도구 등. ~墓 ~葬 ~棺 ~槨.
⑮ 神靈: 전례와 연관된 신령류.
⒃ 神位: 전례와 연관된 각종 신위. ~神位 ~位 ~主.
⒔ 樂舞: 전례와 연관된 악무류. ~樂 ~舞 ~曲.
⒕ 飮食: 전례에 사용되는 각종 음식․음료․젓갈․양념류. ~膳 ~饌 ~餠 ~脯 ~
酒 ~茶 ~漿 ~醢 ~膋(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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⒖ 儀仗: 전례에 사용되는 각종 의장․병장기․깃발류. ~仗 ~旗 ~幢 ~杖 ~握 ~
扇 ~旌 ~旄 ~朶 ~帷 ~帳 ~棒 ~瓜 ~羃.
⒗ 儀節: ㉠ 독립된 儀禮․儀註․儀節 및 행사(연회․잔치 포함). ~儀 ~禮 ~宴

~饗 ~祭 ~祀. ㉡ 독립된 의례․의주․의절을 구성하는 각종 행위․시각․장소 등.
~嚴(초엄, 중엄 등) ~日 ~期 ~節.
ꊓ 制度: 각종 제도(科制, 學制 등…). ~科 ~榜 ~板 ~學 ~制度.
ꊊ
ꊔ 陳設: 전례에서 기물의 배치와 진열 등에 관련된 항목들. ~卓 ~案 ~函 ~箱
ꊊ

~席~座 ~屛 ~机 ~亭(小酒亭처럼 탁자를 뜻하는 亭) ~龕 ~盝.
ꊕ 冊寶: 전례와 연관된 玉冊․竹冊․金寶류. ~冊 ~寶 ~印 ~狀.
ꊊ
ꊖ 기타: ①~ꊊ
ꊊ
ꊕ의 범주로 분류하기 애매한 표제어들. ~燭 ~香 ~所 ~帖 ~牒 등.
이상의 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확정․분류된 8780단어의 표제어들을 모두 수합
하여 종합 정리하고 재분류․재분할하는 2차 가공 과정에서도 Excel의 강력한 기
능을 요긴하게 활용하였다. 선정된 표제어의 종합․정리를 위해서는 [정렬] 기능
이 필수적인데, 엑셀의 경우 한/글이나 워드 등의 일반 문서 프로그램과는 달리

A열부터 Z열까지(혹은 그 이상의) 모든 열을 기준으로 다양한 정렬 작업이 가능
하고, 복수의 열을 기준으로 삼아 정렬할 수도 있기 때문에(예: A열을 첫 번째,

B열을 두 번째, C열을 세 번째 기준으로 삼아서 가나다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
정렬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료를 더욱 세밀하게 분류․정리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내용과 항목을 지닌 일련의 자료들을 표 양식으로 입력․정
리하고자 할 때 Excel 만큼 강력하고 유용한 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다양한 정렬 과정을 매크로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마다 재생 단축키를 눌러 자동 시행시킬 수 있다는 점도 대단히 편리하
고 유용하다. 그 밖에 자료 정리와 편집 과정에서 수시로 요구되는 각종 단순 작
업들도 엑셀의 정렬․전환․편집 매크로 기능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2명의 공동 작업 결과를 모은 표제어 종합 파일(애초에는
연구원 순서대로 합쳐진 상태였음)을 ① 표제어의 가나다순, ② 오례(길례․흉
례․군례․빈례․가례)별 가나다순, ③ 24분류별 가나다순, ④ 분량별(대․중․
소) 가나다순, ⑤ 비고별 가나다순으로 모두 따로따로 정렬할 수 있고, 각각의 정
렬 과정마다 일일이 수동으로 명령하지 않고 매크로 단축키를 써서 간단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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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오례별 가나다순 정렬]의 매크로 단축키인 Ctrl+Shift+B를 누르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셀들이 선택되었다.

동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강력한 [정렬 매크로]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
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분류․정리된 전례사전팀 공통의 표제어 종합 엑셀 파일

30종을 만들었는데, 해당 파일들에는 모두 ① 표제어의 가나다순 정렬: ꍭ+ꍬ
+C ② 오례별 정렬: Ctrl+Shift+B ③ 24분류별 정렬: ꍭ+ꍬ+I ④ 분량별 정렬:
ꍭ+ꍬ+J ⑤ 비고별 정렬: ꍭ+ꍬ+K의 매크로 단축키가 저장되어 있다. 30종
의 표제어 종합 파일들 중 임의로 하나를 열어 [오례별 정렬 매크로]의 단축키인
ꍭ+ꍬ+B를 누르면 <그림 4>, <그림 5>와 같이 B열의 [오례]를 기준으로 한 가
나다순 정렬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①, ③, ④, ⑤의 정렬도 해당 매
크로 단축키를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자동 수행된다.
이상의 다양한 정렬 매크로 기능은 엑셀의 [도구-매크로-Visual Basic Editor]를
실행하여 작성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래의 <그림 6>과 같다.
전례사전팀의 핵심 공유 자료인 30종의 표제어 엑셀 파일들은 이상과 같은 다
양한 정렬 매크로 작업을 통해 가나다순, 오례별, 24분류별 등으로 재정리․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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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매크로의 명령을 수행 완료하여 오례별 가나다순으로 새롭게 정렬되었다.

합․재분할되어 개별 저장된 파일들이다. 30종 파일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이처럼 파일들을 다양화․세분화해서 저장해 두면 특정 영역의 자료만을 빠르게
검토하고자 할 때 각각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제별, 내용별로 서로 다
르게 저장된 여러 파일들의 묶음을 통해 표제어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검토
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

○표제어 종합(가나다순, 8780단어)
○길례(가나다순, 3421단어) ○흉례(가나다순, 2197단어) ○군례(가나다순, 453단어)
○빈례(가나다순, 225단어)

○가례(가나다순, 2484단어)

○표목(가나다순, 1148단어) ○거마(가나다순, 157단어)

○건축(가나다순, 675단어)

○관서(가나다순, 231단어)

○관직(가나다순, 1067단어) ○군진(가나다순, 111단어)

○기명(가나다순, 289단어)

○능원(가나다순, 126단어)

○도서(가나다순, 206단어)

○배반(가나다순, 285단어)

○병갑(가나다순, 165단어)

○복식(가나다순, 715단어)

○산천(가나다순, 40단어)

○상장(가나다순, 361단어)

○신령(가나다순, 116단어)
○음식(가나다순, 234단어)

○신위(가나다순, 70단어)

○악무(가나다순, 607단어)

○의장(가나다순, 560단어)

○의절(가나다순, 2358단어) ○제도(가나다순, 179단어)

○진설(가나다순, 368단어)

○책보(가나다순, 68단어)

○기타(가나다순, 503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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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종 정렬 매크로의 Visual Basic Editor

이와 같이 엑셀의 매크로를 잘 활용하면 수동 작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무미건조한 단순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는데, 이와 관련
해서 유용한 편집 매크로의 사례를 하나 더 제시해 보겠다. 전례사전팀의 표제어
종합 파일에는 정렬 매크로 외에도 다양한 매크로 기능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
에는 한글로 된 24분류 항목을 한꺼번에 한자로 바꾸는 매크로와, 거꾸로 한자로
된 24분류 항목을 한꺼번에 한글로 바꾸는 매크로도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종류의
매크로를 각각 살펴 보자.

1. 한글로 된 24분류 항목을 한자로: 단축키는 ꍭ+ꍬ+Q이다. 단축키를 누르
자 <그림 7>, <그림 8>의 과정을 거쳐 I열의 24분류 항목들의 한글이 모두 한자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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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매크로 단축키인 ꍭ+ꍬ+Q를 누르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24분류 항목을
입력해 둔 I열의 셀들이 모두 선택되었다.

<그림 8> 매크로의 명령을 수행 완료하여 I열의 24분류 항목들의 한글이 모두 한자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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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매크로 단축키인 ꍭ+q를 누르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24분류 항목을 입력
해 둔 I열의 셀들이 모두 선택되었다.

<그림 10> 매크로의 명령을 수행 완료하여 I열의 24분류 항목들의 한자가 모두 한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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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자로 된 24 분류 항목을 한글로 : 단축키는 ꍭ+q 이다. 단축키를 누르자 <그림
9 >, <그림 10 >의 과정을 거쳐 I열의 24 분류 항목들의 한자가 모두 한글로 바뀌었다.
단축키를 단 두 번만 눌러줌으로써 1만개를 훨씬 넘는 24분류 항목들의 한글,
한자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했는데, 만약 이 작업을 수동으로 하고자 한다

<그림 11> 한글로 된 24분류 항목을 한자로 바꾸는 매크로의 Visual Basic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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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편집-바꾸기](단축키: ꍭ+H) 작업을 24회에 걸쳐 반복 수행해야 하고, 더욱이
매회 한자와 한글 단어를 바꿔 가면서 입력해 주어야 한다. 즉 그같은 복잡한 과
정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매크로로 저장한 덕분에 시간과 노력을 몇 십분의 일까
지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2종 매크로의 Visual Basic Editor를 살펴보면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한자로 된 24분류 항목을 한글로 바꾸는 매크로의 Visual Basic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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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형의 문자․기호․단어들을 일괄적으로 다른 유형의 문자․기호․단어
로 바꿔주는 작업은 문서 입력이나 편집을 할 때 가장 흔하게 수행하는 단순 작업
중 하나인데, 그러한 단순 작업들을 Excel의 편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수시
로 기록․저장해 두고 각각의 단축키를 이용해 자동 재생한다면 개인의 연구 업
무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 작업의 효율성도 몇 배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Visual Basic Editor는 다른 파일로도 복사할 수 있고 수정․보완․응용이 쉽고
자유롭기 때문에, 활용 빈도수가 높고 요긴한 기본 명령어들의 유형을 몇 가지 기
억해 두었다가 명령 대상이 되는 항목들만을 경우에 맞게 교체․변화시켜 준다
면, 적은 노력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표제어 서술과 한/글의 활용
1) 표제어 서술 Template―스크립트 매크로
1차년도 전반기의 핵심 작업이었던 표제어 선정과 입력․분류․정리 과정에서
Excel 프로그램이 지대한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1차년도 후반기부터 본격화된
표제어 서술 작업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전례사전
편찬 사업의 중추이자 요체이며 사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 바로 표제어 서술이므
로, 서술 내용의 우수성, 정확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인데, 전례사전팀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수단으로 중요
서술 규약과 원칙을 담아 정리한 Template을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템플릿은
각종 문서나 프로그램 등을 만들 때 안내 역할을 하는 틀이나 모형을 의미하는데, 보
다 충실하고 꼼꼼한 안내 틀과 도구 모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전례사전팀은 표제어의

24분류(① 標目 ② 車馬 ③ 建築 ④ 官署 ⑤ 官職 ⑥ 軍陣 ⑦ 器皿 ⑧ 陵園 ⑨
圖書 ⑩ 排班 ⑪ 兵甲 ⑫ 服飾 ⑬ 山川 ⑭ 喪葬 ⑮ 神靈 ⒃ 神位 ⒔ 樂舞 ⒕ 飮食
ꊔ 陳設 ꊊ
ꊕ 冊寶 ꊊ
ꊖ 기타)에 맞춘 24종의 “맞춤형” 템플
⒖ 儀仗 ⒗ 儀節 ꊊ
ꊓ 制度 ꊊ
릿을 일부 제작하였고(현재 13종 제작), 계속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24분류 템플릿은 한/글의 매크로, 그 중에서도 [스크립트 매크로] 기능을 응용하
여 만든 것이다. 한/글에서 기본 제공하는 매크로에는 키보드 입력 과정만을 기
억․저장․재현하는 [키 매크로]와, 키보드와 마우스 동작을 함께 기억․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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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하는 [스크립트 매크로]가 있다. VBA를 통해 매우 복잡한 작업 과정을 자유
자재로 제작․저장할 수 있는 엑셀 매크로에 비해 한/글 매크로는 기능의 폭이 좁
고 사용 가능한 단축키의 수도 제한적이지만, 표제어 서술을 하는 기본 문서 도구
가 한/글이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보다는 한/글 내에서 활용
가능한 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한

/글의 [스크립트 매크로]와 표를 결합시킨 24분류의 표제어 서술 템플릿을 제작하
였다.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24분류 템플릿 작성: 표제어 서술의 기본 원칙과 각종 집필 규약, 서술 순서,
필수 서술 항목, 문단 구성, 기본 문장 유형, 통일된 형식의 상용 단어, 문장 부호,
그림과 용례(사료․참고 문헌) 표기법 등등을 꼼꼼하게 표 형태로 정리한 템플릿
을 제작한다. 이 때 표제어 선정․분류와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즉 표
제어의 성질과 내용적 차이에 더욱 중점을 두어 ⒗ 儀節 중에서도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儀註(標目儀註와 표목 아닌 儀註를 모두 포함)를 별도로 독립시켜 하
나의 템플릿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② 車馬 ③ 建築 ④ 官署 ⑤ 官職 ⑥ 軍陣 ⑦
器皿 ⑧ 陵園 ⑨ 圖書 ⑩ 排班 ⑪ 兵甲 ⑫ 服飾 ⑬ 山川 ⑭ 喪葬 ⑮ 神靈 ⒃ 神位
ꊔ 陳設 ꊊ
ꊕ 冊寶 ꊊ
ꊖ 기타를 23종 템플릿
⒔ 樂舞 ⒕ 飮食 ⒖ 儀仗 ⒗ 儀節 ꊊ
ꊓ 制度 ꊊ
으로 만들었거나 만들 예정이다. (현재까지 ① 儀註 ② 車馬 ③ 建築 ⑥ 軍陣 ⑦
器皿 ⑪ 兵甲 ⑫ 服飾 ⑬ 山川 ⑮ 神靈 ⒔ 樂舞 ⒖ 儀仗 ⒗ 儀節 ꊊ
ꊖ 制度의 13종
템플릿을 만들었고, 이에 의거하여 서술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다.) 또한 ① 標目
은 내용별로 의주와 23분류 템플릿에 각각 분산시켜 서술할 것이다(예: 표목거마
는 거마, 표목건축은 건축으로 …).
이 중 의주 템플릿은 [기본 서술 지침], [의주의 정의](6하 원칙), [의식 절차 개관], [시대
별 변천], [재관표], [의식 진행의 세부 절차](길례 의주의 경우【齊戒】→【陳設】→【車駕
出宮】→【省牲器】→【奠幣】→【進熟】→ 初獻-亞獻-終獻-飮福受胙-徹邊豆-望瘞→【車
駕還宮】→【稱賀】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변형과 예외도 많음), [그림], [용례](사
료․참고문헌), [집필자]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단계마다 준수해야 할 각종 원
칙과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두었다. 나머지 23분류 템플릿은 [정의], [(전
례에서의) 이용 방법 및 사용처], [외형적 특징], [역사적 변천], [그림], [용례], [집
필자] 등으로 구성되며, 역시 각 단계마다 상세한 설명을 넣었다. 의주 템플릿과

23분류 템플릿 중 거마 템플릿의 실제를 예시하면 <표 1>,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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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주 템플릿
【기본 서술 지침: 필독!! 재계齊戒 이하부터 수시로 참고. 꼭 지킬 것!!!】(/=or)
① 의례 진행 과정의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서술하되, 모든 절차는 한 세트를 이루는 일련의 연
결․집중된 행위를 중심으로≒기본 단위로 삼아, 세트≒단계≒단위별로 정리한다(1세트≒1단위
≒1단계는 가능하면 1문장으로 축약, 길어도 4문장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관세 → 복위 →
정열 | 취위 → 복위 → 정열 | 거휘~악장 연주 등등] *반복되는 내용이라도 일부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리․서술해 주고, 다만 원문에서 “이하 같으므로 생략한다 운운 …”할 경
우에만 생략할 것.
② 모든 절차는 제1 행위 주체자가 중심이 되는(문두에 직접 나오는) 능동문[S+V+O/adv.] 형태로
정리․서술한다.★★★★★★★★
“행위 주체자 ┌초헌관/아헌관/종헌관┐는/가 ┌~[장소]로/에 나아가 … ┐ ~행위한다.”

└*각 단계의 제1 행위자┘

└~[대상/도구]을/를 써서)┘

(후략)

표제어: 한글+한자[오례 소속]
표제어의 한글 뜻풀이(의주의 경우만).
“~ㄴ/~는 의절/의례”로 끝맺음.

|춘추급랍제사직의春秋及臘祭社稷儀[길]

봄 가을 및 납일에 사직에 제사하는 의례.

6하 원칙에 입각한 정의 : 언제(시일), 어

디서(장소), 누가(행위 주체), 무엇을(대

음력 2월[중춘仲春]과 8월[중추仲秋]의 첫 번째 무일[상

상), 왜(행위 목적), 어떻게(의주 내용 소

무일上戊日] 및 납일臘日에 사단社壇과 직단稷檀에서

개). 내용 소개는 이하 항목에 따라 상세

토신土神인 국사國社의 신神과 곡신穀神인 국직國稷의

서술. 의례의 규모(대/중/소사)도 기술. *

신을 정위正位로 하고 후토씨后土氏와 후직씨后稷氏를

너무 길지 않은 몇 개 문장=한 단락으로

배위配位로 민생의 안정을 기구하여 지냈던 대사大祀

구성. **6하 원칙 정의는 개별 항목이 빠

이다.

지거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
의식 절차 개관
▪상용구: 의식은 재계齊戒를 시작으
로, … 진설陳設 …, 거가출궁車駕出宮

의식은 제사 전 재관祭官의 7일간의 재계齊戒를 시작

…, 성생기省牲器 …, … 전폐奠幣 …,

으로 제사 3일 전부터 진설陳設하기 시작하여, 제사 1

… 진숙進熟 …, … 초헌初獻 …, … 아

일 전 거가출궁車駕出宮, 성생기省牲器, 제사 당일 전

헌亞獻 …, … 종헌終獻 …, … 음복수

폐奠幣, 진숙進熟,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음복

조飮福受胙 …, … 철변두徹邊豆 …, …

수조飮福受胙, 철변두徹邊豆, 망예望瘞, 거가환궁車駕

망예望瘞 …, … 거가환궁車駕還宮의

還宮의 순으로 진행한다. (후략)

순으로 진행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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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거마 템플릿
표제어 : 한글+한자

▪정의: ~의절/의례에 사용되는 기구(거
마). ※거마의 한자 이름은 되도록 풀어
서 설명.
▪이용 방법 및 사용처: 의례에서 사용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할 것.
▫운구 담당자 : 주된 의절·의례에서 輿
士·役人의 복장 및 인원수가 보일 경우
설명함.
▫상용구: ~(언제=무슨 의례)에 ~(목적)
으로 ~(사용 방법 : 어떻게) 사용되었다.

|반우여返虞轝

반우의返虞儀에서 우주虞主와 혼백함魂帛函를 운반하
는 수레.

우주는 상장례喪葬禮를 마치고 연제練祭를 지내기까지
혼전魂殿에 모셔 두었다. 이 때 우주와 혼백함을 운반하
는 수레가 반우거返虞車 혹은 반우여이다. 우주와 혼백
함을 길유궁吉帷宮의 모셔 둔 곳[靈座]에서 유문帷門까
지는 반우여에 실어 운반하였고, 유문 밖에 이르면 반우
거에 옮겨 실은 후 운반하였다. 우주를 넣은 상자[虞主
匱]가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면 다시 반우여로 옮겨 실은
후 혼전의 영좌靈座까지 운반하였다.

2. [스크립트 매크로] 작성과 단축키 지정: <표 1>, <표 2>에서 보듯이 템플릿의
왼쪽 칸에는 모든 서술 지침이 단계별로 들어가고, 그 지침을 수시로 참고․준수
하면서 오른쪽 칸에 원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 작성을 모두 완료하면 왼
쪽 칸의 서술 지침과 표의 외곽선을 모두 제거하고 오른쪽 칸 안에 있는 원고 본
문만을 추출해야 한다. 이것은 몇 단계의 키보드와 마우스 동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과정을 [스크립트 매크로]로 작성․저장하고 해당 단축키를 지정
한다. 즉 한/글의 [도구-매크로-스크립트 매크로 정의](단축키: ꍫ+ꍬ+H)를 실
행하여, 여러 단계의 키보드․마우스 동작을 2단계의 [스크립트 매크로]로 저장
하고(매크로 이름: [표없애기], [문서고침]. 1단계로는 모두 소화되지 못해 부득이

2단계로 나누었음), 각각 ꍫ+ꍬ+1, ꍫ+ꍬ+2의 단축키를 지정한다. 이같이
만들어진 2단계의 [스크립트 매크로]를 연구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
매크로 꾸러미 파일(*.hms)로 저장한다(파일 이름: 템플릿2007스크립트매크
로.hms).

3. [스크립트 매크로] 실행: 24분류 템플릿이 의미 있게 작동되려면 템플릿에서
원고 본문만을 추출하는 2단계의 [스크립트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어야 한
다. 2단계의 (템플릿 전용) [스크립트 매크로]를 다른 PC에서도 실행하려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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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스크립트 매크로 꾸러미 파일(템플릿2007스크립트매크로.hms)을 저장한 후,
한/글을 열고 [도구-매크로-스크립트 매크로 실행](단축키: ꍫ+ꍬ+L)을 실행하
여, 미리 저장된 스크립트 매크로 꾸러미 파일을 <그림 13>, <그림 14>와 같이 불
러들여야 한다.

<그림 13> 스크립트 매크로 꾸러미 파일(*.hms)을 불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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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매크로] 불러들이는 방법
① 한/글을 열어 [도구-매크로-스크립트 매크로 실행](단축키 ꍫ+ꍬ+L)을 실
행한다.
② [스크립트 매크로 실행] 대화 상자가 뜨면 한/글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Alt+Shift+1, Alt+Shift+2, Alt+Shift+3의 세 줄의 내용을 차례로 지운다(대화 상자
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스크립트 매크로 지우기] 아이콘

을 클릭해서

지운다. 만약 기본으로 깔린 3종의 매크로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대
로 둔 채 Alt+Shift+4에 커서를 두고 ③, ④를 진행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 단축키
는 Alt+Shift+4, Alt+Shift+5가 된다.).
③ 커서를 Alt+Shift+1의 위치([매크로 이름] 란이 비어 있는 상태)에 둔 후, 대화
상자 아래 가운데의 [스크립트 매크로 불러오기] 아이콘

을 클릭한다(<그림

13>의 위).
④ [스크립트 매크로 불러오기] 대화 상자가 뜨면 파일 형식란에서 [스크립트
매크로 꾸러미 파일(*.hms)]을 선택한 후 직전에 저장해 둔 [템플릿2007스크립트
매크로.hms]를 불러들인다(<그림 13>의 아래) 곧바로 2단계의 [스크립트 매크로]

<그림 14> 2단계의 [스크립트 매크로]([표없애기-Alt+Shift+1], [문서고침-Alt+
Shift+2])가 생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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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없애기-Alt+Shift+1], [문서고침-Alt+Shift+2])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4. 템플릿과 2단계 [스크립트 매크로]를 활용한 원고 작성 및 저장: 24분류 템플
릿 중 필요한 템플릿을 열어 왼쪽 칸의 서술 지침을 참고하면서 오른쪽 칸에서
원고를 작성한 후, 원고가 완료되면 약정된 단축키인 ꍫ+ꍬ+1→ ꍫ+ꍬ+2를
차례로 누른다. 혹은 한/글 윗쪽 메뉴바의 오른쪽 끝에 보이는 두 개의 단축 아이
콘

(ꍫ+ꍬ+1, ꍫ+ꍬ+2의 단축 아이콘임)을 차례로 클릭한다. 템플릿이

없어지고 아래와 같이 원고 본문만 남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상태에서 파일을 저
장(ꍫ+S)한다. (템플릿에 들어 있는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면 저장하지 말고 ꍭ

+Z를 2회 연속 누르면 된다.) 전례사전팀은 완성 원고를 제출할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증거 자료로 보관하기 위해 템플릿에 들어 있는 상태의 원고와 템플릿
으로부터 빠져나온 원고 2종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템플릿에서
빠져나온 원고의 파일명은 [표제어(한글漢字)-작성자-YYMM(년 두 자리, 월 두 자
리의 숫자)-매수]의 형식이고, 템플릿에 들어 있는 상태의 원고는 동일한 파일명
의 끝에 T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예: 충좌忠佐-허태구-0605-6매, 충좌忠佐-허태
구-0605-6매T).

*약정 단축키를 눌러 템플릿으로부터 원고 본문을 추출한 결과.
|춘추급랍제사직의春秋及臘祭社稷儀[길]
봄 가을 및 납일에 사직에 제사하는 의례.
음력 2월[중춘仲春]과 8월[중추仲秋]의 첫 번째 무일[상무일上戊日] 및 납일臘
日에 사단社壇과 직단稷檀에서 토신土神인 국사國社의 신神과 곡신穀神인 국직
國稷의 신을 정위正位로 하고 후토씨后土氏와 후직씨后稷氏를 배위配位로 민생
의 안정을 기구하여 지냈던 대사大祀이다.
의식은 제사 전 재관祭官의 7일간의 재계齊戒를 시작으로 제사 3일 전부터 진
설陳設하기 시작하여, 제사 1일 전 거가출궁車駕出宮, 성생기省牲器, 제사 당일
전폐奠幣, 진숙進熟,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음복수조飮福受胙, 철변두徹
邊豆, 망예望瘞, 거가환궁車駕還宮의 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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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과: 이상과 같이 [스크립트 매크로] 기능이 포함된 24분류 템플릿을 활용하
여 표제어 원고를 작성할 경우, 연구원 간 원고 내용의 통일성, 원고 수준의 균일
성을 어느 정도 제고할 수 있고, 원고의 형식적 통일성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템플릿 왼쪽 칸에 들어가는 서술 지침과 규약이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된다면 원고 내용의 우수성, 정확성 등도 부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듯하
다. 또한 템플릿의 지침을 따라 가면서 원고를 작성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

2) 한자 사전
국학과 동양학 분야에서 문서 입력과 편집 작업을 할 때 한/글의 한자 사전 기
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자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전문적인 한자 단어를 되도록 많이 저장한 풍부하고 강력한 한자
사전을 보유하는 것은 모든 국학․동양학 연구자들의 숙원일 것이다. 다행스럽게
도 한/글 2002 이상부터는 한자 단어를 대량으로 편리하게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
이 개발되었고 개인 한자 사전의 관리도 한/글 97 이전보다는 훨씬 용이해졌다.
특히 각종 기능과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대폭 향상된 한/글 2007(전례사전팀의 공
식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각종 매크로 기능 및 엑셀과의 연계를 통해 매우 효과
적이고 편리하게 신출 한자 단어를 대량 등록함으로써 수시로 한자 사전을 업그
레이드할 수 있다.
전례사전팀은 원고 작성의 편의성․효율성과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8,780단어
의 표제어와 국학․동양학 분야에서 상용되는 文․史․哲 관련 전문 용어들을 총
망라한 57,000여 단어의 한자 사전을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 이 한자 사전을 제작
하는 데는 이미 정리된 표제어 엑셀 파일이 지대한 역할을 했고, 연구원들이 개인
적으로 20년 가까이 모아 온 다양한 전공 영역별 한자 사전들도 종합되었다. 참고
로 한/글 2007에서 한자 단어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한/글을 열어 한자 사전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단어들을 한글,漢字의 형태로
한 줄에 한 쌍씩 입력한 후 저장(ꍫ+S)한다.

(예) 이주,夷洲
유구,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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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도,東印度
…

2.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ꍫ+V)를 실행한다.
3.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파일 형식] 목록에서 “유니
코드 문서(*.txt)”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 입력 상자에 새 이름(예: 박봉주 한자사
전.txt)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한다(<그림 15> 참고).

4. [저장]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유니코드 문서 종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데, 여기에서 [인코딩 형식 선택] 목록의 “유니코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
한다.

<그림 15> 유니코드 문서(*.txt)로 한자 사전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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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윈도우 탐색기에서 직전에 저장한 유니코드 문서(*.txt) 형식의 한자 사전 파
일을 찾아 파일 확장자명을 *.hju(사용자 한자 텍스트 등록 파일)로 수정한다(예

: 박봉주 한자사전.hju).
6. 한/글에서 [입력-한자 입력-한자로 바꾸기](단축키: ꍧ)를 실행한다.
7. [한자로 바꾸기] 대화 상자 아래의 왼쪽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사용자 한자
텍스트 파일 등록하기] 아이콘

을 클릭한다. [사용자 한자 텍스트 파일 등록하

<그림 16> *.hju 파일로 저장된 한자 사전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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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직전에 저장한 *.hju 파일(박봉주 한자사전.hju)을 찾아

[열기]를 클릭한다(<그림 16> 참고). 잠시 기다리면 *.hju 파일에 대량으로 저장한
한자 단어들이 한자 사전 안에 한꺼번에 추가 등록된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한/글 2005~2007에서는 수시로 자유롭게 한자 사전을
대량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팀원들끼리 협동하여 단체로 한자 단어들을 계속 보
강할 수 있으며, 한자 사전 파일을 한/글 97보다는 훨씬 쉽게 관리․보관할 수 있
다. 예컨대 PC를 포맷하거나 새 PC로 교체할 때라든가, 새로운 운영 체제나 새로
운 한/글 버전을 설치할 때에도 걱정 없이 수월하게 한자 사전을 옮길 수 있다.

*한자 사전을 추가하는 방법은 *.hju(사용자 한자 텍스트 등록 파일) 외에도
*.dic(사용자 한자 사전 저장 파일)을 저장하고 등록하는 방법이 있지만, *.hju 방
식보다는 다소 불편하고 안정성도 떨어지며 파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dic를 저장하려면 [입력-한자 입력-한자로 바꾸기]를 실행하여 대화 상자
아래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사용자 한자 사전 저장하기] 아이콘
을 클릭
하여 저장하고, 이를 다른 PC에 등록하려면 동일한 대화 상자의 아래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사용자 한자 사전 불러오기] 아이콘

을 클릭하여 등록시키

면 된다.

3) 키 매크로, 상용구, 빠른 교정
표제어 서술 템플릿(스크립트 매크로)과 한자 사전 외에도 전례사전팀은 원고
작성을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키 매크로와 상용구

(ꍭ+ꍧ), 빠른 교정(ꍬ+ꍦ) 등을 활용하고 있다.
(1) 키 매크로
전례사전팀은 1차년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표제어를 서술하면서 계속해서
공통의 집필 원칙을 작성․갱신하여 준수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한자 단어
들을 괄호 없이 한글漢字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예: 춘추급랍제사직의春秋及臘
祭社稷儀).
이 경우,
① 표제어 한글을 입력하고: 춘추급랍제사직의
② ꍧ을 눌러 한자로 전환하고: 春秋及臘祭社稷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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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자 앞에 다시 동일한 한글을 입력하거나: 춘추급랍제사직의春秋及臘祭社
稷儀
④ 한자를 복사해서 앞에 붙인 후: 春秋及臘祭社稷儀|春秋及臘祭社稷儀
⑤ 복사해서 붙인 한자를 ꍧ을 눌러 한글로 전환한다 : 춘추급랍제사직의春秋
及臘祭社稷儀 (*④의 |의 위치에 커서를 두고 ꍧ을 누른다)
이처럼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같은 번거로움을 줄이고 입
력 시간을 더욱 단축하기 위해, 한/글의 [도구-매크로-키 매크로 정의](단축키 :
ꍫ+B)를 실행하여 ① → ② → ④ → ⑤의 단순 반복되는 키보드 동작을 저장하
고(매크로 이름: [한글+한자]) 단축키 ꍫ+1을 지정하였다. 이어서 [도구-매크로키 매크로 실행](단축키: ꍫ+Z)을 실행하여 대화 상자 아래 한가운데에 있는 [키
매크로 불러오기] 아이콘

을 클릭하여 직전에 저장한 [한글+한자] 키 매크로

파일을 불러들였다(<그림 17>).

*[한글+한자] 키 매크로를 불러들이는 자세한 방법은 (1) 표제어 서술 Template
― 스크립트 매크로의 ※[스크립트 매크로] 불러들이는 방법을 참고할 것.
이후 ① 표제어 한글을 입력하고: 춘추급랍제사직의
② ꍧ을 눌러 한자로 전환한 후: 春秋及臘祭社稷儀
③ 儀의 뒤에 커서를 두고 약정 단축키 ꍫ+1을 누르면, 저절로 춘추급랍제사직

<그림 17> [한글+한자] 키 매크로 불러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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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春秋及臘祭社稷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글+한자 키 매크로](단축키 ꍫ+1)를 활용하면 한글漢字를 훨씬 간편
하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매크로는 전례사전팀의 작업뿐 아니라
국학․동양학 분야 전체의 모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유용할 것이다.

[한글+한자 키 매크로]를 활용해 한글漢字 입력 작업을 하면 시간과 노력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순 반복 동작에서 오는 지루함과 짜증을 거의 해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① [한글(漢字)] 키 매크로: 한글(漢字)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간편․신속하게
입력할 수 있는 매크로이다. 즉 春秋及臘祭社稷儀를 입력한 후 儀 뒤에 커서를 두
고 약정 단축키(<그림 17>에 따르면 ꍫ+-)를 누르면 자동으로 춘추급랍제사직의

(春秋及臘祭社稷儀)로 바뀐다.
② [참고 문헌] 키 매크로 : 학술 논문을 작성한 후에는 수록 학술지의 규칙에
따라 논문 뒤에 참고문헌 목록을 모아서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를 위해
논문 작성 과정에서 참고문헌을 수시로 논문 뒤에 자동 저장되도록 하는 매크로
이다. 역시 참고문헌 뒤에 커서를 두고 약정 단축키(<그림 17>에 따르면 ꍫ+3)를
누르면 된다. 이 경우 참고문헌은 하나의 고립된 문장 형태로 정렬되어야 한다.
즉 참고문헌의 맨 앞과 맨 뒤에서 각각 ꎠ를 눌러 앞, 뒤의 내용과 분리시킨
후 맨 뒤에 커서를 놓고 ꍫ+3을 누르면, 참고문헌이 번개같이 문서 맨 뒤로 복사
된 후 커서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기타 다양한 문서 편집용 키 매크로(<그림 17>: [문장 첫 빈칸 없애기], [문장
끝 빈칸 없애기], [빈 줄 없애기], [두 칸을 한 칸으로], [물결 바꾸기], [괄호 없애
기], [ ] 넣기 등등)를 작성․저장하고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종류의 키 매크로를 수시로 활용한다면, 작업의 효율성을 높
이고 시간을 단축하여 보다 유쾌하게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용구
한/글의 [상용구]는 자주 사용하는 길고 복잡한 문구(10자 이상)를 한 쌍의 준말

-본디말로 정리하여 [상용구] 대화 상자(단축키: ꍭ+ꍡ)에 따로 등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약정된 2~4자의 준말을 입력하고 준말 뒤에서 ꍫ+i를 눌러 본디말
전체를 자동 입력시키는 매우 편리한 기능이다. 상용구에는 [글자 상용구]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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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용구]의 두 종류가 있는데, [글자 상용구]는 말 그대로 글자(Text)만을 등록할
수 있는 상용구이고, [본문 상용구]는 글자뿐 아니라 표, 그림 등 한/글을 통해 작
성되는 모든 내용을 서식 그대로 등록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상용구이다. 한/글

2004 이후부터는 [글자 상용구]와 [본문 상용구]를 각각 1,024개씩 저장할 수 있는
데, 한/글 2002 이전까지 각각 80개만 저장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대단한 업그
레이드가 이루어진 셈이다(1,024개를 넘어가면 오래된 것부터 하나씩 밀려 없어
진다. 또한 동일한 준말에 서로 다른 본디말이 등록될 경우, 역시 오래된 것이 밀
려 없어진다.).

[상용구]를 등록하여 실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한/글을 열어 [입력-상용구-상용구 내용](단축키: ꍭ+ꍡ)을 실행한다.
2. [상용구] 대화 상자의 [글자 상용구] 란에서 아래 왼쪽 끝에 있는 [상용구 추
가하기] 아이콘

을 클릭한다.

<그림 18> 상용구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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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용구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열리면, 준말과 본디말에 각각 원하는 단어․
구절을 입력한 후 [설정]을 누른다. (예) 준말: 치재/ 본디말: 치재致齋(제관祭官이
제사를 올리기 직전에 1~3일 동안 보다 엄격하게 근신하는 일).

4. 대화 상자를 닫은 후, ‘치재’를 입력하고 그 뒤에서 ꍫ+i를 누르면, 자동으로
‘치재致齋(제관祭官이 제사를 올리기 직전에 1~3일 동안 보다 엄격하게 근신하는
일)’이 입력된다.
전례사전팀은 이상과 같이 유용한 상용구 기능을 활용하여, 원고 작성 과정에
서 수시로 요구되는 (표제어를 포함한) 생소하고 어려운 전례 용어들의 뜻풀이를
편리하게 해결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원들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리․등록된

[전례 용어 풀이] 글자 상용구의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전례 용어 풀이] 글자 상용구(일부)
준말
간료등

본디말
간료등肝膋㽅(희생의 간과 창자 사이의 기름을 담은 항아리)

강라

강라絳羅(붉은 비단)

강일

강일剛日(날짜의 천간天干이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의 오기五奇에

거휘

해당하는 기수일奇數日)
휘麾를 든다[거휘擧麾].

경

경扃(정鼎의 뚜껑)

관세

관세盥洗(손을 씻는 그릇)

관세위

관세위盥洗位(손을 씻는 자리)

국궁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바로 선다[국궁사배흥평신鞠躬四拜興平身].

기고제

기고제祈告祭(기원하거나 아뢸 일이 있을 때 지내는 제사)

기설제

기설제祈雪祭(눈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제사)

길유궁

길유궁吉帷宮(혼백을 모시기 위해 임시로 가설하는 막)

난도

난도鑾刀(방울 달린 칼)

노탄

노탄爐炭(화로에 피운 숯불)

대차

대차大次(왕이 잠시 머무는 장막)

두

두豆(젖은 음식을 담는 제기)

막차

막차幕次(임시 장소에 치는 막)

망료

망료望燎(축판이나 폐백 등을 태우는 것을 봄)

망료위

망료위望燎位(축판이나 폐백 등을 태우는 것을 보는 자리)

망예

망예望瘞(축판이나 폐백 등을 묻는 것을 봄)

망예위

망예위望瘞位(축판이나 폐백 등을 묻는 것을 보는 자리)

멱

멱冪(베나 갈포로 만든 네모난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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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준말
모혈

모혈毛血(희생의 피와 털)

본디말

무사귀신

무사귀신無祀鬼神(제사 지내 줄 사람이 없는 귀신)

무상일

무상일無常日(특정일에 고정되지 않는 제삿날)

문외위

문외위門外位(문 밖의 자리)

반견의

반견의頒繭儀☞

배위

배위拜位(절하는 자리)

백모

백모白茅(흰 띠풀)

백저건

백저건白紵巾(흰 모시 수건)

변

변籩(마른 음식이나 과일 등을 담는 제기)

복위

복위復位(제 자리로 돌아감)

복주

복주福酒(제사지낸 술)

복주잔

복주잔福酒盞(제사지낸 술을 담는 술잔)

부복

엎드려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바로 선다[부복흥평신俯伏興平身].

분지

분지分至(춘분春分․추분秋分․하지夏至․동지冬至)

[전례 용어 풀이] 글자 상용구를 활용하면 입력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력
시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원고 내용까지도 통일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전례 용어 풀이] 뿐 아니라 원고 작성 과정에서 상용되는 다양한 특수 문자(ꍭ
+ꍨ)들도 글자 상용구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입력하고 있다. 예컨대 동일 범
주의 항목을 연속적으로 나열할 때 쓰는 중간점(․)은 ꍭ+ꍨ을 눌러 해당 문자를
찾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키보드에 있는 기
본 문자인 -를 입력한 후 그 뒤에서 ꍫ+i를 눌러 중간점(․)으로 바뀌게 해 두면
상당히 편리하다. 이처럼 키보드에 있는 기본 문자를 준말로 하고 자주 사용되는
특수 문자를 본디말로 해서, 기본 문자(준말)-특수 문자(본디말)을 여러 쌍 등록해
두면 특수 문자를 훨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할 수 있다. 현재 전례사전팀에서
활용하는 [특수 문자] 상용구는 아래와 같다.
한편 [본문 상용구]에는 길례와 흉례 등의 儀註를 서술할 때 대부분 들어가는

[재관표]와 [집사관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본문 상용구]에 등록하고자 하는 표나 그림을 블록(ꍡ)으로 덮어쓴다.
2. 불록 바로 뒤에서 ꍫ+i를 누르면 [본문 상용구 등록] 대화 상자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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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특수 문자] 상용구

준말

본디말

준말

본디말

-

․

>

』

․

~

『

~

―

』

―

…

비

B.C.

…

→

에

A.D.

→

←↑↓↕↔

=

≒

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뒤에서 ꍫ+i를 1회 누르면 중간점(․), 2회 누르면 물결 표시(~), 3회 누르면 긴 중간선(―), 4회

누르면 말 줄임표(…), 5회 누르면 화살표(→), 6회 누르면 여러 종류의 화살표(← ↑ ↓ ↕ ↔) 등으로
바뀌게 된다. 준말-본디말의 관계를 잘 살펴서 필요한 문자를 입력하면 된다.

대화 상자에서 적당한 준말(예: 재관표)을 입력한 후 [설정]을 클릭한다.

3. [상용구] 대화 상자를 닫고, ‘재관표’를 입력한 후 바로 뒤에서 ꍫ+i를 누르
면 아래와 같이 [재관표]가 자동 입력된다. 입력된 [재관표] 내용을 해당 의주에
맞게 수정한다.

(3) 빠른 교정
한/글의 [빠른 교정](단축키: ꍬ+ꍦ)은 문서 작성을 하는 도중에 종종 발생하
는 오타와 띄어쓰기 실수 등을 자동으로 교정해 주는 기능이다. 즉 하나의 단어를
입력하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기 위해 스페이스 키(ꎴꎵ)를 누르는 순간, 만약 그
단어가 오타이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면 저절로 올바른 표기와 띄어쓰기로
고쳐 주는 기본적인 맞춤법 교정 기능이다(한글뿐 아니라 영어․한자․특수 문자
도 교정하고, 독립된 단어 외에 어미와 조사도 교정한다). 그런데 한/글을 열고

[도구 -빠른 교정 -빠른 교정 내용 ]( ꍬ+ꍦ) 을 실행하여 [빠른 교정 사용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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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길례의 [재관표]
재관

담당관 직위

비고

초헌관

왕

아헌관

왕세자

종헌관

영의정

유고시 차관

진폐작주관

이조판서

유고시 이조참판

천조관

호조판서

유고시 호조참판

전폐작주관

이조참의

전사관

봉상시정

집례

3품 당상관, 4품관

단 위는 3품관, 단 아래는 4품관

단사

사직서령

유고시 차관

대축

지제교 4품 이상

정위․배위 각 1인

유고시 봉상시부정

축사

4품관

정위․배위 각 1인

재랑

5품관

정위․배위 각 1인

집준

6품관

정위․배위 각 1인

봉조관

참외(7품관 이하)

정위․배위 각 3인

장생관

전생서 주부

유고시 직장

협률랑

장악원 관원

작세위

6품관

관세위

6품관

아헌관 관세위

참외

종헌관 관세위

참외

찬자

통례원 관원

알자

6품관

찬인

6품관, 참외

감찰
예의사

예조판서

근시

승지

좌․우 통례

예의사 이하 응봉관

봉례

왕세자 시종관

유고시 예조참판

전]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빠른 교정]의 내용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 [빠른 교정]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려면,

1. 한/글을 열고 [도구-빠른 교정-빠른 교정 내용](ꍬ+ꍦ)을 실행한 후 [빠른

280

奎 章 閣

30

교정 내용] 대화 상자의 아래 왼쪽 끝에 있는 [빠른 교정 추가하기] 아이콘

을

클릭한다.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왼쪽에서 두 번째의 [빠른 교정 편집하기]
아이콘

을, 삭제하려면 가운데의 [빠른 교정 지우기] 아이콘

을 클릭한다.)

2. <그림 19>와 같이 [빠른 교정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열리면 [틀린 말]과 [맞
는 말] 란에 각각 원하는 내용을 입력한 후 [추가]를 클릭하여 저장한다.

3. [빠른 교정] 대화 상자를 닫고, 직전에 저장한 [틀린 말]의 내용을 입력한 후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즉시 [맞는 말]의 내용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9>를 예로 들자면, ‘1777너’를 입력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곧바로

‘1777년(정조 1)’으로 바뀌는 것이다.
[빠른 교정]은 본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자동으로 교정하는 기능이지만, 위의

<그림 19> [빠른 교정] 추가․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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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응용하면 틀린 말-맞는 말의 조합을 마치 [상용구]의 준말-본디말 관계처
럼 활용할 수 있다. 즉 [틀린 말] 란에는 [상용구]의 준말에 해당하는 짧은 단어를
입력하고 [맞는 말] 란에는 [상용구]의 본디말에 해당하는 비교적 긴 단어를 입력
하여 저장한 후, 틀린 말을 입력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는 순간 틀린 말(≒준말)
이 맞는 말(≒본디말)로 전환(≒교정)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틀린 점이라면, ① [상용구]의 준말-본디말은 ꍫ+i를 눌러 전환하지만, [빠른 교
정]은 스페이스 키를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전환(≒교정)되는 점, ② [상용구]의
본디말은 자수의 제한이 없지만, [빠른 교정]의 맞는 말은 빈칸 없이 최대 15자까
지만 입력 가능한 점(빈칸이 있으면 더 줄어든다. 대체로 10~15자 사이), ③ [상용
구]의 본디말에는 모든 특수 문자와 제2수준 한자가 등록되지만(즉 등록되는 문
자의 제한이 없지만), 텍스트 문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빠른 교정]의 맞는 말에
는 사용 빈도수가 높은 일부 특수 문자와 제1수준 한자(초․중․고교용 기초 한
자. 약 4500자)만이 등록되는 점, ④ [빠른 교정]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단어를 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을 반드시 앞의 단어로부터 띄어서 입력해야 하는
점(앞의 단어와 붙어 있으면 전환되지 않는다. [상용구]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등
이다. 반면에 [빠른 교정]에 등록되는 자료의 건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글자 상
용구]와 [본문 상용구]의 자료 제한(각각 1,024건)에 의해 등록하기 망설여지는 수
다한 내용들을 [빠른 교정]에 대신 등록시켜 활용할 수 있다. 대체로 보다 중요하
고 길고 전문적인 내용, 특히 제2수준 한자와 사용 빈도수가 낮은 특수 문자가 포
함된 단어들은 [글자 상용구]와 [본문 상용구]에 등록시키고, 짧으면서도 등록 건
수가 많은 내용들은 [빠른 교정]에 등록시켜 사용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다.
전례사전팀은 이같은 기능을 십분 응용하여 원고 작성 과정에서 빈번하게 입력
해야 하는 많은 연도와 王號 등을 [빠른 교정]에 대량 등록시켜 매우 간편하게 사
용하고 있다. 국가전례사전 의 공식 지정 연도 표기법은 ‘YYYY년(왕호 Y)’[Y는
숫자. 모두 한글 표기]인데, 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매번 연표 사전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런데 [빠른 교정]을 활용하여 고려말~구한말

(1368~1910년) 간의 연도 숫자 네 자리를 입력하고 그 뒤에 ‘년’ 대신 ‘너’, ‘넌’,
‘녀’를 입력한 후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1392너 → 1392년(태조 1)
1392넌 → 1392年(太祖 1)
1392녀 → 壬申(1392⑺麗亡 太祖1 (이어서 太祖1 → 洪武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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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종 유형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만들어 두었다. 또한 세 번째 유형의 ‘太祖1’
뒤에 커서를 붙인 후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洪武 25’, 즉 같은 해의 중국 황제의
연호년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해 두었다. 위의 3종 유형의 연도 표기는 각각 필요
한 경우마다 맞춰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연도는

1800너 → 1800년(정조 24)⑥
1506너 → 1506년(燕12(9)~中1)
등으로 다소 특이하게 바뀌는데, 1800년 뒤에 붙은 원문자 ⑥은 정조가 재위 24
년만인 1800년 6월에 ‘변고 없이’ 서거했다는 뜻이고, 1506년 뒤에 붙은 괄호 문자

(9)는 연산군이 재위 12년인 1506년 9월에 ‘변고’(중종 반정)에 의해 폐위되었다는
뜻이다. 즉 원문자는 해당년에 왕이 평화롭게(?) 서거했다는 의미이고, 통상적으
로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를 다음 대 왕(=순조)의 재위 1년으로 계산하며,
해당년(1800년)의 6~12월은 다음 왕(순조)의 원년으로 간주한다. 반면 괄호 문자
는 해당년에 왕(단종, 연산군, 광해군 등)이 정치적 변고를 거쳐 폐위되었다는 의
미이며, 이런 경우는 폐위된 그 해의 남은 달을 신왕(=세조, 중종, 인조 등)의 (원
년 없는) 1년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 해는 곧바로 재위 2년이 되는 것이다. (즉 연
산군은 1506년 9월에 재위 12년만에 폐위되었고, 1506년 9~12월은 중종 1년(원년
없음), 1507년은 중종 2년이 된다. 반면 순조의 경우는 정조가 정치적 변고를 겪지
않고 1800년 6월에 서거했으므로, 1800년 6~12월은 순조 원년, 1801년은 순조 1년
이 된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의 王號를 ‘태,,조’, ‘태,,,조’와 같이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태,,조 → 太祖(1392~1398)

/ 태,,,조 → 1392~1398(太祖年間)

정,,종 → 定宗(1398~1400)

/ 정,,,종 → 1398~1400(定宗年間)

태,,종 → 太宗(1400~1418)

/ 태,,,종 → 1400~1418(太宗年間)

세,,종 → 世宗(1418~1450)

/ 세,,,종 → 1418~1450(世宗年間)

문,,종 → 文宗(1450~1452)

/ 문,,,종 → 1450~1452(文宗年間)

단,,종 → 端宗(1452~1455)

/ 단,,,종 → 1452~1455(端宗年間)

세,,조 → 世祖(1455~1468)

/ 세,,,조 → 1455~1468(世祖年間)

예,,종 → 睿宗(1468~1469)

/ 예,,,종 → 1468~1469(睿宗年間)

성,,종 → 成宗(1469~1494)

/ 성,,,종 → 1469~1494(成宗年間)

연,,산 → 燕山君(1494~1506)
중,,종 → 中宗(1506~1544)

/ 연,,,산 → 1494~1506(燕山君年間)
/ 중,,,종 → 1506~1544(中宗年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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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 → 1544~1545(仁宗年間)

인,,종 → 仁宗(1544~1545)
명,,종 → 明宗(1545~1567)

/ 명,,,종 → 1545~1567(明宗年間)

선,,조 → 宣祖(1567~1608)

/ 선,,,조 → 1567~1608(宣祖年間)
/ 광,,,해 → 1608~1623(光海君年間)

광,,해 → 光海君(1608~1623)
인,,조 → 仁祖(162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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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 → 1623~1649(仁祖年間)

효,,종 → 孝宗(1649~1659)

/ 효,,,종 → 1649~1659(孝宗年間)

현,,종 → 顯宗(1659~1674)

/ 현,,,종 → 1659~1674(顯宗年間)

숙,,종 → 肅宗(1674~1720)

/ 숙,,,종 → 1674~1720(肅宗年間)

경,,종 → 景宗(1720~1724)

/ 경,,,종 → 1720~1724(景宗年間)

영,,조 → 英祖(1724~1776)

/ 영,,,조 → 1724~1776(英祖年間)

정,,조 → 正祖(1776~1800)

/ 정,,,조 → 1776~1800(正祖年間)

순,,조 → 純祖(1800~1834)

/ 순,,,조 → 1800~1834(純祖年間)

헌,,종 → 憲宗(1834~1849)

/ 헌,,,종 → 1834~1849(憲宗年間)

철,,종 → 哲宗(1849~1863)

/ 철,,,종 → 1849~1863(哲宗年間)

고,,종 → 高宗(1863~1907)

/ 고,,,종 → 1863~1907(高宗年間)

순,,종 → 純宗(1907~1910)

/ 순,,,종 → 1907~1910(純宗年間)

등으로 전환되도록 만들어 두었다. 또한 明淸 시대 중국 황제의 연호를 ‘건,,륭’,

‘건,,,륭’과 같이 입력하면 역시 자동적으로,
홍,,무 → 太祖洪武(1368~1398)

/ 홍,,,무 → 1368~1398(洪武年間)

건,,문 → 惠帝建文(1399~1402)

/ 건,,,문 → 1399~1402(建文年間)

혜,,제 → 惠帝建文(1399~1402)
영,,락 → 聖祖永樂(1403~1424)

/ 영,,,락 → 1403~1424(永樂年間)

성,,조 → 聖祖(永樂․康熙)
홍,,희 → 仁宗洪熙(1425) / 홍,,,희 → 1425(洪熙年間)
인,,,,종 → 仁宗(洪熙․嘉慶)
선,,덕 → 宣宗宣德(1426~1435)

/ 선,,,덕 → 1426~1435(宣德年間)

정,,통 → 英宗正統(1436~1449)

/ 정,,,통 → 1436~1449(正統年間)

영,,종 → 英宗(正統․天順)
경,,태 → 景帝景泰(1450~1456)

/ 경,,,태 → 1450~1456(景泰年間)

경,,제 → 景帝景泰(1450~1456)
천,,순 → 英宗天順(1457~1464)

/ 천,,,순 → 1457~1464(天順年間)

성,,화 → 憲宗成化(1465~1487)

/ 성,,,화 → 1465~1487(成化年間)

헌,,,,종 → 憲宗成化(1465~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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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치 → 1488~1505(弘治年間)

효,,,,종 → 孝宗弘治(1488~1505)
정,,덕 → 武宗正德(1506~1521)

/ 정,,,덕 → 1506~1521(正德年間)

무,,종 → 武宗正德(1506~1521)
가,,정 → 世宗嘉靖(1522~1566)

/ 가,,,정 → 1522~1566(嘉靖年間)

세,,,,종 → 世宗(嘉靖․雍正)
융,,경 → 穆宗隆慶(1567~1572)

/ 융,,,경 → 1567~1572(隆慶年間)

목,,종 → 穆宗(隆慶․同治)
만,,력 → 神宗萬曆(1573~1619)

/ 만,,,력 → 1573~1619(萬曆年間)

신,,종 → 神宗萬曆(1573~1619)
태,,창 → 光宗泰昌(1620) / 태,,,창 → 1620(泰昌年間)
광,,종 → 光宗泰昌(1620)
천,,계 → 熹宗天啓(1621~1627)

/ 천,,,계 → 1621~1627(天啓年間)

희,,종 → 熹宗天啓(1621~1627)
숭,,정 → 毅宗崇禎(1628~1644)

/ 숭,,,정 → 1628~1644(崇禎年間)

의,,종 → 毅宗崇禎(1628~1644)
홍,,광 → 弘光(福王 1645)

/ 홍,,,광 → 1645(福王/弘光年間)

복,,왕 → 福王弘光(1645) / 복,,,왕 → 1645(福王/弘光年間)
영,,력 → 桂王永曆(1446~1662)

/ 영,,,력 → 1446~1662(永曆年間)

계,,왕 → 桂王永曆(1446~1662)
천,,명 → 太祖天命(1616~1626)

/ 천,,,명 → 1616~1626(天命年間)

천,,총 → 太宗天聰(1627~1635)

/ 천,,,총 → 1627~1635(天聰年間)

숭,,덕 → 太宗崇德(1636~1643)

/ 숭,,,덕 → 1636~1643(崇德年間)

태,,,,종 → 太宗(天聰․崇德)
순,,치 → 世祖順治(1644~1661)

/ 순,,,치 → 1644~1661(順治年間)

세,,,,조 → 世祖順治(1644~1661)
강,,희 → 聖祖康熙(1662~1722)

/ 강,,,희 → 1662~1722(康熙年間)

옹,,정 → 世宗雍正(1723~1735)

/ 옹,,,정 → 1723~1735(雍正年間)

건,,륭 → 高宗乾隆(1736~1795)

/ 건,,,륭 → 1736~1795(乾隆年間)

고,,,,종 → 高宗乾隆(1736~1795)
가,,경 → 仁宗嘉慶(1796~1820)

/ 가,,,경 → 1796~1820(嘉慶年間)

도,,광 → 宣宗道光(1821~1850)

/ 도,,,광 → 1821~1850(道光年間)

함,,풍 → 文宗咸豊(1851~1861)

/ 함,,,풍 → 1851~1861(咸豊年間)

문,,,,종 → 文宗咸豊(1851~1861)
동,,치 → 穆宗同治(1862~1874)

/ 동,,,치 → 1862~1874(同治年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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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서 → 1875~1908(光緖年間)

덕,,종 → 德宗光緖(1875~1908)
선,,통 → 宣統(1909~1911)

/ 선,,,통 → 1909~1911(宣統年間)

등과 같이 전환되도록 만들었다. 이같은 연도․왕호 자동 입력 기능은 기술적
으로도 매우 편리할 뿐 아니라, 연표 사전 없이도 고려말~구한말의 한국․중국의
왕호․연호를 한/글에서 언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으로도
대단히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빠른 교정]은 단순한 맞춤법 교정 기능 내지

[상용구]의 대용 기능을 넘어서서 ‘PC용 간명 연표 사전’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
는 셈이다. (연표 사전에 준하는 정확성과, 연표 사전을 능가하는 편리성을 동시
에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태,,조’, ‘태,,,조’와 같이 중간에 쉼표를 2~4개 넣은 이유는, 쉼표를 넣지 않을
경우 ‘태조’의 뒤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기만 하면 무조건 ‘太祖(1392~1398)’로
바뀌게 되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빠른 교정]을

[상용구]의 기능처럼 응용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무조건적․자동적 전환(≒교정)
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쉼표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편리하고 유용한 연도․왕호 자동 입력 기능은 [빠른 교정]에 새로운 내
용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추가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제작되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을 열고 추가하고자 하는 [빠른 교정] 내용을 ‘틀린 말|맞는 말’의 형식
으로 한 줄에 한 쌍씩 대량으로 입력한 후 저장(ꍫ+S)한다.

(예) 태,,조|太祖(1392~1398)
정,,종|定宗(1398~1400)
태,,종|太宗(1400~1418)
…

2.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ꍫ+V)를 실행한다.
3.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파일 형식] 목록에서 “유니
코드 문서(*.txt)”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 입력 상자에 새 이름(예 : 빠른 교정.txt)
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한다. [저장]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유니코드 문서
종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인코딩 형식 선택] 목록의 “유니코드”
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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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구-빠른 교정-빠른 교정 내용](ꍬ+ꍦ)을 실행하여 [빠른 교정 사용자 사
전] 란의 아래 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빠른 교정 불러오기] 아이콘

을 클릭하

고, 미리 저장해 둔 유니코드 텍스트 파일(*.txt)을 불러온다(예 : 빠른 교정.txt).
이 때 추가하는 자료의 양이 많으면 [현재 데이터 덮어쓰기]를 선택해야 정상적으
로 추가되는데, 그럴 경우 한/글에 기본 제공되는 맞춤법 교정 중심의 본래의 [빠
른 교정]은 없어지게 된다. 없애지 않고 보존하려면 본래의 [빠른 교정]을 미리 별
도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예 : 본래 빠른 교정.txt).
을 클릭하
5. 대화 상자 아래 오른쪽 끝에 있는 [빠른 교정 저장하기] 아이콘
여 새로 추가된 [빠른 교정] 내용을 별도의 폴더에 저장한다. (다른 PC에서 [빠른
교정] 내용을 실행하려면 이 파일을 옮겨 저장하고 불러들이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빠른 교정]도 [상용구], [한자 사전] 등과 마찬가지로 지
속적인 자료의 보완․추가․수정이 가능하며, 그를 통해 국가전례사전 편찬 사
업은 물론, 국학․동양학 방면의 전반적인 작업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전례사전팀에서 자체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한/글의 매크로․상용
구․빠른 교정, Excel의 매크로 및 그들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한/
글과 엑셀은 PC에 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S/W이지만, 대단히 강력하고 탁월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별도의 전문가용 프로그램에 못
지 않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실 최근에는 PC와 H/W의 성능이 급속도로 향
상되고, 다양한 종류의 S/W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하고
요긴한 H/W와 S/W를 찾아내기가 오히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무조건 높
은 사양, 많은 종류, 다양한 복합 기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목적에 가장 잘 들어맞고 장기적인 필요에도 부응하는 적절한 사양
과 항목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자원과 도구를 가지고도 작업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운용하는 기술과 마인드를 배양해야 할 것
인데, 이것은 현재 전례사전팀이 계속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쨌든 한/글과
엑셀 프로그램의 다원적인 활용을 통해 전례사전팀은 공동 작업의 능률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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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고, 시간과 노력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한자 사전], [상용구], [빠
른 교정] 등을 이용한 길고 복잡한 전문 한자 용어와 문구의 간편한 입력, 연도․
왕호의 자동 입력 등은 국학․동양학의 모든 분야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본 발표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림․사진․동영상 등의
다양한 시각 자료들을 원활하게 이용하는 데에도 PC의 각종 자원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에도 PC의 효율적인 활용은 국학․동양학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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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seon Dynasty Liturgy Dictionary Publication Project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PC

Park, Bong-joo

The Joseon Dynasty Liturgy Dictionary publication project, sponsor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from Sep. 2005 to Aug. 2008,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 national liturgy, which is the key factor of a courtesy teaching country, should
be arranged in a dictionary, the most primary and standardized types of instruction
book. Therefore, this project is considered as very challenging, exacting a high level
of excellence, accuracy, and coherence. Accordingly, the Joseon Dynasty Liturgy
Dictionary team has independently produced such functions as head word input &
classification macro, head word description template,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key
macro, fast correction, etc. which are based on MS Excel and HWP, common word
processors for the last two years. This has improved the efficiency of the work, as well
as accuracy and coherence of the work results.
2-1. MS Excel Macro for Head Word Selection and Input: The team independently
designed the MS Excel based head word input macro, and effectively selected and
input 8780 head words.
2-2. MS Excel arrangement/edit macro for head word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The 8780 head words were classified into 24 folds after t]he researchers' investigation
and discussion. For this, designed and utilized was the arrangement/edit macro through
which the head word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work can be done promptly and
conveniently.
① 標目(Heading) 1148 words ② 車馬(Vehicles) 157 words
③ 建築(Construction) 675 words ④ 官署(Government Office) 231 words
⑤ 官職(Official Post) 1067 words ⑥ 軍陣(Military) 111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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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器皿(Vessels) 289 words ⑧ 陵園(Royal Tomb & Mausoleum) 126 words
⑨ 圖書(Books) 206 words ⑩ 排班(Positioning) 285 words
⑪ 兵甲(Arms) 165 words ⑫ 服飾(Clothing & Ornament) 715 words
⑬ 山川(Mountain & River) 40 words ⑭ 喪葬(Funeral) 361 words
⑮ 神靈(God & Holy Spirit) 116 words ⒃ 神位(Ancestral Tablet) 70 words
⒔ 樂舞(Music & Dance) 607 words ⒕ 飮食(Food) 234 words
⒖ 儀仗(Honor Guards) 560 words ⒗ 儀節(Conduct) 2358 words
ꊓ 制度(System) 179 words ꊊ
ꊊ
ꊔ 陳設(Display) 368 words
ꊕ冊寶(Official Document & Valuables) 68 words ꊊ
ꊊ
ꊖ Others 503 words

3-1. Head Word Description Template Utilizing the HWP Script Macro: The basic
technical method to secure excellence, accuracy, and coherence of the contents for
head word description, which is the deciding factor of a dictionary. Being utilized is
the 24 sorts of “customized” HWP template (the mainframe to make various
documents and programs) according to the 24 classified kinds of the 8780 head words.
The template includes the basic principles for head word description, various writing
rules, essential description items, paragraph composition, basic sentence types, unified
common words, sentence marks, picture and reference notation, etc.
3-2.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The dictionary containing more than 57,000
words that includes humanity related technical terms commonly used as head words
as well as in Korean and Oriental studies has been designed and shared.
3-3. Key Macro, Commonly Used Phrases, Fast Correction: Such functions as
various kinds of HWP key macro (Alt+1~Alt+9), commonly used phrases (Cont+F3),
fast correction (Shift+F8), etc. are utilized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① Key Macro: Macros to make various input works convenient such as simple and

prompt auto-imput of Korean+Chinese Characters (e.g “향사한의 享司寒儀”) (Alt+1),
Auto-arrangement of references (Alt+2), etc.
② Commonly-used Phrases: Input of shortened words of 2~4 characters instead of

long and complicated phrases (more than 10 characters) → Auto-input of the whole
phrase with the combined key input of Alt+i , which is helpful for input work and
unity of the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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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ast Correction (Shift+F8): By applying the HWP Fast Correction function

comparing correct-wrong words combination, frequently quoted words such as years
and king’s name are automatically processed.
4. By using HWP and Excel, Joseon Dynasty Liturgy Dictionary team has improved
the joint work efficiency, and saved time and effort. The efficient head word input and
arrangement by utilizing Excel Macro, convenient writing by using HWP Template,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Macro, Commonly-used Phrase, and Fast Correction,
Coherence of the writing contents and level, etc. can be utilized in other areas of
Korean and Oriental studies. In the future, effective application of PC is expected to
contribute a lot to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Korean/Oriental studies.
Keywords: Joseon Dynasty Liturgy Dictionary, PC, HWP, MS Excel, Macro,
Template, Commonly-used Phrases, Fast Correction,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