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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
만약을 대비하여 사용설명서 등은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B급 기기 (가정용 정보통신기기)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거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ᆞ TOEIC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
TOEFL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
This publication is not endorsed or approved by ETS.
ᆞ This product includes FontAvenue® font(s) licenced by NEC Corporation.
FontAvenu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NEC Corporation.
ᆞ
microSD is a trademark of SD Card Association. microSD Logo is a
trademark.
ᆞ 본 설명서에 사용되는 회사명과 제품명은 각 소유자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일
수 있습니다.

부속품의 확인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이하의 부속품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ᆞ 케이스
ᆞ USB 케이블
ᆞ 전용 이어폰
ᆞ 터치펜(본체에 수납)
ᆞ 알칼리 AAA 건전지 2개
※ 구입하신 제품(특별 포장 상품 등)에 따라서는 부속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속 케이스 사용상의 주의
ᆞ 부속 케이스는 전자사전의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내충격성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속 케이스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충격이 가해지면 전자사
전이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ᆞ 전자사전을 부속 케이스에 넣거나 꺼낼 때, 전자사전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ᆞ 부속 케이스 위에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ᆞ 부속 케이스는 방수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물에 젖으면 탈색될 수 있습니다. 젖었을 때는 즉시 마른 천 등을 이용
하여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ᆞ 부속 케이스에 벤젠이나 시너 등 휘발성 액체가 묻으면 변색될 수 있으니 주
의하십시오.
ᆞ 부속 케이스를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장기간 직사광선
에 노출되면 변색이나 탈색의 원인이 됩니다.

1

처음 전지 설치와 설치 후의 조작
구입하신 후,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아래의 순서에 따라 동봉
된 알칼리 AAA 건전지 2개를 넣으십시오.

1 본체 뒷면의

부분을 눌러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낸 후, 전
지덮개를 떼어냅니다.

2 전지 2개를 넣습니다.

전지 꺼내기용 리본

ᆞ 전지의 (-)극 쪽의 스프링을 누르면서,
(+)극 쪽을 케이스 안으로 끼워 넣습니
다.
ᆞ 전지 꺼내기용 리본 위에 전지를 올려
놓습니다.
ᆞ 전지의 극성(+ -)을 확인 후 정확하게
넣으십시오.
ᆞ 스프링이 튀어 나오거나 전지 밑으로
깔리지 않고 반듯하게 눌려져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3 터치펜을 전지덮개에서 꺼낸 후,
전지덮개를 본체에 끼웁니다.

터치펜

2

4 본체 뒷면의 RESET (리셋) 버튼
을 터치펜으로 누릅니다.

ᆞ RESET 버튼을 누를 때에는
이쑤시개나 연필 등, 끝이 부러지기
쉬운 물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터치펜

RESET 버튼

5 중앙부분을 잡고 사전을 엽니다.
ᆞ 화면 밝기 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6

터치패널

키를 눌러서 화면의 밝기
를 조정합니다.

7

키를 누릅니다.
ᆞ 터치패널 밝기조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ᆞ

키를 눌러서 터치패널의 밝기
를 조정합니다.

3

8

키를 누릅니다.
ᆞ 터치패널 조정화면이 표시됩니다.
ᆞ 터치패널내의 4가지 십자 마크의 중심
부분을 하나하나 터치펜으로 터치해
주세요.
ᆞ 4개의 십자 마크를 모두 터치하면 언
어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9

중심을
터치합니다.

키를 눌러서 화면 타이틀
이나 메시지 등에 사용하고 싶
은 언어 옆으로 ●를 이동시킵
니다.
ᆞ 본 사용설명서는「한국어」설정 상태
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0

키를 누릅니다.
ᆞ MENU화면이 표시됩니다.
ᆞ MENU화면이 표시되면, 터치펜은 원
래의 수납부에 보관해 주십시오. (반
듯하고 확실하게 안쪽까지 넣어 주십
시오.)

● 동봉된 전지는 공장 출하시부터 미량의 방전에 의해 소모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사용시기에 따라 소정의 사용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시라이드 (oxyride)건전지 또는 기타 다른 종류의 니켈계 1차전지는 본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들 건전지와 제품 사양간의 비호환으로 인
해서 건전지 수명이 짧아지거나 제품이 오작동될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이나 microSD 메모리카드의 종류와 사용 상황에 따라 전지의 수명
이 현저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4

PC에 연결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
LIBRARY 기능을 사용하여 PC 의 텍스트 파일을 본 제품으로 보
려면, 전용 데이터 전송 소프트웨어 「
( EX-word TextLoader」) 가
필요합니다. 본 제품과 PC를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이 소프트웨
어를 PC에 인스톨해 주십시오.
ᆞ 데이터 전송 소프트웨어는 이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http://www.excellent-word.co.kr/
ᆞ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기 전에 본 제품과 PC를 연결하면,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ᆞ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전용 USB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인스톨됩니다.

5

백라이트 기능에 대해서
본 제품에는 어느 정도 어두운 곳에서도 표시화면이 잘 보이도록
백라이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백라이트 소등 상태에서는
전지의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 켜기
백라이트의 점등 시간에는「약 30초」와 「약 3분」의 2종류가 있습니다.
ᆞ 약 30초간 백라이트를 점등시킬 때：
키를 누릅니다.
ᆞ 약 3분간 백라이트를 점등시킬 때：
키를 누르고, 손을 떼었다가 다시

키를 누릅니다.

키 조작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30초 또는 약 3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임의의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백라이트 끄기
백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키를 누릅니다.

전지 수명에 대해서
ᆞ 백라이트 기능 이나 음성 기능을 자주 사용하면 전지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ᆞ 다음의 전지 수명은 백라이트, 음성 사용시의 기준치입니다. (새 알칼리전지를
25℃에서 사용할 경우)

6

사용 조건

전지 수명

1시간 중 4분 입력ᆞ검색, 55분 표시, 스피커로 1분 음성
출력, 백라이트 점등하지 않음

약 75시간

1시간 중 4분 입력ᆞ검색, 55분 표시, 스피커로 1분 음성
출력, 백라이트 3분 점등

약 60시간

1시간 중 4분 입력ᆞ검색, 55분 표시, 스피커로 1분 음성
출력, 백라이트 연속 점등

약 20시간

스피커 또는 이어폰으로 음성출력 반복, 백라이트 점등하
지 않음

약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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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의 특징
각 사전 공통의 편리한 기능
◆ 터치패널(펜입력 기능)
키보드 대신에, 부속된 터치펜을 사용해서 터치패널에 문자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43페이지

◆ 발음 기능
단어/숙어/예문 등의 발음(네이티브 발음 방식ᆞ텍스트 발음 방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248페이지

◆ 즐겨찾기 기능
자주 사용하는 사전 등을 즐겨찾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56페이지

◆ 추가검색
● 화면 분할 검색
뜻이나 해설 화면을 참조하면서 화면을 상하로 분할하여 다른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58페이지
● 상세검색/어순지정 검색
영어 예문 검색 또는 숙어 검색에서 해당 후보를 신속하게 추려내거나 단어의
261페이지
어순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스펠링/원형후보 검색
표제어 검색시에 입력한 스펠링에 근접한 단어와 원형후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
다.
263페이지

◆ 히스토리(HISTORY) 기능
이전에 검색한 단어를 다시 검색할 때 히스토리 기능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64페이지

◆ 점프(JUMP) 기능
표제어를 검색한 후에 해설이나 예문 등에 나오는 단어를 다른 사전으로 이동하
267페이지
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줌(ZOOM) 기능
화면의 문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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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페이지

◆ 가이드(GUIDE) 기능

◆ FREE MEMO
원하는 내용을 직접 메모하여 30건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호출하여 내용을
289페이지
보거나 수정ᆞ삭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릿말

각 사전의 범례 (편집방침, 이용방법 등)나 수록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볼 수
35페이지
있습니다.

◆ 학습장
● 암기카드
터치펜으로 문자를 입력하여 암기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 외우는 사용법
270페이지
이외에, 터치패널을 사용하여 받아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 표제메모
사전 검색한 표제어의 뜻이나 해설 화면에 터치펜으로 입력한 메모(표제메모)
를 붙일 수 있습니다. 표제메모에서 붙인 메모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277페이지

● 단어장
검색한 단어/예문/숙어 가운데 암기하고 싶은 항목을 단어장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기한 단어/예문/숙어에 체크표시를 해서 관리할 수도
281페이지
있습니다.

◆ 표시전환 기능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나 화면 타이틀 등의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나 데이터(뜻과 해설) 표시 화면, 숙어나 예문 검색시의 화면 표시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2 페이지

◆ 백라이트 기능
어느 정도 어두운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페이지

검색 방법
◆ 근접어 검색
본 제품은 단어를 검색하기 위해 문자를
입력할 때마다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ᆞ 문자를 모두 입력한 후 검색하는 방법
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접어검
색 설정OFF) (→ 303, 30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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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 미리보기 표시
후보 리스트 중에서 반전된 표제어 뜻의
일부를 화면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ᆞ 미리보기 표시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3페이지)

◆ 예문ᆞ해설 미리보기 표시
단어의 예문이나 해설을 검색할 때에,
반전된 예문 또는 해설의 일부를 화면
아래에 표시합니다.

◆ 리스트 건수 표시
예문 검색, 히스토리 등의 리스트가 표
시될 때, 후보의 총수와 그 가운데에서
의 순서를 표시합니다.
총후보 159개 가운데 반전된 후보
가 9번째임을 나타냅니다.

계산기능
덧셈이나 나눗셈 등의 사칙연산, 상수계산, 메모리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LIBRARY 기능
텍스트 파일을 PC를 사용하여 본 제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LIBRARY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에서 설명서를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http://www.excellent-wor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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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주의하십시오.
ᆞ 본 제품을 화기가 있는 곳에 버리지 마십시오. 파열로 인한 화재ᆞ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ᆞ 난방기구 근처 등 온도가 높은 곳과 직사광선을 피해주십시오.
ᆞ 아주 낮은 기온에서는 일시적으로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온에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ᆞ 습한 곳, 더러운 곳, 먼지가 있는 곳을 피하십시오.
ᆞ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시고, 구부리거나 비틀지 마십시오. 바지 주머니에 넣거나
단단한 것과 함께 가방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ᆞ 본 제품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떨어져
서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ᆞ 본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ᆞ 펜, 연필 또는 뾰족한 물건을 사용하여 키를 누르지 마십시오.
ᆞ 본 제품에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연하게 탄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에 묻혀 닦아
주십시오. 벤젠, 시너 또는 기타 휘발성 약품을 사용할 경우 본체와 키에 인쇄된
문자가 지워지거나 케이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ᆞ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고 뜨거워지는 등 이상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화재ᆞ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1 전원을 끈다.
2 USB 케이블을 뺀다.
3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카시오 서비스센터에 연락한다.
ᆞ 페이스 메이커 등을 사용하시는 분은 본 제품을 흉부(가슴의 주머니 등)근처에
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페이스 메이커 등에 자기의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상을 감지하면 즉시 본 제품을 몸에서 멀리하고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ᆞ 자기카드(신용카드, 현금카드, 선불카드 등)와 함께 소지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자기를 띤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ᆞ 본 제품이나 microSD 메모리카드로 전송한 PC측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시고
백업용으로 보관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의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해 저장 내용이 삭
제될 수 있습니다.
ᆞ 본 제품에 시판되는 microSD 메모리카드를 사용할 때는 어린이가 삼키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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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화면에 대하여
ᆞ 액정화면이나 터치패널에 강한 힘을 가하거나 볼펜 등 뾰족한 것으로 찌르지 마십
시오. 액정화면과 터치패널은 유리로 되어 있으므로 긁히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ᆞ 액정표시화면이 부서진 경우 액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부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ᆞ 만일 입에 들어간 경우는 바로 양치질을 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ᆞ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묻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세정한 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사용장소에 대하여
ᆞ 병원내, 항공기 등 휴대전화의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ᆞ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USB 케이블 및 본 제품(USB 케이블)의 커넥터부분에 대해서
ᆞ USB 케이블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흠집이 나거나 파손되어, 화재ᆞ감전의 원
인이 됩니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ᆞ 무거운 것을 올리거나 가열하지 말 것
ᆞ 가공하거나 무리하게 구부리지 말 것
ᆞ 비틀거나 잡아당기지 말 것
ᆞ 화기 근처에 두지 말 것
ᆞ 플러그를 뽑을 때는 케이블을 잡아당기지 말 것 (반드시 USB 케이블의 플러그
를 잡고서 뽑을 것)
ᆞ USB 케이블의 플러그는 커넥터의 안쪽까지 확실하게 꽂을 것
ᆞ 여행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USB 케이블의 플러그를 커넥터에서
뽑을 것
ᆞ 케이블이나 플러그가 손상되어 있으면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카시오 서비스센
터에 연락할 것
ᆞ 젖은 손으로 USB 케이블이나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ᆞ 커넥터부분에는 부속품 이외는 연결하지 마십시오. 화재ᆞ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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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 CASIO COMPUTER CO., LTD.는 본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혹은
제삼자로부터의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ᆞ 본 설명서의 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ᆞ 본 설명서는 폐사의 서류상의 동의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할 수 없습니다.
ᆞ 본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표시화면은 실제의 제품과 다소 다를 경우가 있으
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의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체에 대하여
ᆞ 본 제품에 표시되는 문자체와 신문이나 서적 등에 사용되는 인쇄 문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ᆞ 본 제품의 화면에 표시되는 표ᆞ그림은 화면상의 일람성을 중시하여, 일부 간
략화된 문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ᆞ그림 이외에도 본 제품의 표시
도트 구성 관계상, 간략화된 문자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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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의 명칭
액정화면
전원

키

(→ 28페이지)

USB 케이블
커넥터 (LIBRARY기능
→ 20페이지)
이어폰 단자
(→ 249페이지)
스피커

터치패널
(→ 43페이지)

키보드
(→ 26페이지)

microSD 메모리카드 삽입부*
(LIBRARY 기능 → 20페이지)
터치펜

음성 출럭 전환 스위치
(→ 248, 249페이지)

* 전지덮개를 분리하면,
microSD 메모리카드
삽입부가 있습니다.

전지덮개 (→ 2, 339페이지)

USB 케이블 커넥터
(LIBRARY기능 → 20페이지)

RESET(리셋) 버튼
(→ 3, 3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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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펜
터치펜은 터치패널을 조작하기 위한 전용 펜입니다.

터치펜 꺼내기
터치펜 수납부로부터 반듯하게 끌어 당깁니다.

터치펜 수납하기
터치펜 수납부에 반듯하게 넣습니다.
ᆞ 떨어지지 않도록 반듯하고 확실하
게 안쪽까지 넣어 주십시오.
ᆞ 터치펜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
십시오.

본 제품을 여는 방법
중앙부분을 잡고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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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의 명칭과 기능
1

2

사전 키

C
N
문자 키

D

M

E
F

L

G

K
H

I

J

1 전원을 켜거나 끌 때 누릅니다. (→ 28페이지)
2 키 위쪽에 인쇄되어 있는 사전을 사용할 때, 이 키를 누릅니다. 각각의 키
에는 2개의 사전이 등록되어 있으며, 키를 누를 때마다 등록된 사전으로
전환됩니다. (→ 29, 31페이지)
3 백라이트의 점등/소등 전환시 누릅니다. (→ 6페이지)
「 」를
4 문자 키에 인쇄되어 있는 성조기호(중국어 입력용)/한글 문자/「?」
입력하거나,「설정변경」이나「GUIDE」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 누릅니
다. (→ 35, 36, 39, 40, 76, 139, 302페이지)
* 이 키(

키)를 누른 후에는 손을 떼어 다른 키를 눌러 주십시오.

5 표시된 단어를 보다 상세히 검색하거나 숙어/예문을 추려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258, 261, 263페이지)
이전에 검색한 단어를 다시 검색할 때

키를 누른 후 이 키를 누릅

니다. (→ 264페이지)
6 단어의 뜻이나 해설 화면의 문자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69페이지)
화면의 표시형식을 변경할 때
(→ 33, 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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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른 후, 이 키를 누릅니다.

7 단어 뜻의 내용이 많아서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누르면
화면을 한 페이지씩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page up/down)
(→ 32페이지)
키를 누른 후,
하나 앞 또는 하나 뒤의 단어 뜻을 표시하고자 할 때,
또는
키를 누릅니다.
8 표제어를 검색한 후 뜻이나 해설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지정하
여 그 단어를 검색할 때 누릅니다. (→ 267페이지)
키를 누른 후, 이 키를 누릅니다. (→ 35페
GUIDE를 이용할 경우,
이지)
9 네이티브 발음 방식의 발음을 들을 때 누릅니다. (→ 251, 252페이지)
텍스트 발음 방식의 발음을 들을 때
키를 누른 후, 이 키를 누릅니다.
(→ 253페이지)
0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때 누릅니다. (→ 32페이지)
단어 뜻의 화면에서 누르면 그 말을 포함한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 32페이지)
각 사전의 초기화면에서 누르면, MENU화면이 됩니다. (→ 29페이지)
K 문자를 입력 또는 항목을 선택한 후에 누릅니다. (→ 31페이지)
단어장에 단어를 등록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단어에 체크표시를 할 때,
키를 누른 후, 이 키를 누릅니다. (→ 283, 285페이지)
L 커서를 상하좌우로 하나씩 움직여서 항목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31페이지)
발음을 듣고 있을 때에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발음을 듣고 있지 않을 때에 음량을 조절하려면,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단어의 뜻이 많아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한 줄씩 위아래
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 문자를 삭제할 때 누릅니다. (→ 42페이지)
설정을 변경할 때

키를 누른 후, 이 키를 누릅니다. (→ 302페이지)

N 문자나 숫자를 입력할 때 누릅니다. (→ 36~41페이지)
*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7, 1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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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 ON/OFF
전원이 꺼져 있을 때에

키를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ᆞ 사전 키를 눌러도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이 켜지면 각 사전의 초기화면이 표시됩
니다.
다시 한 번

키를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ᆞ 화면이 전환되고 있는 도중에는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 전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수분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자동 OFF 기능).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302, 303페이지)
● 전원을 끈 경우에도 그 시점까지의 화면이나 데이터는 보존·저장되며, 다시
키를 눌러 전원을 켜면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리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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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작

기본 조작
사전 호출 방법
본 제품에 수록된 사전을 호출(본 제품의 액정화면에 표시)하려면, MENU화면에
서 불러내는 방법과 사전 키를 눌러서 불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MENU화면에서 호출하기
MENU화면에서는, 본 제품에 수록된 모든 사전, PUZZLE, 통합검색, 계산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록된 사전은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1

키를 누릅니다.

사전

ᆞ MENU화면이 표시됩니다.
ᆞ「즐겨찾기 /LIBRARY」화면이 표시되
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르십시오 .

2

키를 누

키를 사용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사전의 해당 카테고리
를 반전시킵니다.
ᆞ 카테고리 리스트 → 30페이지

3
4

키를 사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을 반전시킵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사전의 초기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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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리스트
ᆞ 국어
중국어능력 평가시험 HSK어휘8822
동아 새국어사전 (국어사전)
…EW-L7200 한정
동아 現代活用玉篇 (옥편)
우선순위 HSK 관용어
고사성어사전
…EW-L7200 한정
ᆞ 영어
ᆞ 회화
e4u 영한사전
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
Oxford Advanced Learner’
s
위기상황 돌파 영어 회화
Dictionary (영영사전)
여행 일본어 회화
e4u 한영사전
주머니속의 여행영어
Oxford Thesaurus of ENGLISH
주머니속의 여행일본어
(영어 유의어 사전)
주머니속의 여행중국어
넥서스 ENGLISH EXPRESSION
주머니속의 여행독일어
DICTIONARY (영어 표현사전)
주머니속의 여행프랑스어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주머니속의 여행이탈리아어
（Collocations사전）…EW-L6200 한정
주머니속의 여행스페인어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일본어 회화 사전…EW-L3200 한정
（미국영어사전)…EW-L6200 한정
비즈니스 중국어…EW-L7200 한정
Oxford Learner’s Wordfinder Dictionary
직통 중국여행회화…EW-L7200 한정
（Wordfinder)…EW-L6200 한정
ᆞ 학습
YBM e-mail에 꼭 필요한 알짜표현!!
한자능력검정시험
3600（e-mail암기카드）…EW-L6200 한정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ᆞ 일본어
박정 TOEFL insight Vocabulary
동아 프라임 일한사전
EJU 스코어 UP 독해+청해
동아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EW-L3200 한정
동아 프라임 한일사전
EJU 스코어 UP 청독해+기술
新明解日語辞典
…EW-L3200 한정
일본 외래어 사전
리스닝 일본어…EW-L3200 한정
広辞苑・逆引き広辞苑…EW-L3200 한정
일본어문법책…EW-L3200 한정
漢字源…EW-L3200 한정
능률 VOCA 어원편…EW-L6200 한정
カタカナ語新辞典…EW-L3200 한정
능률 VOCA 테마편…EW-L6200 한정
일본어 뉘앙스 사전…EW-L3200 한정
ᆞ 유학용…EW-L6200 한정
일본어시험 JPT 필수단어 3000…EW-L3200 한정
수학 핵심 용어 사전
明鏡日本語クイズ300…EW-L3200 한정
물리ᆞ화학 핵심 용어 사전
問題な日本語…EW-L3200 한정
사회 핵심 용어 사전
続弾！問題な日本語…EW-L3200 한정
생물 핵심 용어 사전
ことば選び辞典…EW-L3200 한정
국어 핵심 용어 사전
敬語早わかり辞典…EW-L3200 한정
유학ᆞ어학연수 이것만은 꼭 외우고 떠나자
日本語○×辞典…EW-L3200 한정
ᆞ 편리한기능
日本語知識辞典…EW-L3200 한정
PUZZLE
ᆞ 중국어
영어통합검색
고려대학교 중한사전
통합검색
고려대학교 한중사전
FREE MEMO
현대한어대사전…EW-L7200 한정
계산기
중영대사전…EW-L7200 한정
Multilingual Word and Phrasebank
넥서스 중국어 유사어 비교사전…EW-L7200 한정
…EW-L6200 한정
넥서스 중국어 외래어 사전…EW-L7200 한정
넥서스 중국어 시사용어 사전…EW-L7200 한정
넥서스 중국어 표현 사전…EW-L7200 한정
중국어 관용어사전…EW-L7200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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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키를 눌러서 호출하기
사전 키를 눌러서 사전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 키에는 각각 2개의 사전이 등록되어 있으며, 키를 누를 때마다 등록된 사전
이 전환됩니다.

→
→
ᆞ

키를 누른 후, 사전 키를 누르면 2번째 행에 기재된 사전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단어나 항목 선택
■ 반전(

)을 이동시켜서 선택한다

키를 눌러서 반전(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본 설명서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을

■ 선택항목 앞에 있는 알파벳 키를 눌러 선택한다
선택항목 앞에 있는 알파벳과 동일한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 항목의 알파벳 앞에
마크가 있
는 경우는,
키를 누른 후에 알파
벳과 같은 키를 누릅니다.

31

화면의 연속된 부분 보기
화면의 오른쪽 위에

또는 가 표시되어

있을 때 화면의 위 또는 아래에 연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ᆞ

또는

키를 누르면 1줄씩 전환할

수 있습니다.
ᆞ

또는
키를 누르면 1화면씩 전환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이동)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입력을 잘못했거나 키를 잘못 눌렀을 때
돌아갑니다.

키를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리스트 보기
단어 뜻의 화면에서

키를 누르면 검색할 단어를 포함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
화면 표시 전환
■ 표시언어를 전환한다
MENU화면에서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화면에 표
시되는 메시지나 화면 타이틀 등의 표시언어가 바뀝니다.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한국어...
ᆞ 본 사용설명서는 「한국어」 설정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ᆞ 표시언어는 「언어설정」 에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 30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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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 표시의 위치를 전환한다
리스트 화면에서
키를 누른 후에
표시의 위치가 바뀝니다.

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미리보기

→
→
■ 데이터 화면의 표시 형식을 전환한다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르면 아래와 같

괘선이 들어간 표시로
됩니다.

→

→

데이터(뜻과 해설) 화면에서
이 표시 형식이 바뀝니다.

→
괘선없이 표시됩니다.

보통표시보다 문자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더
많은 행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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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의 숙어 검색/ 예문 검색의 리스트 화면을 센터
링 표시로 전환하기
숙어 검색/예문 검색의 리스트 화면에서
키를 누른 후에
미리보기 화면의 위치가 바뀝니다. 또한,
키를 누른 후에
입력한 단어를 센터링하여 숙어와 예문을 표시합니다.

→

최초(첫 번째)로 입력한
단어를 센터링

→

3번째로 입력한 단 어를
센터링

→

→

→

키를 누르면,
키를 누르면,

2번째로 입력한 단어를 센터링
ᆞ 위의 화면은 영한사전의 예문 검색으로 「by&the&way」를 검색할 때의 예
입니다.
ᆞ 입력한 3번째 단어까지 센터링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단어 검색
단어의 뜻을 확인한 후에 다른 단어를 검색하고자 할 때는 문자 키를 눌러서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키를 누르면 검색문자 입력화면 (사전의 최초화면) 이 표시되면서 그문자가 그
대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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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기능
각 사전의 범례(편집방침, 이용방법 등)나 수록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볼 수 있습니다.

1 가이드를 보고 싶은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3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 보고 싶은 항목을 반전시키고,
키를 누릅니다.
ᆞ 가이드가 표시됩니다.
ᆞ
키를 누르면, 스크롤하면서 가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ᆞ 가이드를 보기 전 화면으로 되돌아가려면
키를 누릅니다.

● 다음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가이드를 볼 수 없습니다.
ᆞ 영어통합검색
ᆞ 통합검색
ᆞ MENU화면
ᆞ FREE MEMO
ᆞ 학습장
ᆞ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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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입력
「한영사전」
「국어사전」등에서 한글을 입력할 때 , 키보드는
자동적으로 한글 입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
예:「밥」을 입력합니다.

1 입력하는 문자를 구성하는
자음 키를 누릅니다.
여기에서는

키를 누릅니다.

2 모음 키를 누릅니다.
여기에서는

키를 누릅니다.

3 받침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음 키를 누릅니다.
여기에서는

키를 누릅니다.

ᆞ「ㅃ」,「ᄍ」,「ㄸ」,「ᆩ」,「ᄊ」,「ᅤ」,
「ᅨ」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를 누른 후 문자키를 누릅니다 .

키

「밥」이 입력됩니다.

● 본 제품은 표준한글코드인 KSC5601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옛말 등 일부
입력할 수 없는 문자가 있습니다. 입력할 수 없는 문자 중에도 표제어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커서 키를 이동하여 검색해 주십시오.
예: 국어사전에서「긿」을 검색할 경우, 「ᆨ」「ᅵ」「ᆯ」「ᄒ」순으로
입력하면「길ᄒ」로 표시됩니다. 커서 키를 이동해서 리스트에서「긿」
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터치패널을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때는 →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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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사전」
「영영사전」등에서 알파벳을 입력할 때 , 키보드는 자동적으로
알파벳 입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
예:「internet」을 입력합니다.

1 알파벳이 쓰여 있는 문자 키를

문자 입력

알파벳 입력

누르면, 그 문자가 입력됩니다.
여기에서는
키를 누릅니다.

「internet」이라고 입력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단어의 스펠링에 관계없이 알파벳은 모두 소문자로 입력됩니다.
● 알파벳은 30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표제어 검색에서 스펠링을 입력할 때는, “-(하이픈)”“ (공백)”을 생략합니다.
(예 :“heaven-sent”→“heavensent”)
● 표제어 검색에서“&”를 포함하는 단어를 검색할 때는,“and”라고 입력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숙어 검색이나 예문 검색을 할 때는, 단어를“&”로 연결합
니다.
(예 :“get to”→“get&to”)

● 터치패널을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때는 →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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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문자 (히라가나/가타카나) 입력
「일한사전」등에서 히라가나 또는 가타카나를 입력할 때 , 키보드
는 자동적으로 일본어 문자 입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

「로마자 입력」과「50 음 보드 입력」
히라가나 또는 가타카나 입력에는 「로마자 입력」 과 「50음 보드 입력」 의 2 가
지 방법이 있습니다.

■ 로마자 입력
문자 키를 사용해서 로마자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예：「ようかん」을 입력합니다.

1 로마자로 문자 키를 누르면,
일본어 문자가 입력됩니다.
여기에서는
누릅니다.

키를
「ようかん」이라고 입력됩니다.

● 로마자 입력 방법을 확인할 때는 → 318페이지
● 요음(拗音), 촉음(促音), 발음(撥音), 탁음(濁音), 반탁음(半濁音) 등의 입력
방법을 확인할 때는 → 321페이지
● 터치패널을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때는 →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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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음 보드 입력
화면상의 「50음 보드」를 사용한 입력 방법입니다.

1

키를 누른 후,
누릅니다.

키를

ᆞ 50음 보드가 표시됩니다.

2

키를 눌러서 입력하고 싶은 문자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가타카나 보드로 바꾸고 싶을 때는「가타카나 키보드 표시」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3 문자 입력이 끝나면,「입력종료-검색개시」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검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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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병음) 입력
「중한사전」에서 중국어를 입력할 때, 키보드는 자동적으로 중국어 병음 입력 모드
로 전환됩니다.
ᆞ 병음 입력이란, 병음(알파벳)과 성조(음의 상하)를 사용해서
중국어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ᆞ 본 제품은, 성조부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가까운 후보를
검색합니다.
ᆞ 각 성조부호를 입력할 때에는 알파벳의 모음 뒤에 이하의 키를 누릅니다.
“

”:

키를 누르고, 손가락을 떼면서

키를 누른다

“

”:

키를 누르고, 손가락을 떼면서

키를 누른다

“

”:

키를 누르고, 손가락을 떼면서

키를 누른다

“

”:

키를 누르고, 손가락을 떼면서

키를 누른다

“

”:

키를 누르고, 손가락을 떼면서

키를 누른다

ᆞ“ü”는

키를 눌러 주십시오 .

ᆞ「?」,「 」는 ,

키를 누른 후 , 손가락을 떼고 입력하고자 하는 기호가

쓰여진 문자 키를 누릅니다.
)을 입력합니다.

예:「zàijiàn」(

1 알파벳이 쓰여진 문자 키를

누르면, 그 문자가 입력됩니다.

ᆞ

키를 누른 후, 성조부호가
쓰여진 문자 키를 누르면, 부호가 붙은
문자가 입력됩니다.
「zàijiàn」이 입력됩니다.

여기에서는
키를 누릅니다.

● 중국어는 부수ᆞ총획수, 한자음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69, 71페이지
● 터치패널을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때는 →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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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입력
「玉篇」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등에서 획수를 입력할 때 ,「PUZZLE」
「계산기」
를 사용할 때 , 키보드는 자동적으로 숫자 입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
예:「15」 를 입력합니다.

1 숫자가 쓰여진 문자 키를 누르면,
그 숫자가 입력됩니다.
여기에서는

키를 누릅니다.

「15」가 입력됩니다.

● 터치패널을 사용하여 숫자를 입력할 때는 → 43페이지

41

잘못 입력한 문자의 정정
입력한 문자를 삭제하는 방법과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문자 삭제

1

또는
키를 눌러서,
삭제하고 싶은 문자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커서

2

키를 누릅니다.
ᆞ 커서 위치의 우측 문자가 삭제됩니다.
커서가 마지막 문자의 오른쪽에 있을 때
키를 누르면, 마지막 문자가 삭제됩니다.

문자 추가

1

키로 문자를 추가하고 싶은 위치에 커서를
또는
이동시킵니다.

2 문자를 입력합니다.
ᆞ 추가된 문자가 커서 위치에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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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화면
터치펜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하는 대신에, 터
치패널에 부속된 터치펜을 이용하여 문
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치패널에는「즐겨찾기 등록」이
나「단어장 등록」 등을 실행하는 패널
조작기능도 있습니다.

터치패널

주의사항

터치패널의 사용방법

터치패널의 사용방법

ᆞ 터치패널 조작시에는 부속된 전용 터치펜을 사용하시고, 펜이나 연필 등의 필기구
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터치패널이 긁히거나 동작상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ᆞ 터치펜의 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파손된 터치펜으로 조작하면 터
치패널이 긁힐 수 있습니다.
ᆞ 터치펜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터치펜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터치펜 수납부에 보관해 주십시오.
ᆞ 터치패널에 터치할 때는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대고 사용하십시오.
ᆞ 터치패널 표면을 세게 누르거나 힘을 주어 입력하지 마십시오. 터치패널이 긁히
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터치패널에 표시된 문자
1

2

3

4

1 표제메모
표제메모를 등록하고자 할 때 터치합니다. （→ 277페이지）
2 ESC/LIST
이전화면으로 돌아갈 때 터치합니다. 단어의 뜻 화면에서 터치하면 그 말을 포함
하고 있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 32페이지）
3 ENTER
문자를 입력하거나 항목을 선택한 후 터치합니다. （→ 31페이지）
4 인식
터치펜으로 쓴 문자를 검색문자 입력란에 입력할 때, 터치합니다. （→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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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가능한 문자의 종류
본 제품은 다음과 같은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일본어 (히라가나ᆞ가타카나ᆞ한자)
● 숫자 (0~9의 10자)
● 알파벳 (A∼Z, a∼z의 52자)
● 중국어 (간체자ᆞ병음)
● 한글 (한글ᆞ한자)
입력 가능한 문자의 종류는 사전이나 검색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각 사전에서 검색방
법을 반전시켰을 때, 입력 가능한 문자의 종류가 화면 상부에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일한사전」사용시 )

아이콘

입력 가능한 문자의 종류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알파벳

아이콘

입력 가능한 문자의 종류
숫자
간체자
한글

* 아이콘은 최대 3개까지 표시됩니다.
* 아이콘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문자의 종류를 조합하여 (히라가나와 한자 등)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일본어의 히라가나ᆞ가타카나ᆞ한자는 JISX0213-2004와 JISX0212-1990에 준거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JIS 제3수준 한자, JIS 제4수준 한자, 보조한자는 제외)
* 중국어 간체자는 GB18030-2000에 준거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한글은 KSC5601에 준거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널의 표시
입력할 수 있는 문자의 종류에 따라 표시되는 터치패널이 다릅니다.
● 일본어ᆞ중국어ᆞ한글의 경우
입력 방법 → 45페이지

● 숫자ᆞ알파벳의 경우
입력 방법 → 45페이지

입력ᆞ인식ᆞ수정 등 기본적인 조작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일본어의 경우를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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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입력

1 터치펜을 사용하여 터치패널에
입력하려는 문자를 씁니다.

ᆞ 터치패널의 어느 부분에도 입력이 가
능합니다.
ᆞ 문자를 다시 쓸 때는 터치패널 안의
<다시 쓰기>를 터치하면 문자가 삭제
됩니다.

2 터치패널의 <인식>을 터치합니다.
ᆞ 검색문자 입력란에 문자가 입력됩니다.
ᆞ 1번에서 입력한 문자의 옆 부분을 터
치해도 검색문자 입력란에 문자가 입
검색문자 입력란
력됩니다.
ᆞ 터치패널의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차례로 문자를 쓰면 <인식>을 터치하
지 않고도 검색문자 입력란에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까지
입력한 후에 <인식>을 터치해 주십시오.

3 1번과 2번 조작을 반복하여 검색하려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ᆞ 두 자리 숫자를 입력할 때는 터치패널에 1자리씩 입력하여 주십시오.
ᆞ 터치패널에 문자를 쓰는 도중에 키보드 키를 누르면, 펜입력이 무효가 됩니다.
ᆞ <인식>을 터치하지 않아도, 입력한 문자가 자동적으로 검색문자 입력란에 입
력되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펜입력 인식설정 (→ 305페이지)
ᆞ 중국어 병음 입력에 의한 검색방법일
때는 터치패널에 성조부호가 표시됩니
다. 키보드에서 알파벳을 입력한 후,
성조부호를 터치하면 성조부호가 붙은
문자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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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력한 문자의 정정
터치패널을 사용하여 검색문자 입력란에 입력한 문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喜怒衰楽」을「喜怒哀楽」으로 정정

1 터치패널 내의 정정하고자 하는
문자를 터치합니다.

ᆞ 여기에서는「衰」를 터치합니다.
ᆞ 문자수가 많을 경우에는 뒷부분부터
표시됩니다. 정정하고자 하는 문자가
가려져 보이지 않을 때는 터치패널의
또는
를 터치하여 문자를 이동
시켜 주십시오.
ᆞ 후보문자가 표시됩니다. (최대 10문자)
ᆞ 후보 중에 변경할 문자가 없을 때는
<다시 쓰기>를 터치하 여 정정하고자
하는 문자를 삭제한 후, 다시 한 번 문
자를 써 주십시오.

2 후보문자 중에서 변경하고자 하
는 문자를 터치합니다.

ᆞ 여기에서는「哀」를 터치합니다.
ᆞ 문자가 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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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조작 기능
액정화면의 표시내용에 따라서, 다음 조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MENU화면이 표시되었을 때
<즐겨찾기 등록>을 터치하 면, 화 면에
반전되어 있는 사전을 즐겨찾기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즐겨찾기 기능 (→ 256페이지)

● 데이터(뜻이나 해설)가 표시되었을 때
ᆞ<전 표제어><다음 표제어>를 터치하
면, 각각 이전 또는 다음 표제어를 표
시합니다.
ᆞ<단어장 등록>을 터치하면, 표시된 표
제어가 단어장에 등록됩니다.
→ 단어장 기능 (→ 281페이지)
ᆞ<숙어>를 터치하면 검색한 단어의 숙
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문 해설>을 터치하면 검색한 단어
를 사용한 예문이나 단어의 어법 해설
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표제어의 숙어ᆞ예문ᆞ해설 보기
（→ 74, 75, 104페이지）
ᆞ＜암기카드 작성＞을 터치하면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암기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암기카드 （→ 270페이지）
● 영어의 숙어ᆞ예문 검색시의 후보 리스트가 표시되었을 때
<센터링 전환>을 터치할 때마다 센터링
되는 단어가 전환됩니다.
→ 영어 숙어 검색(→ 79페이지), 영어
예문 검색(→ 80, 85페이지), 센터링
표시 (→ 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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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듣고 싶은 단어 등이 반전표시되었을 때
<-> 또는 <+>를 터치하면 발음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발음 기능 (→ 251, 252, 253페이
지)

● 체크박스가 붙은 리스트 화면이 표시되었을 때
<체크마크 등록/해제>를 터치하면, 반
전된 단어 등에 체크가 표시됩니다. 이
미 체크표시가 된 경우에는 체크표시가
삭제됩니다.

● 점프하기 전의 단어 또는 문자가 반전되어 있을 때
<전에 JUMP한 사전으로>를 터치하면,
바로 전에 점프한 사전으로 점프합니다.
→JUMP기능（→ 26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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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패널을 사용하여 메모 쓰기
암기카드, 표제메모, FREE MEMO에서는 터치펜으로 쓴 내용을 그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암기카드 (→ 270페이지), 표제메모 (→ 277페이지), FREE MEMO (→ 289페이지)
여기에서는 FREE MEMO를 예로 설명합니다.

메모입력 화면

FREE MEMO 화면
ᆞ

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입력이 가능합니다.
지울 수 있습니다.

로 되어 있을 때는 쓴 내용을

■ 펜으로 쓰기
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터치펜으로 메모를 씁니다.
ᆞ
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을 터치하
여
으로 전환시킵니다.
ᆞ
을 터치할 때마다 펜의 굵기가 2단
계로 변환됩니다.

■ 지우개로 지우기
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터치펜으로 긁어 지웁니다.
ᆞ 터치펜으로 긁은 부분이 지워집니다.
ᆞ
는
다.
ᆞ

또는
로 되어 있을 때는,
또
를 터치하여
로 전환시킵니
를 터치할 때마다 지우개(소)

→ 지우개(대)

→

→ ‥ 로 전환됩니다.

■ 한 번에 전체 지우기
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메모편집 영역 안을 터치합니다.
ᆞ 전체가 지워집니다.
ᆞ

또는

로 되어 있을 때는,

를 수회 터치하여
또는
전환시킵니다.

로

메모편집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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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1「한영사전」,「 한일사전」,「 한
중사전」또는「국어사전」을 호
출합니다 .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한영사전」을 호출한 경우

「한일사전」을 호출한 경우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중사전」을 호출한 경우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국어사전」을 호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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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한글로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 기 에 서 는「한 영 사 전」에 서「조
정」이라고 입력합니다. 한글을 입
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
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한영사전…영어단어
한일사전…일본어단어
한중사전…중국어단어
국어사전…뜻

한영사전ㆍ한일사전ㆍ한중사전ㆍ국어사전

입력합니다.

● 한글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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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자 검색 (한중사전ㆍ국어사전)
표제어 옆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자로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 게임(game)
「한중사전」또는「국어사전」의 검색 방법은, 1 번의 사전 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국어사전」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국어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또는 키를 눌러서「영문자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알파벳
으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piano」를
검색합니다.
알파벳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뜻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때는 와일드 카드 검색이나 블랭크 워드 검색도
가능합니다. → 7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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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 검색 (국어사전)
표제어 중에서, 고어만을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시 한글은 현대어로 입력합니다.

1「국어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또는

키를 눌러서「고어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 검색하고자 하는 고어를
한글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기에서는「사랑」을 검색합니다.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후,
누릅니다.

키를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한글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53

한자음 검색

1「玉篇」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한자음」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검색하고 싶은 한자의 음을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기에서는「松」을 검색하기 위해,
「송」이라고 입력합니다.

3

키를 누릅니다.
ᆞ 입력한 한글과 같은 음을 가진 한자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현재 반전된 한자가 전체후보의 몇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고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후보 13
개 중에서 첫 번째 한자가 반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키를 눌러
서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반전시
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한자음은 한글로 1문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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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획수 검색
玉篇

1「玉篇」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부수획수」를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 싶은 한자의 부수
획수를 입력합니다.

ᆞ 숫자 입력 방법 → 41, 45페이지
여기에서는「松」을 검색합니다.
「松」의 부수는「木」이므로,
「4」를 입력합니다.
ᆞ 획수를 다시 입력할 때는,
누르고 나서 입력합니다.

4

키를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부수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
서 검색하고 싶은 부수를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선택한 부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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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한자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7

키를 눌러
서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한자의 부수는, 그 한자의 성립과정 등에 따라 어느 부수로 분류할 지 학설
이 나누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검색을 고려해서 형태별로 분류하는 것도 있
어 사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수획수는 1~17획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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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획수 검색

1「玉篇」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총획수」를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 싶은 한자의
총획수를 입력합니다.

ᆞ 숫자 입력 방법 → 41, 45페이지
여기에서는「件」을 검색하므로
총획수인「6」을 입력합니다.
ᆞ 획수를 다시 입력할 때 는 ,
키를 누르고 나서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한자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
서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반전
키를 누릅니다.
시킨 후,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한자의 획수는, 활자체나 쓰는 방식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총획수는 1~33획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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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일람 검색

1「玉篇」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3

키를 누르고「부수일람」을 반전시킵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부수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
서 검색하고자 하는 부수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선택한 부수가 표시됩니다.

5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한자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6

키를 눌러
서 검색하고자 하는 한자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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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ㆍ총획수 검색
한자의 부수와 총획수를 조합시켜, 후보의 한자를 추려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수는 획수검색과 일람검색의 두 가지
방법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부수획수」와
「총획수」를 조합하여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玉篇」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부수획수」를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 싶은 한자의 부수의
획수를 입력합니다.

ᆞ 숫자 입력 방법 → 41, 45페이지
여기에서는「松」을 검색합니다 .
「松」의 부수는「木」이므로 ,
「4」를 입력합니다 .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부수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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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눌러
서 검색하고 싶은 부수를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총획수」가 반전됩니다.

6 검색하고 싶은 한자의 총획수
를 입력합니다.

ᆞ 숫자 입력 방법 → 41, 45페이지
여 기 에 서 는「松」을 검 색 하 므 로,
부수를 포함한 총획수인「8」을 입
력합니다.

7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한자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8

키를 눌러
서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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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검색
터치패널에 문자를 입력하여 한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玉篇」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한자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한자를
입력합니다.

ᆞ 한자 입력 방법 → 45페이지
여기에서는「松」을 검색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어휘를 검색할 경우에는「어휘 검색」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6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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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검색

1「玉篇」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어휘」를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 싶은 어휘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기에서는「格言」을 검색하므로,
「격언」이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어휘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어휘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뜻이 표시됩니다.

● 어휘는 한글로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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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1「고사성어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고사성어사전

검색하고자 하는 고사성어를 한글로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한글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기에서는「태산북두 ( 泰山北斗 )」
를 검색하므로「태」라고 입력합니
다 .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고사성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고사성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 한글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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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고사성어를 첫 번째 한자부터 터치패널에 입력하
여, 그 한자를 단서로 고사성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고사성어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한자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한자를
입력합니다.

ᆞ 한자 입력 방법 → 45페이지
여기에서는「泰山北斗」를 검색하므
로「泰山」이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고사성어를
키를
반전시킨 후,
누릅니다.
ᆞ 고사성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 한자는 13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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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획수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고사성어에 포함된 한자를 부수획수에서 검색한 후,
그 한자를 단서로 고사성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고사성어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玉篇」의「부수획수

검색」2~5번(→ 55페이지)을 보고,
검색하고자 하는 한자의 부수를 표시합니다.

3

ᆞ 여기에서는「태산북두(泰山北斗)」를「泰」로 검색합니다.「泰」의 부 수
는「水」이므로「4」를 입력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한자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한자검색」란에 한자가
입력됩니다.
ᆞ 2번부터 4번의 조작을 반복하면 두
번째 문자 이후의 한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한 한자를 사용한 고사성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입력된 한자가 한 글자일 경우는 그
한자를 사용한 고사성어를 검색하고
두 글자 이상인 경우는 앞 부분이
일치하는 고사성어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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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고사성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뜻이 표시됩니다.

● 한자의 부수는, 그 한자의 성립과정 등에 따라 어느 부수로 분류할 지 학설
이 나누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검색을 고려해서 형태별로 분류하는 것도
있어 사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수획수는 1~16획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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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획수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고사성어에 포함된 한자를 총획수에서
검색한 후, 그 한자를 단서로 고사성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고사성어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玉篇」의「총획수 검색」 2~4번(→ 57페이지)을 보고, 한
자의 일람을 표시합니다.

3

ᆞ 여기에서는 「구우일모(九牛一毛)」를「一」로 검색합니다.「一」의 총획
수인「1」을 입력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한자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4

5

키를 눌러
서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한자검색」란에 한자가
입력됩니다.
ᆞ 2번부터 4번의 조작을 반복하면 두
번째 문자 이후의 한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한 한자를 사용한 고사성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입력된 한자가 한 글자일 경우는 그
한자를 사용한 고사성어를 검색하고
두 글자 이상인 경우는 앞 부분이
일치하는 고사성어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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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고사성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뜻이 표시됩니다.

● 한자의 획수는, 활자체나 쓰는 방식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총획수는 1~29획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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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일람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고사성어에 포함된 한자를 부수일람에서 검색한 후,
그 한자를 단서로 고사성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고사성어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玉篇」의「부수일람 검색」 2~5번(→ 58페이지)을 보고,
한자의 일람을 표시합니다.

3「부수획수 검색」의 4 번 이후 (→ 65페이지) 를 보면서 ,
검색합니다 .

부수ㆍ총획수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고사성어에 포함된 한자를 부수와 총획수를
조합해 검색한 후, 그 한자를 단서로 고사성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수는 획수검색 또는 일람검색의 두 가지
방법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부수획수」와「총획수」를 조합하여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고사성어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玉篇」의「부수ᆞ총획수 검색」2~6 번 ( → 59 페이지 ) 을 보
고 , 한자의 일람을 표시합니다 .

ᆞ 여기에서는「태산북두(泰山北斗)」를「泰」로 검색합니다.「泰」의 부수
는「水」이므로「4」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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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한자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
서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한자검색」란에 한자가
입력됩니다 .
ᆞ 2번부터 4번의 조작을 반복하면 두
번째 문자 이후의 한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한 한자를 사용한 고사성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입력된 한자가 한 글자일 경우는 그
한자를 사용한 고사성어를 검색하고
두 글자 이상인 경우는 앞 부분이
일치하는 고사성어를 검색합니다.

6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고사성어를
키를
반전시킨 후,
누릅니다.
ᆞ 뜻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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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음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고사성어에 포함된 한자를 한글음으로 검색한 후,
그 한자를 단서로 고사성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고사성어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한자음」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한자의 음을
한글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기에서는「塞」를 사용한
고사성어를 검색하므로「새」
라고 입력합니다 .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한자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5「부수획수 검색」의 4번 이후 (→ 65페이지)를 보면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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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1「영한사전」,「영영사전」또는

「미국영어사전」을 호출합니다 .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영한사전」을 호출한 경우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영사전」을 호출한 경우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검색하고 싶은 영어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영한사전」에서
「agree( 동의하다 )」를 검색합니다 .
스펠링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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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어사전」을 호출한 경우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영어단어 (표제어)를 반
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검색한 단어에 숙어나 예문 등이 있
을 때 화면과 같은 아이콘이 표시됩
니다. ( → 74 페이지 )

영한사전ㆍ영영사전ㆍ미국영어사전（EW-L6200 한정）

ᆞ 단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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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의 숙어ㆍ예문ㆍ해설 보기
검색한 단어의 해당화면에
등이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
단어를 사용한 숙어 및 예문, 어법 등의 해설 을 검색할 수 있습니
다.
숙어

해설

예문

숙어
화면에

가 표시되었을 때에는, 검색한 단어의 숙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화면에

가 표시되었을 때에,
터치펜으로 <숙어>를 터치합니
다.
ᆞ 숙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2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숙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숙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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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ᆞ해설
화면에
이나
이 표시되었을 때에는, 검색한 단어를 사용한 예문이
나 단어의 어법해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화면에

또는
이 표시
되었을 때에, 터치펜으로
<예문 해설>을 터치합니다.
또는

2

이 반전됩니다.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아이콘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예문 또는 해설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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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때
각 사전에서「표제어 검색」과「스펠링 체크」를 할 때는, 와일드
카드 검색/블랭크 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와일드 카드 검색
단어의 총문자수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때 검색하는 기능.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를 입력한다.
→
ad__t → ad??t

■블랭크 워드 검색
단어의 문자수도, 스펠링도 확실하지 않을 때 검색하는 기능.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 」를 입력한다.
→

ad_…_t → ad t

1 검색문자 입력란에 알파펫을 입

력할 때, 스펠링을 모르는 부분
에「?」「 」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는「?」를 입력합니다.

ᆞ「?」를 입력하는 방법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를 입력하는 방법
키를 누른 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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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2

키를 누릅니다.
ᆞ 찾고자 하는 영어단어에 가까운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영어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 다음의 경우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ᆞ 선두가 「?」로 시작할 때
ᆞ「 」를 2 개 이상 포함할 때
ᆞ「?」와「 」를 동시에 포함할 때
● 스펠링을 앞에서부터 몇 개만 기억하고 있을 때에는, 그 몇 개의 문자만 입력
하여 찾고자 하는 영어단어에 가까운 단어 리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어가 1000개를 넘을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1000개까지 표시합니다.
스펠링을 추가하여 다시 한 번 검색하십시오.
●「 」와「?」는 기호선택화면에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키를 누르면 기

호선택화면이 표시됩니다. 기호선택화면이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눌러

입력하고자 하는 기호를 반전시킨 후,
하지 않고 기호선택화면을 닫을 때는

키를 누릅니다. 아무 것도 입력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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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펠링 체크

1 사전의 초기화면에서

키를 눌러「스펠링 체크」를 반전

시킵니다.

ᆞ 여기에서는「영영사전」에서 스펠링 체크를 합니다.

2 스펠링 체크를 하고 싶은 단어
를 입력하십시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ailand (island)」를
체크합니다 .

3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스펠링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입력한 스펠링에 가까운 단어가 없을
때에는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습니
다.」 라고 표시된 후에 검색문자
입력화면 (사전의 초기화면) 으로
돌아갑니다.

4

키를 눌러서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 입력한 스펠링에 근접한 단어를 검색하는 경우 외에 입력한 스펠링을 근거로
그 원형으로 생각되는 단어의 후보도 표시합니다.
또한, 후보로 표시된 단어는 반드시 정확한 원형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록되어 있는 표제어에 없는 단어의 변화형을 입력하여도 원형후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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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어 검색

1 사전의 초기화면에서

키를 눌러「숙어 검색」을 반전시

킵니다.

ᆞ 여기에서는「영영사전」에서 검색합니다.

2 숙어를 검색하고자 하는

영어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두 개 이상의 영어단어로 검색할
때는 단어를「&」로 연결합니다.
여기에서는「get」과「to」를
사용한 숙어를 검색하기 위해
「get&to」라고 입력합니다.

3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숙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숙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해당 단어가 1000개를 넘을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1000개까지 표시합니다.
단어를 추가하여 다시 한 번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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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검색

1 사전의 초기화면에서

키를 눌러「예문 검색」을 반전시

킵니다.

ᆞ 여기에서는「영영사전」에서 검색합니다.

2 예문을 검색하고 싶은

영어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두 개 이상의 영어단어로 검색할
때는 단어를「&」로 연결합니다.
여기에서는「return」과「to」
를 사용한 예문을 검색하기 위해
「return&to」라고 입력합니다.

3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예문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예문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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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검색
표제어

1「영어 유의어 사전」을 호출합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2「영한사전ᆞ영영사전ᆞ미국영어사전」의「표제어 검색」2~3

번 ( → 72 페이지 ) 을 보고 , 영어단어의 유의어를 검색합니다 .

영어 유의어 사전

니다.

숙어 검색

1「영어 유의어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숙어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영한사전ᆞ영영사전ᆞ미국영어사전」의「숙어 검색」 2~4
번(→ 79페이지)을 보고, 숙어의 유의어를 검색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때는 와일드 카드 검색이나 블랭크 워드 검색도 가능합
니다. → 76페이지
● 「숙어 검색」에서 해당 후보가 1000개를 넘는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1000개
까지 표시합니다. 단어를 추가하여 다시 한 번 검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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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1「영어 표현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영어표현」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장면별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상황별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여기에서는「사회ᆞ경제활동과
관련된 말」을 선택합니다.

82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상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표현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여기에서는「사업 Business」를
선택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표현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영어 표현사전

4

ᆞ 표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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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영어표현의 상황을 한글로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1「영어 표현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상황별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상황을 한글
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기에서는「사업이어떤가」라고
입력합니다.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표현)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표현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표현이 표시됩니다.

● 한글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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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검색
한글이나 영어단어를 입력해서 영어표현의 예문을 검색합니다.

1「영어 표현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또는
키를 눌러서, 한글로 찾을 경우에는
「한글예문검색」을, 영어로 찾을 때에는「영어예문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한글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ᆞ 영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검색할 때는
단어를「&」로 연결합니다.
여기에서는「how」와「business」
를 사용한 예문을 검색하기 위해,
「how&business」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예문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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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예문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예문이 표시됩니다.

● 한글은「&」를 포함해서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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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1「Collocations사전」을 호출합
니다.

Collocations사전 (EW-L6200 한정）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2 검색하고 싶은 영어단어를 입력
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 「fine(훌륭한 )」을
검색합니다.
스펠링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3

키를 눌러 검색하고
싶은 영어단어(표제어)를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의 연어(連語)가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때는 와일드 카드 검색이나 블랭크 워드 검색도 가능합
니다. → 7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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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ocation (연어 검색)
품사 편성으로 연어를 검색합니다.

1「Collocations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또는 키를 눌러 「collocation」을 반전시킵니다.
3 검색하고 싶은 영어단어를 입력
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두 개 이상의 영어단어로 검색할
때는 단어를「＆」로 연결합니다.
여기에서는「take」와「back」
을 사용한 연어를 검색하기 위해
「take&back」이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예문의 품사 편성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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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키를 눌러 검색하고 싶은 품사 편성을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6

키를 눌러 검색
하고 싶은 연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품사 편성된 연어(連語)가 표시됩니다.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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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어 검색

1「Collocations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또는 키를 눌러 「숙어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영한사전ᆞ영영사전ᆞ미국영어사전」의「숙어 검색」2~4 번
( → 79 페이지 ) 을 보고 , 숙어를 검색합니다 .

예문 검색

1「Collocations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또는 키를 눌러 「예문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영한사전ᆞ영영사전ᆞ미국영어사전」의「예문 검색」2~4 번
( → 80 페이지 ) 을 보고 , 예문을 검색합니다 .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 45 페이지
● 해당 후보가 1000개를 넘는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1000개까지 표시합니다.
단어를 추가하여 다시 한 번 검색하십시오.

90

키워드 검색

1「Wordfinder」를 호출합니다.
「키워드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

2 검색하고 싶은 영어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enjoy(즐기다)」를
검색합니다.
스펠링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영어단어 (키워드)를 반
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Wordfinder (EW-L6200 한정）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ᆞ 표현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때는 와일드 카드 검색이나 블랭크 워드 검색도 가능합
니다. → 7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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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어 검색

1「Wordfinder」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관련어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 싶은 영어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여기에서는 「good&time」으로 검색합니다.

4

5

키를 누릅니다.
ᆞ 관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영어단어 (관련어)를 반
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내용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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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검색

1「Wordfinder」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또는 키를 눌러 「예문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영한사전ᆞ영영사전ᆞ미국영어사전」의「예문 검색」2~4 번
( → 80 페이지 ) 을 보고 , 예문을 검색합니다 .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 45 페이지
● 해당 후보가 1000개를 넘는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1000개까지 표시합니다.
단어를 추가하여 다시 한 번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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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에리어 검색

1「Wordfinder」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 「토픽 에리
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토픽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토픽 리스트를 반
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표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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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e-mail 알짜표현의 키워드를 한글로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워드」가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한글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기에서는「감사」라고
입력합니다.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3

e-mail 알짜표현 (EW-L6200 한정）

1「e-mail 알짜표현」을 호출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표현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표현이 표시됩니다.

● 한글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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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검색
한글이나 영어로 단어를 입력해서 e-mail 알짜표현의 예문을
검색합니다.

1「e-mail 알짜표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영어 표현사전」의「예문 검색」 2~5번(→ 85페이지)을 보
고, 예문을 검색합니다.

● 한글은「&」를 포함하여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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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1「일한사전」,「新明解日語辞典」
또는「広辞苑」을 호출합니다 .

「일한사전」을 호출한 경우

「新明解日語辞典」을 호출한 경우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검색하고 싶은 일본어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8, 45페이지
여기에서는「일한사전」에서「りん
ご ( 사과 )」를 검색합니다 .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広辞苑」을 호출한 경우

일한사전・新明解日語辞典・広辞苑 (EW-L3200 한정）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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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뜻이 표시됩니다.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찾을 수 없을 때 (広辞苑)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음부호(-)를 포함하는 가타카나어의 수록 순서
장음부호 「-」 를 포함하는 가타카나어는 장(모)음 부분을 철자로 인식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ナイーブ」 는 「ナイブ」의 위치가 아닌 「ナイイブ」의 위치에 있
으므로 「ないいぶ」라고 입력합니다.
…ないい【内意】→ ナイーブ【naive】→ ないいん【内印】→ …

「づ」와「ず」를 잘못 사용하고
■「ぢ」와「じ」、
있지는 않습니까?
広辞苑 의 표제어는 일본의「현대 가나표기법」에 준거하고 있습니다.

「町中」는「まちぢゅう」가 아니고「まちじゅう」,「 稲妻」는「いなづま」가
아니고「いなずま」가 됩니다.

■ バ행에 없을 때 「ヴ」 를 보셨습니까?
외래어의 고유 명사 중에는 [V] 발음의 상당수가「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화면에

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 일본어 문자는 14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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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순 검색 (広辞苑)
일본어 ( 히라가나 ) 로「~ 人」「~ 雪」등 단어의 끝말을 입력해
「異邦人」「細雪」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広辞苑」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역순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8, 45페이지
여기에서는「~ 雪」을 검색하므로
「ゆき」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뜻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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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구 검색 (広辞苑)
일본어 (히라가나)를 입력하여 일본어 관용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관용구 검색시 주의점
● 관용구를 검색할 때는 반드시 문장이 아닌 단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猿も木から落ちる」(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를 검색할 경우
→ ×「さるもきからおちる」라고 입력
○「さる」「き」「おちる」중 어느 하나를 입력
문장 전체를 입력해 검색할 때에는「표제어 검색( 広辞 苑)」(→ 97페이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사ᆞ형용사를 검색할 때에는 반드시 기본형을 입력하십시오.
예：「立つ鳥跡を濁さず」(나는 새는 뒤를 어지르지 않는다)를 검색할 경우
→ ×「にごさず」 ○「にごす」
「にごす」라고 입력하면 다음의 관용구 일람이 표시됩니다.
跡を濁す 御茶を濁す 口を濁す 言葉を濁す 立つ鳥跡を濁さ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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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広辞苑」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관용구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단서가 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8, 45페이지
여기에서는「脇目も振らず」를
검색하므로「ふる」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관용구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관용구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뜻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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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자 검색 (広辞苑)
표제어 옆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자로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 サイクロン【cyclone】
ダイヤモンド・ダスト【diamond dust】

1「広辞苑」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영문자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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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뜻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입력한 스펠링과 일치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리스트 표시없이
뜻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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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ㆍ그림 보기 (広辞苑)
표제어 설명 화면에
이 표시되어 있을 때, 그 단어의
표ᆞ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1 화면에

이 표시되어 있을
때 터치펜으로 <예문 해설>을 터
치합니다.
이 반전됩니다.

2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아이콘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표ᆞ그림이 표시됩니다.
ᆞ 표ᆞ그림에 따라서는 화면의
상하좌우로 연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키를 눌러서 연속
부분을 표시합니다.
ᆞ 표ᆞ그림 중의 일부 문자에 약자를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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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검색
터치패널에 문자를 입력하여 한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漢字源」을 호출합니다.
「한자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2 검색하고자 하는 한자를
입력합니다.

ᆞ 한자 입력 방법 → 45페이지
여기에서는「心」을 검색합니다.

3

漢字源（EW-L3200 한정）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한자는 1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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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획수 검색ㆍ총획수 검색ㆍ부수일람 검색
「부수획수 검색」ᆞ「총획수 검색」ᆞ「부수일람 검색」의 검색
방법은,「玉篇」과 동일합니다.
「漢字源」에서「부수획수 검색」ᆞ「총획수 검색」ᆞ「부수일람
검색」을 할 경우에는,
이틀을 반전시킨 후, 검색하십시오.

키를 눌러서 각각의 검색 타

부수획수 검색
부수획수 검색의 조작방법은, 55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부수획수는 1~17획까지 입력할 수 있
습니다.

총획수 검색
총획수 검색의 조작방법은, 5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총획수는 1~34획까지 입력할 수 있습
니다.

부수일람 검색
● 부수일람 검색의 조작방법은 58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부수획수 검색」또는「부수일람 검색」과「총획수 검색」을 조합하여 검색
할 수도 있습니다. → 5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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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훈검색
일본어의 음 또는 훈을 히라가나로 입력하여 일본어 한자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1「漢字源」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음훈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히라가나
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8, 45페이지
여기에서는「刊」을 검색하므로, 일
본어 음독의「かん」을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한자 일람이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
서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반전
키를 누릅니다.
시킨 후,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일본어 문자는 히라가나로 9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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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어 검색
일본어 문자로 입력하여 일본어 숙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漢字源」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숙어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 싶은 일본어 숙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8, 45페이지
여기에서는「心身」을 검색하므로,
「しんしん」이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숙어 일람이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숙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일본어 문자는 14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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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음 검색

1「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을 호
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玉篇」의「한자음 검색」2~4 번 ( → 54 페이지 ) 을 보고 , 한
자를 검색합니다 .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한자음」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한자음은 한글로 1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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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読み 검색
일본어의 음 또는 훈을 히라가나로 입력하여 일본어 한자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1「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日本語読み」를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히라가나
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8, 45페이지
여기에서는「刊」을 검색하므로, 일
본어 음독의「かん」을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한자 일람이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
서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일본어 문자는 히라가나로 14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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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획수 검색ㆍ총획수 검색
「부수획수 검색」과「총획수 검색」의 검색 방법은,「玉篇」과
동일합니다.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에서「부수획수 검색」ᆞ「총획수 검색」
을 할 경우에는,
반전시킨 후, 검색하십시오.

키를 눌러서 각각의 검색 타이틀을

부수획수 검색
부수획수 검색의 조작방법은, 55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부수획수는 1~16획까지 입력할 수 있
습니다.

총획수 검색
총획수 검색의 조작방법은, 5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총획수는 1~29획까지 입력할 수 있습
니다.

●「부수획수 검색」과「총획수 검색」을 조합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5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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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검색
터치패널에 문자를 입력하여 한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한자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한자를
입력합니다.

ᆞ 한자 입력 방법 → 45페이지
여기에서는「誠」을 검색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어휘를 검색할 경우에는 「일본어어휘 검색」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1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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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国字검색
검색
日本国字
한국어음으로 검색할 수 없는 일본한자는 일본국자(日本国字)
리스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3

키를 눌러「日本国字」를 반전시킵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日本国字 일람이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日本国字 리스트는 한국어음으로 검색할 수 없는 일본한자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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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어휘 검색
일본어 문자로 입력하여 일본어 어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일본어어휘」를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 싶은 일본어의 어휘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8, 45페이지
여기에서는「心身」을 검색하므로,
「しんしん」이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어휘 일람이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어휘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일본어 문자는 14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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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일본어(가타카나)를 입력하여 가타카나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カタカナ語新辞典」을 호출합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8, 45페이지
여기에서는「バリアーフリー」를
검색합니다.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
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カタカナ語新辞典 (EW-L3200 한정）

니다.

ᆞ 뜻이 표시됩니다.

● 가타카나는 14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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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약어 검색
알파벳을 입력하여 약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カタカナ語新辞典」을 호출합
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알파벳약어」를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영어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IT」를 검색합니다.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시)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키를
반전시킨 후,
누릅니다.
ᆞ 뜻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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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일본어(히라가나)를 입력하여 유사표현 중에서 뉘앙스가 다른
일본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일본어 뉘앙스 사전」을 호출
합니다.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8, 45페이지
여기에서는「うまい」를
검색합니다.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후,

일본어 뉘앙스 사전 (EW-L3200 한정）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 일본어 문자는 히라가나로 14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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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예문검색
한글을 입력하여 유사표현 중에서 뉘앙스가 다른 일본어 예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일본어 뉘앙스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한글예문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2 개 이상의 단어로 검색할 때는
단어를「&」로 연결합니다.
여기에서는「가족」과「모두」를
사용한 예문을 검색하므로「가족&
모두」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예문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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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예문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예문이 표시됩니다.

● 한글 「
( &」포함 )은 12 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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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みもの칼럼
일본 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일본어 표현에 관한 칼럼을 읽을 수
있습니다.

1「일본어 뉘앙스 사전」을 호출
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
「よみもの칼럼」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표현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표현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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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활용표
일본어의 동사 활용표나 대응표를 볼 수 있습니다.

1「일본어 뉘앙스 사전」을 호출
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동사
활용표」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보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활용표나 대응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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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1「일본 외래어 사전」을 호출합
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2 검색하고 싶은 일본 외래어를
가타카나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8, 45페이지
여기에서는「レオロジー ( 유동학 )」
를 검색합니다.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외래어를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후,
ᆞ 외래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 일본어 문자는 가타카나로 14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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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약어 검색

1「일본 외래어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알파벳약
어」를 반전시킵니다.

3 검색하고 싶은 알파벳약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JARO」를 검색합니다.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4

일본 외래어 사전

2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약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알파벳약어의 해설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123

부문별 검색
청취부문과 독해부문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어의
일본어의 의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1 번의 부문
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청취부문」에서 검
색하는 방법입니다.

1「JPT 필수단어 3000」을 호출
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청취부문」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ᆞ「독해부문」을 선택할 경우에는
키를 눌러서「독해부문」을
반전시킵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테마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돌다리건너기」에 대해서는
125 페이지를 보십시오.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테마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일본어가 표시됩니다.

●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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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돌다리건너기
청취부문과 독해부문 모두 연습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은 1 번의 부문 선택 항목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청취부문」에서의 방법입니다.

1「JPT 필수단어 3000」을 호출
합니다.

「청취부문」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ᆞ「독해부문」을 선택할 경우에는
키를 눌러서「독해부문」을
반전시킵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테마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돌다리건너기」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JPT 필수단어 3000 (EW-L3200 한정）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ᆞ 문제/리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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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치펜으로 <예문 해설>을 터치
하면, 문제 1의
반전됩니다.

5

아이콘이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가 표시됩니다.

키를 누르면, 모든 일본어를 발
음합니다.

6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 리스트 표시화면으로 돌아갑니다.

7

키를 눌러서 해답의
누릅니다.

아이콘을 반전시킨 후,

키를

ᆞ 해답이 표시됩니다.

8

키를 눌러 문제 리스트 표시화면으로 돌아간 후,
눌러서 다음 문제의
을 반전시킵니다.

키를

ᆞ 위의 5~7의 조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ᆞ 문제 리스트 표시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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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르면 반전이 이동합니다.

일본어 퀴즈 풀기
퀴즈를 푸는 조작은, 2번의 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초급편」의 퀴즈를 푸는 방법입니다.

1「明鏡日本語クイズ 300」을 호
출합니다 .

2

키를 눌러서 「초급편」
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
릅니다.
ᆞ 퀴즈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풀고자 하는
퀴즈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가 표시됩니다.

明鏡日本語クイズ (EW-L3200 한정）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4 터치펜과 터치패널을 사용하여 해답을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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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답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ᆞ 정답을 보려면,

키를 눌러서 이전화면으로 돌아간 다음,

키를

눌러「정답」을 반전시킵니다.
ᆞ 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해답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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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카테고리 검색
항목에서 선택하여 문제인 일본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방법은, 1 번의 사전 (「問題な日本語」ᆞ「続弾 ! 問題な日
本語」) 과 2 번의 항목 (「문제인 일본어」ᆞ「어느쪽을 사용 ?」)
선택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問題な日本語」의「어느쪽을 사용 ?」에서 검색하는 방
법입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어느쪽을 사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問題な日本語ᆞ続弾! 問題な日本語 (EW-L3200 한정）

1「問題な日本語」를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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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일본어 문자를 입력하여, 문제인 일본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방법은, 1 번의 사전 (「問題な日本語」ᆞ「続弾 ! 問題な日
本語」) 선택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問題な日本語」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問題な日本語」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표제어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합
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8, 45페이지
여기에서는「あじわう」를 검색합
니다.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
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
색 설정 ON 시)

4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단어(표제어)를 반
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 일본어 문자는 14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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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일본어(히라가나)를 입력하여 일본어 유의어나 대체어 등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1「ことば選び辞典」을 호출합니
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8, 45페이지
여기에서는「かれい（華麗）」를
검색합니다.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
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ことば選び辞典 (EW-L3200 한정）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히라가나는 14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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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분야/내용에서 찾기
항목에서 선택하여 일본어 유의어나 대체어 등을 검색할 수 있습
니다 .

1「ことば選び辞典」을 호출합니
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3

키를 눌러서 「키워드를 분야/내용에서 찾기」를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人の暮らしと人間関係」를 선택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人のからだと姿」를 선택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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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항목을 선택하여 일본어 경어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1「敬語早わかり辞典」을 호출합
니다.

2

후,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경어의 기본」을 선택합니다.

3

후,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2-1 付け足し型の尊敬語」를 선택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敬語早わかり辞典 (EW-L3200 한정）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 항목에 따라서는 4번 이전의 조작에서 설명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명 화면에
→ 104페이지

이 있을 때는 해설(그림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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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항목에서 선택하여 일본어 사용법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1「日本語○×辞典」을 호출합니
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후,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자주 듣는 틀린 말」을 선택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단어(표현)를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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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 선택하여 일본어 지식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1「日本語知識辞典」을 호출합니
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후,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日本語○×辞典 (EW-L3200 한정）

카테고리 검색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日本家屋のことば」를 선택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日本間」을 선택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표현)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日本語知識辞典 (EW-L3200 한정）

ᆞ 여기에서는「그림으로 보는 친숙한 것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 항목에 따라서는, 5번 이전의 조작에서 설명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명 화면에
→ 104페이지

이 있을 때는 해설(그림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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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음검색 (중한사전ㆍ현대한어대사전ㆍ중영대사전)
「병음 입력」으로 중국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중한사전」,「현대한어대사전」
또는「중영대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병음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중한사전」을 호출한 경우

「병음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대한어대사전」을 호출한 경우

「병음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중영대사전」을 호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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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하고자 하는 중국어를
병음으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40, 45페이지
여기에서는「중한사전」에서
「g ng」을 검색합니다. 알파벳 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중국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화면에
● 화면에

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나

이 있을 때는 숙어나 예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74페이지
● 병음 입력은 알파벳으로 20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중한사전ㆍ현대한어대사전 (EW-L7200 한정)ㆍ중영대사전 (EW-L7200 한정)ㆍ중국어 관용어사전 (EW-L7200 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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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음검색 (중국어 관용어사전)
「병음 입력」으로 중국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중국어 관용어사전」을 호출합
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병음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관용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40, 45페이지
여기에서는 「
(避重就轻)」을 검색합니다.
병음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ON시)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관용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관용어가 표시됩니다 .

● 병음 입력은 알파벳으로 20문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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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음의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때
각 사전에서「병음검색」을 할 때는, 와일드 카드 검색 / 블랭크 워
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와일드 카드 검색
중국어 병음표기의 총문자수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때
검색하는 기능.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를 입력한다.
→

g n_ _ _ò → g n???ò

■ 블랭크 워드 검색
중국어 병음표기의 문자수도, 스펠링도 확실하지 않을 때 검색하는 기능.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를 입력한다.
→

g n…ò → g n ò

1 검색문자 입력란에 병음을 입력

할 때, 모르는 부분에「?」「 」
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는「?」를 입력합니다.

ᆞ「?」를 입력하는 방법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를 입력하는 방법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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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를 누릅니다.
ᆞ 찾고자 하는 중국어에 가까운 단어 리
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중국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다음의 경우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ᆞ 선두가「?」로 시작할 때
ᆞ「 」를 2 개 이상 포함할 때
ᆞ「?」와「 」를 동시에 포함할 때
● 스펠링을 앞에서부터 몇 개만 기억하고 있을 때에는, 그 몇 개의 문자만 입력
하여 찾고자 하는 중국어에 가까운 단어 리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어가 1000개를 넘을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1000개까지 표시합니다.
스펠링을 추가하여 다시 한 번 검색하십시오.
● 병음 입력은 알파벳으로 20 문자 「
( ?」
「 」를 포함 ) 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와「?」는 기호선택화면에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호선택화면이 표시됩니다. 기호선택화면이 표시되었을 때
입력하고자 하는 기호를 반전시킨 후,
하지 않고 기호선택화면을 닫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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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르면 기
키를 눌러

키를 누릅니다. 아무 것도 입력
키를 누르십시오.

한자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중국어나 중국어 관용어에 포함된 한자를 터치패
널에 입력하고, 그 한자를 단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중한사전」,「현대한어대사전」과「중영대사전」에서는 한자를 1 자 이상 입
력할 수 있으며 (13 문자까지 ), 입력한 한자를 단서로 전방 일치하는 중국어를
검색합니다.
●「중국어 관용어사전」에서는 입력한 한자 (1 문자 ) 를 포함하는 관용어를 검색
합니다.

1 사전의 초기화면에서

키를 눌러「한자검색」을

반전시킵니다.

ᆞ 여기에서는「중한사전」에서 검색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한자를
입력합니다.

ᆞ 한자 입력 방법 → 45페이지
여기에서는「格言」을 검색하므로
「格」이라고 입력합니다.

3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중국어를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후,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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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획수 검색ㆍ총획수 검색ㆍ부수일람 검색
부수와 총획수를 이용한 검색 방법은,「고사성어사전」과 동일합
니다.
「부수획수 검색」ᆞ「총획수 검색」ᆞ「부수일람 검색」을 할 경
우에는
키를 눌러서 각각의 검색 항목을 반전시킨
후, 검색하여 주십시오.

부수획수 검색
「부수획수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6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부수획수는 1~16획까지 입력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현대한어대사전」에
서는 1~17획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총획수 검색
「총획수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6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총획수는 1~36획까지 입력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중국어 관용어사전」에

부수일람 검색

서는 1~24획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부수일람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부수와 총획수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69페이지
●「중국어 관용어사전」에서는 입력한 한자 (1 문자 ) 로 관용어를 검색합니다.
한자를 검색한 후에 관용어 리스트가 표시되면,
검색하고자 하는 관용어를 반전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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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한자음 검색 (중한사전ㆍ중국어 관용어사전)
검색하고자 하는 중국어나 중국어 관용어에 포함된 한자를 한글음
으로 검색한 후, 그 한자를 단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중한사전」에서는 한자를 1 자 이상 입력할 수 있으며 (13 문자까지 ), 입력한
한자를 단서로 전방 일치하는 중국어를 검색합니다.
●「중국어 관용어사전」에서는 입력한 한자 (1 문자 ) 를 포함하는 관용어를 검색
합니다.

1 사전의 초기화면에서

키를 눌러「한자음」을 반

전시킵니다.

ᆞ 여기에서는「중한사전」에서 검색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한자의 음을 한
글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기에서는「格」을 검색하므로
「격」을 입력합니다 .

3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한자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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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한자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중한사전」에서는,「한자검색」란에
한자가 입력됩니다. 2 번부터 4 번의
조작을 반복하면 두 번째 문자 이후의
한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ᆞ 「중국어 관용어사전」에서는 해당하
는 관용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6 번
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5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중국어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6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고사성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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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중국어 관용어사전)
다음 카테고리에서 관용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3의 카테고리 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成语(성어), 俗语(속어), 歇后语(속담), 古典名句(고전 명구),
新词语ᆞ流行语(신어ᆞ유행어)
다음 설명은 「俗语(속어)」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중국어 관용어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3

키를 눌러「카테고리 검색」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俗语」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관용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관용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관용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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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음검색
「병음입력」으로 중국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중국어 유사어 사전」을 호출
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병음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중국어를
병음으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40, 45페이지
여기에서는「g ng」을 검색합니다.
알파벳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중국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본문이 표시됩니다.
ᆞ 검색어의 문제 풀기 → 147페이지

● 병음 입력은 알파벳으로 20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병음의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경우에는 와일드 카드 검색이나 블랭크 워드 검
색도 가능합니다. → 13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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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의 문제 풀기
검색한 중국어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 검색어의 본문이 표시되어 있을
때,
키를 눌러서
반전시킵니다.

를

ᆞ 문제와 선택항목이 표시됩니다.
______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선택항
목에서 고르십시오.

2 문자키를 사용하여 정답란에 선택한 알파벳을 입력합니다.
3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ᆞ 정답을 보려면
러서

키를 눌러서 이전화면으로 되돌아간 후,

ᆞ 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해답 결과가 표시되어 있을 때
또는, 문제가 표시되어 있을 때
ᆞ 문제가 표시되어 있을 때
돌아갑니다.

키를 눌

을 반전시킵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르면, 앞 문제로 되

중국어 유사어 사전 (EW-L7200 한정）

ᆞ 문자 입력 방법 →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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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중국어를 첫 번째 한자부터 터치패널에 입력하여,
그 한자를 단서로 중국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중국어 유사어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한자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한자를
입력합니다.

ᆞ 한자 입력 방법 → 45페이지
여기에서는「公共」을 검색하므로
「公」이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중국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본문이 표시됩니다.
ᆞ 검색어의 문제 풀기→ 147페이지

● 한자는 5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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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연습문제 풀기

1「중국어 유사어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
「HSK연습」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품사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풀고
싶은 장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풀고
싶은 문제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본문이 표시됩니다.
ᆞ 검색어의 문제 풀기→ 14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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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획수 검색ㆍ총획수 검색ㆍ부수일람 검색ㆍ한자음 검색
부수ᆞ총획수ᆞ한자음을 이용한 검색 방법은,「고사성어사전」
과 동일합니다.
「중국어 유사어 사전」에서「부수획수 검색」ᆞ「총획수 검색」ᆞ「부
수일람 검색」
ᆞ「한자음 검색」을 할 경우에는
키를
눌러서 각각의 검색 항목을 반전시킨 후, 검색하여 주십시오.

부수획수 검색
「부수획수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6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부수획수는 1~12획까지 입력할 수 있
습니다.

총획수 검색
「총획수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6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총획수는 1~21획까지 입력할 수 있습
니다.

부수일람 검색
「부수일람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한자음 검색
「한자음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부수와 총획수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69페이지
● 검색 결과가 표시된 후에는, 검색어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14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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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1「중국어 외래어 사전」을 호출
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외래어를
한글로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는「록클라이밍」을
검색합니다.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외래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외래어가 표시됩니다.

● 한글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외래어 사전 (EW-L7200 한정）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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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자 검색
표제어 옆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자로, 외래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 글로브(globe)

1「중국어 외래어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또는 키를 눌러서「영문자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알파벳으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globe」를 검색합니다.
알파벳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외래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외래어가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정확한 스펠링을 모르는 경우에는, 와일드 카드 검색이나 블랭크 워드 검색도
가능합니다. → 7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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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세계의 국명ᆞ수도명」「세계의 주요 지명」「세계의 주요 인명」
의 카테고리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의 카테고리 선택 항목 이
외에는 찾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다음은「세계의 국명ᆞ수도명」
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중국어 외래어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3

키를 눌러「세계
의 국명ᆞ수도명」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키로 검색하고자
하는 외래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외래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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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1「중국어 시사용어 사전」을 호
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용어를 한글
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기서는「시장경제」를
검색합니다.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시사용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시사용어가 표시됩니다.

● 한글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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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자 검색
표제어 옆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자로 시사용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 시이오 (CEO)

1「중국어 시사용어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또는 키를 눌러서「영문자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알파벳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는「ceo」를 검색합니다.
알파벳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시사용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시사용어가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정확한 스펠링을 모르는 경우에는, 와일드 카드 검색이나 블랭크 워드 검색도
가능합니다. → 76페이지

중국어 시사용어 사전 (EW-L7200 한정）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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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시사용어를「성어ᆞ속담ᆞ관용어」
「통신ᆞ방송사」
「신문ᆞ잡지」
「음식」
「상표ᆞ회사」
「자동차」의 카테고리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2의 카테고리 선택 항목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성어ᆞ속담ᆞ관용어」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중국어 시사용어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3

키를 눌러「성
어ᆞ속담ᆞ관용어」를 반전시
킨 후,
키를 누릅니다.

키로 검색하고자
하는 시사용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시사용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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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1「중국어 표현사전」을 호출합니
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중국어표현」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상황별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여기에서는「생각에 관한 표현」을
선택합니다.

중국어 표현사전 (EW-L7200 한정）

ᆞ 장면별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157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상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표현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여기에서는「생각ᆞ기억」을
선택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표현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표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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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중국어표현 상황을 한글로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1「중국어 표현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누르고「상황별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상황을 한글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기에서는「기억하다」를
검색합니다.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표현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표현이 표시됩니다.

● 한글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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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예문 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중국어표현의 예문을 한글로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1「중국어 표현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누르고「한글예문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한글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두 개 이상의 한글로 검색할 때는,
한글을「&」로 연결합니다.
여 기 에 서 는「아 버 지 는」과「돌 이
켜보길」을 사용한 예문을 검색하
기 위해, 「아버지는&돌이켜보길」
이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예문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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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예문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예문이 표시됩니다.

● 한글은「&」를 포함해서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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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음입력
「병음입력」으로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HSK 어휘」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병음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 확
인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병음으
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40, 45페이지
여기에서는「

」을

검색합니다. 알파벳을 입력하면 해
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
테스트를 마친(→ 167페이지)
키를 누른 후
ᆞ 리스트 표시 중에
단어 옆에, 테스트 결과(○×)
키를 누르면, 반전된 단어 옆
를 표시합니다.
□ 안의 체크마크를 등록/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단어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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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HSK어휘 (EW-L7200 한정）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 병음 입력은 알파벳으로 20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병음의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경우에는, 와일드 카드 검색이나 블랭크 워드
검색도 가능합니다. → 139페이지
● 화면에

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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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검색ㆍ부수획수 검색ㆍ총획수 검색ㆍ부수일람 검색
한자ᆞ부수ᆞ총획수ᆞ부수일람을 이용한 검색 방법은,「고사성
어사전」과 동일합니다.
「HSK어휘」에서「한자검색」ᆞ「부수획수 검색」ᆞ「총획수
검색」ᆞ「부수일람 검색」을 할 경우에는
키를 눌
러서 각각의 검색 항목을 반전시킨 후, 검색하여 주십시오.

한자검색
「한자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64 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 한자는 13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부수획수 검색
「부수획수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6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부수획수는 1~16획까지 입력할 수 있
습니다.

총획수 검색
「총획수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6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총획수는 1~23획까지 입력할 수 있습
니다.

부수일람 검색
「부수일람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부수와 총획수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69페이지
● 단어에 체크마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162페이지)
●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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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학습
3종류의 카테고리에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은,
3의 카테고리 선택 항목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다음은「해석/설명문 감추기」에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1「HSK 어휘」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학습/
테스트/복습」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학습」이 반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어/해석/설명문을 모두 표시합니다.
단어를 표시하고, 해석/설명문을 감춥니다.
단어를 감추고, 해석/설명문을 표시합니다.

3

키를 눌러「해석/설명문
감추기」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학습번호의 범위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 학습하고자 하
는 문제번호의 범위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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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눌러 학습하
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3번에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 내용이
표시됩니다.
ᆞ「해석 / 설명문 감추기」「표제어 감추
키를
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누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표시 / 비
표시로 전환됩니다.
ᆞ 다음 단어로 진행하려면 터치패널의 ＜다음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앞 단어로 돌아가려면 터치패널의 ＜전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릅니다.
누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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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테스트
8종류의 카테고리에서 선택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
은, 4의 카테고리 선택 항목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중요어에서 출제 ●●●갑급어휘」를 테스트하는 방법
입니다.

1「HSK어휘」를 호출합니다.
2
3

4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후,

키를 눌러서「학습/테스트/복습」을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테스트」
를 반전시킵니다.

키를 눌러서「중요어에서
출제 ●●●갑급어휘」를 반전
키를 누릅니다.
시킨 후,
ᆞ「번호순으로 출제」를 반전시킨 경
우에는, 테스트하려는 번호를 입력
( → 41 페이지 ) 한 후
키를 누
릅니다.
ᆞ 문제가 표시됩니다.

5 터치펜과 터치패널을 사용하여 해답을 한자로 입력합니다.
6

ᆞ 문자 입력 방법 → 45페이지

키를 누릅니다.
ᆞ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고, 4번의 표시에서 밑줄이 그어진 부분도 표시
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ESC／LIST＞ 를 터치합니다.
ᆞ 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를 누릅니다.
또한,마지막 문제인 경우에
키를 누르면, 2번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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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테스트한 단어나 체크마크가 표시된 단어에 대하여 3종류의 카테
고리에서 선택하여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은 4의 카테
고리 선택 항목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해석/설명문 감추기」를 복습하는 방법입니다.

1「HSK어휘」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후,

3

키를 눌러서「학습/테스트/복습」을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복습」을
반전시킵니다.
단어/해석/설명문을 모두 표시합니다.
단어를 표시하고, 해석/설명문을 감춥니다.
단어를 감추고, 해석/설명문을 표시합니다.

4

키를 눌러서「해석/설
명문 감추기」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화면 하부에 반전하고 있는 항목에 대
응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정답 : 테스트에서 답을 맞힌 단어
ᆞ 오답 : 테스트에서 답이 틀린 단어
ᆞ 체크 : 체크마크가 표시된 단어
키를 누르면, 정답이나 체크된 단어 리스트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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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눌러서 복
습하려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4번에서 선택한 표시 형식으로 내용
이 표시됩니다.
ᆞ「해석 / 설명문 감추기」
「표제어 감추
키를
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누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표시 / 비
표시 상태로 전환합니다.

복습 정보 삭제
테스트의 정답 / 오답 , 체크마크의 복습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
다 ( 단어와 문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1 삭제하고자 하는「복습」의 단
어 리스트 화면을 표시합니다
(→ 168페이지).

키를 눌러
ᆞ 1건만 삭제할 때는,
서 삭제할 단어를 반전시킵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창이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선택하려는
삭제방법 옆에 ●를 이동시키고,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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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빈도순으로 학습하기

1「HSK 관용어」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출제빈도순으로 학습한다」가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관용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관용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본문이 표시됩니다.
ᆞ 검색어의 문제 풀기 → 14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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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음검색

1「HSK 관용어」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병음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관용어를
병음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는「
」
를 검색합니다. 문자를 입력하면 해
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ON시)

4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관용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본문이 표시됩니다.
ᆞ 검색어의 문제 풀기 → 147페이지

● 병음 입력은 알파벳으로 20문자까지 가능합니다.
● 병음의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경우에는 와일드 카드 검색이나 블랭크 워드 검

HSK 관용어 (EW-L7200 한정）

ᆞ 문자 입력 방법 → 40, 45페이지

색도 가능합니다. → 13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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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관용어를 첫 번째 한자부터 터치패널에 입력하여,
그 한자를 단서로 관용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HSK 관용어」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한자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한자를
입력합니다.

ᆞ 한자 입력 방법 → 45페이지
여기에서는「怪不得 (
)」
를 검색하므로「怪」라고 입력합니
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관용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본문이 표시됩니다.
ᆞ 검색어의 문제 풀기 → 147페이지

● 한자는 5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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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표현

1「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기본 표현편」이 반전되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2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

3

키를 누릅니다.

ᆞ 회화표현이 표시됩니다.

● 화면에

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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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검색

1「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3

키를 눌러「상황별 회화
편」을 반전시킨 후 ,
키
를 누릅니다 .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장면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한국 소개」를 선택합니
다.

4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상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회화표현이 표시됩니다.

●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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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기본 표현

1「위기상황 돌파 영어 회화」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기본 표현편」이 반전되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2「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의「기본 표현」2~3 번 ( → 173
페이지 ) 을 보고, 회화표현을 검색합니다.

1「위기상황 돌파 영어 회화」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의「상황별 검색」2~4 번
( → 174 페이지 ) 을 보고, 회화표현을 검색합니다.

● 화면에

위기상황 돌파 영어 회화

상황별 검색

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175

카테고리 검색

1「일본어 회화 사전」을 호출합
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카테고리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테마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테마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제2부 마음-2 감정
표현」을 선택합니다.
ᆞ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1 기쁠 때」를
선택합니다.
ᆞ 상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176

5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상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일본어 회화 사전 (EW-L3200 한정）

ᆞ 회화 예문이 표시됩니다.

● 화면에

이 있을 때는 단어의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 75페이지

177

용어집

1「일본어 회화 사전」을 호출합
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용어집」
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테마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테마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컴퓨터 관련 용어
사전」을 선택합니다.
ᆞ 카테고리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용어가 표시됩니다.

178

문례집

1「일본어 회화 사전」을 호출합
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
「문례집」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테마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테마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여름 문안( 暑中見舞い)」
을 선택합니다.
ᆞ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문례가 표시됩니다.

179

상황별검색
상황과 관련된 한글을 입력하여 회화 예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일본어 회화 사전」을 호출합
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상황별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상황을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기에서는「식사에 만족할 때」를
검색합니다.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시)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상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회화 예문이 표시됩니다.

● 한글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80

한글예문검색
한글을 입력하여 회화 예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일본어 회화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한글예문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2 개 이상의 단어로 검색할 때는
단어를「&」로 연결합니다.
여기에서는「일본어」와「가이드」
를 사용한 예문을 검색하므로
「일본어&가이드」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예문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예문을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후,
ᆞ 예문이 표시됩니다.

● 한글(「&」포함)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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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회화편

1「여행 일본어 회화」를 호출합
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6페이지

「기본 회화편」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의「기본 표현」2~3 번 ( → 173
페이지 ) 을 보고, 회화표현을 검색합니다.

상황별 회화편

1「여행 일본어 회화」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의「상황별 검색」2~4 번 ( → 174
페이지 ) 을 보고, 회화표현을 검색합니다.

● 화면에

182

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카테고리 검색 (비즈니스 회화ㆍ비즈니스 서신)

1「비즈니스 중국어」를 호출합니
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비즈니스
회화」「비즈니스 서신」 중
하나를 반전시킵니다.
ᆞ 여기에서는「비즈니스 회화」를 반전시킵니다.

ᆞ 해당 장르의 테마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테마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 「마중」을 선택합니다.
ᆞ 각 테마에 따른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회화표현이 표시됩니다.

여행 일본어 회화

키를 누릅니다.

비즈니스 중국어 (EW-L7200 한정）

3

183

상황별 검색

1「비즈니스 중국어」를 호출합니
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 「상황별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 검색하고자 하는 상황을 한글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여기에서는「회사로 안내하다」를
검색합니다.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
후보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시)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상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회화표현이 표시됩니다.

● 한글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84

한글 예문 검색

1「비즈니스 중국어」를 호출합니
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한글예문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한글로 입력하고
누릅니다.

키를

ᆞ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검색할 때는
단어를「&」로 연결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6, 45페이지
ᆞ 예문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예문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예문이 표시됩니다.

● 한글은(「&」를 포함)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85

카테고리 검색(출발 전 챙기기ㆍ30분
훈련으로 핵심 패턴 익히기)

1「직통 중국여행회화」를 호출합
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
「출발 전 챙기기」「30 분
훈련으로 핵심 패턴 익히기」중
하나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30분 훈련으로 핵심 패
턴 익히기」를 선택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표현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회화표현이 표시됩니다.

● 화면에

186

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카 테 고 리 검 색(내 맘 대 로 골 라 쓰 는
다양한 표현ㆍ용감하게 대화하기)

1「직통 중국여행회화」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
「내 맘대로 골라쓰는 다양한
표현」「용감하게 대화하기」중
하나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내 맘대로 골라쓰는
다양한 표현」을 선택합니다.
ᆞ 테마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표현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후,
ᆞ 회화표현이 표시됩니다.

● 화면에

직통 중국여행회화 (EW-L7200 한정）

ᆞ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187

상황별 검색

1「직통 중국여행회화」를 호출합
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비즈니스 중국어」의「상황별 검색」2~4 번 ( → 184 페이지 )
을 보고, 회화표현을 검색합니다.

한글 예문 검색

1「직통 중국여행회화」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비즈니스 중국어」의「한글 예문 검색」2~4 번 ( → 185 페이
지 ) 을 보고, 예문을 검색합니다.

● 한글은 12문자(「＆」를 포함)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화면에
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188

카테고리 검색
다음과 같은 7개국 회화표현과 단어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머니속의 여행영어, 주머니속의 여행일본어, 주머니속의 여행중
국어, 주머니속의 여행독일어, 주머니속의 여행프랑스어, 주머니속
의 여행이탈리아어, 주머니속의 여행스페인어.
검색 방법은, 1번의 사전 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주머니속의 여행영어」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주머니속의 여행영어」를 호출
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후,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회화표현이 표시됩니다.
ᆞ 텍스트 발음 방식으로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반전되어 있는 회화표현 등이 발음됩
니다.
키를 누르면, 반전표시가 이동합니다.
ᆞ
ᆞ 발음 듣기를 중단하려면,
키를 눌러서 반전표시를 해제합니다.
ᆞ 회화표현은 단어단위로는 발음할 수 없습니다.

주머니속의 여행회화

ᆞ 여기에서는「BEST BASIC CONVERSATION!」을 선택합니다.

189

급
「한자능력검정시험」은 내용이 6 개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습ᆞ테스트ᆞ복습과 한자를 검색할 경우, 우선 공부하고자 하
는「급」을 선택합니다. ( 복습은 급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급」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한자능력검정시험」을 호출합
니다 .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 「급」
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
릅니다.
급수 리스트
ᆞ 급수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１급 ~ ６급까지 있습니다.

3

급

키를 눌러 공부하고자 하
는 급수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한 급수가 표시됩니다.

190

학습

1「한자능력검정시험」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급」(→ 190페이지 )을 참조하여 학습하고자 하는 급수를 선
택합니다.

3

키를 눌러「학습/
테스트/복습」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급

ᆞ 데이터 표시 형식이 표시됩니다.
표제어/해석/설명문을 모두 표시합니다.
표제어와 해석/설명문을 모두 감춥니다.

키를 눌러 선택하고자 하
는 표 시 형 식 을 반 전 시 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가나다순의 자음 리스트가 표시됩니
다.

5

키를 눌러 선택하고자 하
는 자음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한자음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4

191

6

키를 눌러 학습하고자 하
는 한자음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한자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표제어 ( 한자 ) 가 나타내는 뜻을 표
시합니다.
ᆞ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때

키
키를 누르면, 반전
를 누른 후
되어 있는 한자 옆 □ 안의 체크마크
를 등록/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7

키를 눌러서 학습
하고자 하는 한자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4번에서 선택한 표시 형식으로 내용
이 표시됩니다.
ᆞ「표제어 감추기」 를 선택한 경우에
는,
키를 누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표시 / 비표시로 전환됩니다.
이 나오면 터치펜으로 <예문 해설>을 터치하여 한자의 필순을
ᆞ 화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ESC／LIST＞를 터
치합니다.
ᆞ 내용 표시와 필순 표시를 참조하면서 터치패널로 받아쓰기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ᆞ 다음 한자로 진행하려면, 터치패널의 ＜다음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앞 한자로 돌아가려면, 터치패널의 ＜전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릅니다.
누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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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B

테스트

1「한자능력검정시험」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급」(→ 190 페이지 )을 참조하여 테스트하고자 하는 급수를
선택합니다.

3
4

키를 눌러「학습/테스트/복습」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급

키를 눌러 「테스트」를
반전시킵니다.
ᆞ 출제 형식이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 선택하고자 하
는 출 제 형 식 을 반 전 시 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가 표시됩니다.
이 나오면 터치펜으로
ᆞ 화면에
<예문 해설>을 터치하여 한자의 필순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화면으
로 돌아갈 경우에는 ＜ESC／LIST＞
를 터치합니다.

6 터치펜과 터치패널을 사용하여 답을 한자로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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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키를 누릅니다.
ᆞ 테스트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ᆞ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르면 이전 화면(문제 표시)으로 되
돌아갑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또한, 마지막 문제인 경우에
키를 누르면, 3번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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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테스트한 한자와 체크가 표시된 한자를 복습할 수 있습니다.

1「한자능력검정시험」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급」（→190페이지）을 참조하여 복습하고자 하는 급수를
선택합니다.

3
4

키를 눌러「학습/테스트/복습」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복습」을 반전시킵니다.
ᆞ 데이터 표시 형식이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 선택하고자 하
는 데이터 표시 형식을 반전시
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화면 하부에서 반전되어 있는 항목에
대응하는 한자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정답：테스트에서 답을 맞힌 한자
ᆞ 오답：테스트에서 답이 틀린 한자
ᆞ 체크：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
키를 누르면 각각의 한자 리스트로 전환됩니다.
ᆞ「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표제어 ( 한자 ) 가 나타내는 뜻을 표
시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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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키를 눌러 복습하
고자 하는 한자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5번에서 선택한 데이터 표시 형식으
로 한자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ᆞ「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키를 누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
이 표시 / 비표시로 전환됩니다.
ᆞ 터치펜으로 ＜예문/해설＞을 터치하면 한자의 필순이 표시됩니다. 원래 화
면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ESC／LIST＞를 터치합니다.
ᆞ 다음 한자로 진행하려면, 터치패널의 ＜다음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앞 한자로 돌아가려면, 터치패널의 ＜전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릅니다.
누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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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한자 검색ㆍ한자음 검색ㆍ부수획수 검색ㆍ총획수 검색ㆍ부수일람 검색
한자ᆞ한자음ᆞ부수획수ᆞ총획수ᆞ부수일람을 사용하는 검색 방
법은「玉篇」과 동일합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의 검색을 사용할 경우에는「급」
키를 눌러서 각
을 선택한 다음 ( → 190 페이지 ),
각의 검색 항목을 반전시킨 후 검색하여 주십시오.

한자 검색
「한자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61 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한자음 검색
「한자음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5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부수획수 검색
「부수획수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5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총획수 검색
「총획수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5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부수일람 검색
「부수일람 검색」의 조작에 대해서는 5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부수와 총획수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59페이지
● 한자에 체크마크를 표시할 할 수도 있습니다. (→ 192페이지)
● 화면에

가 있을 때는,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5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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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자와 한글을 입력하여 각 급수의 한자가 사용된 고사성어나 사
자성어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트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1「한자능력검정시험」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급」(→ 190페이지 )을 참조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급수를 선
택합니다.

3

키를 눌러「부
록」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1 급을 선택한 경우에만「轉義語」
가 표시됩니다 .

4

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어휘의 종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검색 방법을 반전시킵니다.
ᆞ 일람 리스트를 검색할 경우에는 7번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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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검색하고자 하는 문자나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한자검색ᆞ한글검색：문자 입력 방법
→ 45, 36페이지
여기에서는「家給人足」을 검색하
므로,「家」라고 입력합니다.
ᆞ부수획수 검색ᆞ총획수 검색ᆞ부수일
람 검색(조작 방법 → 197페이지)으
로 검색한 한자는 한자 검색란에 입력
됩니다.

7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8

키를 눌러 검색하
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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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ㆍWriting
「Reading」과「Writing」문제를 선택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EJU 스코어 UP 독해+청해」의「Reading」문제와「EJU 스코
어 UP 청독해+기술」의「Writing」문제를 푸는 방법은, 1 번의
사전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EJU 스코어 UP 독해+청해」의「Reading」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1「EJU 스코어 UP 독해+청해」
를 호출합니다 .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 를 눌 러 서「R e a d키
ing」을 반전시킨 후,
를 누릅니다.
ᆞ 문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풀고 싶은
문제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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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를 눌러서「선택」을 반
전시킵니다.
ᆞ 선택항목이 표시됩니다.

ᆞ 숫자 입력 방법 → 41페이지
ᆞ

6

키를 눌러서 문제의 토픽 등 다른 항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 이전화면으로 되돌아간 후,
ᆞ 정답을 보려면
러서「정답」을 반전시킵니다.
ᆞ 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해답 결과가 표시되어 있을 때

키를 눌
키를 누릅니다.

또한, 3번에서 선택한 각 문제 리스트 중 마지막 문제에서는
러도 다음 문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키를 눌

키를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ᆞ 「Writing」의 경우에는 3번에서 문제를 읽은 후, 종이 등에 해답을 적습니다.
정답예를 보려면

키를 눌러서「정답예」 를 반전시킵니다.

EJU 스코어 UP (EW-L3200 한정）

5 숫자키를 눌러서 정답란에 선택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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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ㆍReading + Listening
「Listening」과「Reading+Listening」의 문제를 선택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EJU 스코어 UP 독해+청해」의「Listening」문제와「EJU 스코
어 UP 청독해+기술」의「Reading+Listening」문제를 푸는 방법은,
1 번의 사전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EJU 스코어 UP 독해+청해」의「Listening」문제를 푸
는 방법입니다.

1「EJU 스코어 UP 독해+청해」
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Listening」을 반전시킨 후,
키
를 누릅니다.
ᆞ 문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풀고 싶은
문제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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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가 발음됩니다.
ᆞ「EJU 스코어 UP 청독해+기술」의「Reading+Listening」의 경우 ,
키를 누르면 문제표시가 전 화면표시로 전환됩니다 .

키를 누르면 원래의

표시로 되돌아갑니다 .

5

키를 눌러서「선택」을 반전
시킵니다.
ᆞ 선택항목이 표시됩니다.

6 숫자키를 눌러서 정답란에 선택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ᆞ 숫자 입력 방법 → 41페이지
ᆞ

7

키를 눌러서 문제의 토픽 등 다른 항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ᆞ 정답을 보려면
키를 눌러서 이전화면으로 되돌아간 후,
러서「정답」을 반전시킵니다.

키를 눌

ᆞ 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해답 결과가 표시되어 있을 때
키를 누릅니다.
또한, 3번에서 선택한 각 문제 리스트 중 마지막 문제에서는
키를 눌
키를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되돌아
러도 다음 문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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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테스트
「EJU 스코어 UP 독해+청해」와「EJU 스코어 UP 청독해+기술」
의 모의테스트는, 1 번의 사전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
니다.
다음은「EJU 스코어 UP 독해+청해」의 모의테스트 실시 방법입
니다.

1「EJU 스코어 UP 독해+청해」
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모의테스
키를
트」를 반전시킨 후,
누릅니다.
ᆞ 테스트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실시하려는
테스트를 반전시킨 후,
키
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模擬テスト20 問 Reading」
을 선택합니다.
ᆞ 문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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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를 눌러서 풀고 싶은
문제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가 표시됩니다.
ᆞ 3번에서 Listening 테스트를 선택한
경우에는「문제

」가 반전됩니다.
키를 누르면 문제가 발음

이 때,
됩니다.

ᆞ「EJU 스코어 UP 청독해+기술」의 모의테스트의 경우,
제표시가 전 화면표시로 전환됩니다.
갑니다.

5

키를 누르면 문

키를 누르면 원래의 표시로 되돌아

키를 눌러서「선택」을 반
전시킵니다.
ᆞ 선택항목이 표시됩니다.

6 숫자키를 눌러서 정답란에 선택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ᆞ 숫자 입력 방법 → 41페이지
ᆞ

7

키를 눌러서 문제의 힌트 등 다른 항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ᆞ 정답을 보려면

키를 눌러서 이전화면으로 되돌아간 후,

키를 눌

러서「정답」을 반전시킵니다.
ᆞ 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해답 결과가 표시되어 있을 때
키를 누릅니다.
또한, 3번에서 선택한 각 문제 리스트 중 마지막 문제에서는
키를 눌
키를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되돌아
러도 다음 문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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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리스닝 일본어에는 각 장마다「Warming up」,「リスニング練習」,
「リスニングクリニック（間違い例）」,「リスニングクリニック（クイ
ズ）」,「文型・文法まとめ」가 있으며, 각각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Warming up

1「리스닝 일본어」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누릅니다.
ᆞ 장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학습
하고자 하는 장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01 学生の発表...」을 선
택합니다.

「Warming up」이 반전되어 있
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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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를 누릅니다.

5

키를 눌러서 문제를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問題 1」을 선택합니다.
ᆞ 문제가 표시됩니다.

6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가 발음됩니다.

7

키를 눌러서 보고 싶은 항목을 반전시킵니다.
ᆞ 문제의 해석/코멘트/단어/정답을 볼 수 있습니다.
ᆞ 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리스닝 일본어 (EW-L3200 한정）

ᆞ 문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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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スニング練習／リスニングクリニック（間違い例）／リス
ニングクリニック（クイズ）
학습 방법은 4번의 항목선택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リスニング練習」에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1「리스닝 일본어」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누릅니다.
ᆞ 장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학습하고자 하는 장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01 学生の発表...」를 선택합니다.

4

키를 눌러서「リスニング
키
를 누릅니다.

練習」을 반전시킨 후,

ᆞ 문제가 표시됩니다.
「리스닝
」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リスニン
ᆞ「リスニングクリニック（間違い例）」의 경우는「틀린예
グクリニック（クイズ）」의 경우는「퀴즈
」가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5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가 발음됩니다.

6

키를 눌러서 보고 싶은 항목을 반전시킵니다.
ᆞ 문제/문제정답/단어/리스닝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전되어 있을 때,
키를 누르면 문제가 발음됩니
ᆞ 「리스닝내용
다.
ᆞ「リスニングクリニック（間違い例）」에서는「해설」을,「リスニングクリニ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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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クイズ）」의 경우는「정답」을 볼 수 있습니다.

文型・文法まとめ

1「리스닝 일본어」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누릅니다.
ᆞ 장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4

키를 눌러서 학습
하고자 하는 장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文型・文法まとめ」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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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1「일본어문법책」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카테고리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3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02 발음」을 선택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a청음(清音せいおん)」을 선택합니다.

5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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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때는 해설(그림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104페이지

연습문제

1「일본어문법책」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연습문제」를 반전시킨 후,
니다.

키를 누릅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01. 문자」를 선택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가 표시됩니다.

5

키를 누릅니다.
ᆞ 정답이 표시됩니다.

ᆞ

일본어문법책 (EW-L3200 한정）

ᆞ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키를 누르면 문제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ᆞ 문제화면에서

● 화면에

키를 누르면 항목 리스트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있을 때는 해설(그림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10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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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매일 여러 단어의 어원을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후 daily test도
가능합니다. 테스트에 관해서는 「daily test」를 보십시오.

1「VOCA 어원편」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카테고리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5일분의 스케줄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스케줄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 「접두사편 (prefix)
제1일~제5일」을 선택합니다.
ᆞ 1일분의 테마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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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테마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후,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VOCA 어원편 (EW-L6200 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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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test

1「VOCA 어원편」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카테고리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5일분의 스케줄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스케줄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접두사편 (prefix)
제1일~제5일」을 선택합니다.
ᆞ 1일분의 테마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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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를 눌러서
테스트하려는 daily test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테스트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5

키를 눌러서
원하는 테스트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6 터치펜으로 <예문 해설>을 터치
하면, 문제 옆의
반전됩니다.

7

아이콘이

키를 눌러서 해답을 표시하고자 하는 아이콘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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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1「VOCA 어원편」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표제어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 싶은 영어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message」를 검색합
니다. 스펠링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시)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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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1「VOCA 테마편」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카테고리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그룹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Group B 인간ᆞ사회」를
선택합니다.
ᆞ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VOCA 테마편 (EW-L6200 한정）

ᆞ 그룹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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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1「VOCA 테마편」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표제어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 싶은 영어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imagine」을 검색합
니다. 스펠링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시)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설명 화면에
→ 7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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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때는, 해설과 예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또는「TOEFL insight Vocabulary」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학습 / 테스트 / 복습」이 반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을
호출한 경우

「TOEFL insight Vocabulary」를 호
출한 경우

2

키를 누릅니다.
ᆞ 데이터 표시 형식이 표시됩니다.
ᆞ 여기에서는「NEW TOEIC 콩나물 단
어장」을 표시합니다.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ㆍTOEFL insight Vocabulary

학습

표제어/해석/설명문을 모두 표시합니다.
표제어를 표시하고, 해석/설명문을
감춥니다.
표제어를 감추고, 해석/설명문을 표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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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를 눌러 선택하고자
하는 표시 형식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 학습하
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뜻이 표시됩니다.
ᆞ리스트가 표시되고 있을 때
키
키를 누르면, 반전
를 누른 후
되어 있는 한자 옆 □ 안의 체크마크
를 등록/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5

키를 눌러 학습하
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3번에서 선택한 표시 형식으로 내용이
표시됩니다.
ᆞ「해석 / 설명문 감추기」
「표제어 감추
키를
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누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표시 / 비
표시로 전환됩니다.
ᆞ 다음 단어로 진행하려면, 터치패널의 ＜다음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앞 단어로 돌아가려면, 터치패널의 ＜전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릅니다.
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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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키를 누

테스트
「학습」에서 다루었던 표제어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 이외에도,
「Weekly Test」(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 이나「REVIEW
TEST」(TOEFL insight Vocabulary) 를 풀 수 있습니다.

1「NEW TOEIC 콩나물 단어장」또는「TOEFL insight Vocabulary」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학습 / 테스트 / 복습」이 반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키

를 누릅니다.

3

4

키를 눌러「테스트」를
반전시킵니다.

키를 눌러 선택하고자
하는 출제 형식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문제가 표시됩니다.

221

5 정답란에 답을 입력합니다.
ᆞ 4번에서「WEEKLY에서 출제」또는「REVIEW TEST에서 출제」이외의 항목
을 선택한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입력합니다. (영문자 입력 방법 → 37페이
지）
4번에서「WEEKLY에서 출제」또는「REVIEW TEST에서 출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정답을 영문자로 선택합니다. (영문자 입력 방법 → 37페이지)

6

키를 누릅니다.
ᆞ 테스트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ᆞ「WEEKLY 에서 출제」또는「REVIEW TEST 에서 출제」를 선택한 경우,
키를 눌러「정답」을 반전시키면 정답과 해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ᆞ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고 있을 때
키를 누르면, 이전 화면(문제 표시)으로
되돌아갑니다.
ᆞ 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릅니다.
또한, 마지막 문제인 경우에
키를 누르면, 2번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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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복습
테스트한 단어나 체크마크를 표시한 단어에 대하여, 3종류의 카
테고리에서 선택하여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1「NEW TOEIC 콩나물 단어장」또는「TOEFL insight Vocabulary」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학습 / 테스트 / 복습」이 반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키

를 누릅니다.

3

키를 눌러「테스트」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

니다.
ᆞ 데이터 표시 형식이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 선택하고자 하
는 데이터 표시 형식을 반전시
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화면 하부에 반전하고 있는 항목에 대
응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정답：테스트에서 답을 맞힌 한자
ᆞ 오답：테스트에서 답이 틀린 단어
ᆞ 체크：체크마크가 표시된 단어
키를 누르면 각각의 단어 리스트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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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눌러 복습하
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4번에서 선택한 표시 형식에 따라 내
용이 표시됩니다.
ᆞ「해석 / 설명문 감추기」
「표제어 감추
키를
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누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표시 / 비
표시로 전환됩니다.
ᆞ 다음 단어로 진행하려면, 터치패널의 ＜다음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앞 단어로 돌아가려면, 터치패널의 ＜전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릅니다.
누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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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표제어 검색

1「NEW TOEIC 콩나물 단어장」또는「TOEFL insight Vocabulary」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표제어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2
3 검색하고자 하는 영어 단어를 입
력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ᆞ 여기에서는「NEW TOEIC 콩나물 단
어장」에서「agree（동의하다）」
를 검색합니다.

4

키를 눌러 검색하
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의 뜻과 그 단어를 사용한 예문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 시의 주의점 →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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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NEW TOEIC 콩나물 단어장」또는「TOEFL insight Vocabulary」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3

키를 눌러「부록」을 반
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검색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TOPIC TERMS」를 선
택합니다.

4

키를 눌러 검색하
고자 하는 테마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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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용어 한번에 공부하기
다음의 5가지 사전의 검색 방법은, 1번의 사전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수학 핵심 용어 사전, 물리ᆞ화학 핵심 용어 사전, 사회 핵심 용어
사전, 생물 핵심 용어 사전, 국어 핵심 용어 사전.
다음은,「생물 핵심 용어 사전」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생물 핵심 용어 사전」을 호출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핵심용어 한번에 공부하기」가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핵심 용어 사전 (EW-L6200 한정）

합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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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검색ㆍ한글검색 (수학 핵심 용어 사
전ㆍ생물 핵심 용어 사전)
알파벳이나 한글을 입력하여 핵심 용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수
학 핵심 용어 사전」과「생물 핵심 용어 사전」의 검색 방법은, 1번
의 사전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생물 핵심 용어 사전」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생물 핵심 용어 사전」을 호출합니다.
2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키를 눌러서「영어검색」또는「한글검색」을 반전시킵
니다.
ᆞ 여기에서는 「영어검색」을 선택합니다.

3 검색하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합
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antibiotics」를 검색
합니다. 알파벳을 입력하면 해당하
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4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용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때는 와일드 카드 검색이나 블랭크 워드 검색도 가능합
니다. → 76페이지
● 한글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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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때는 단어의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 75페이지

영어검색ㆍ한글검색 (물리ㆍ화학 핵심 용어 사
전ㆍ사회 핵심 용어 사전ㆍ국어 핵심 용어 사전)
알파벳이나 한글을 입력하여 핵심 용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리ᆞ화학 핵심 용어 사전」
「사회 핵심 용어 사전」
「국어 핵심
용어 사전」의 검색 방법은, 1 번의 사전과 2 번의 장르 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사회 핵심 용어 사전」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사회 핵심 용어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장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 「정치ᆞ법률ᆞ군사」를 선택합니다.

3

키를 눌러서「영어검색」또는「한글검색」을 반전시킵니
다.
ᆞ 여기에서는「영어검색」을 선택합니다.

4 검색하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합
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basic legal rights of
labor」를 검색합니다. 알파벳을 입
력하면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
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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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용어를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때는 와일드 카드 검색이나 블랭크 워드 검색도 가능합
니다. → 76페이지
● 한글은 12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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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때는 단어의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 75페이지

부록ㆍ운문체편ㆍ신화 및 기독교 배경 (사회
핵심 용어 사전ㆍ국어 핵심 용어 사전)
「사회 핵심 용어 사전」과「국어 핵심 용어 사전」의「부록」검색
방법은, 1 번의 사전선택 항 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사회 핵심 용어 사전」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신화 및 기독교 배경」과「운문체편」은「국어 핵심 용어 사전」
에만 있는 항목입니다.

1「사회 핵심 용어 사전」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부록」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

릅니다.
ᆞ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후,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키를 누릅니다.

ᆞ 설명이 표시됩니다.

● 항목에 따라서는 4번 이전의 조작에서 설명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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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항목에서 선택하여 영어ᆞ한국어의 회화표현을 검색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검색한 회화표현의 키워드도 볼 수 있습니다.

1「유학ᆞ어학연수 이것만은 꼭

외우고 떠나자」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상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상황1~25」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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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Situation을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회화표현이 표시됩니다.
ᆞ
키를 눌러서 한국어의 회화표
현과 회화표현의 키워드를 볼 수 있습
니다.
ᆞ 화면에
표시가 있을 때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키가 표시되어 있는 회화표현은 네이티브로 발음됩니다.
가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가 표시되어 있
는 모든 회화표현이 발음됩니다. 이 때는 발음 중인 회화표현의
가반
전되며 화면이 자동 스크롤됩니다.
ᆞ 발음을 중지할 때는

키를 누릅니다.

ᆞ 회화표현을 마지막까지 발음한 경우 발음이 멈추고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고 표시화면은 회화표현의 처음 부분을 표시합니다.
ᆞ 발음 기능 → 248페이지

● 화면에

반전은

유학ㆍ어학연수 이것만은 꼭 외우고 떠나자 (EW-L6200 한정）

3

이 있을 때는 단어의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 7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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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영어(영국영어), 미국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및 스
페인어 중 어느 하나의 단어를 입력하여, 다른 언어의 단어를 검
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2번의 언어 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미국영어」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Multilingual Word and

Phrasebank」를 호출합니다 .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
「미국영어」를 반전시킨 후 ,
키를 누릅니다 .
「표제어 검색」이 반전되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

3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
합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여기에서는 「acceptable」을 검
색합니다. 스펠링을 입력하면 해당
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ON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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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Multilingual Word and Phrasebank (EW-L6200 한정）

4

ᆞ 단어가 표시됩니다.
ᆞ 단어의 발음 듣기 → 240페이지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악센트 기호가 붙은 문자는, 악센트 기호를 빼고 입력합니다. (예: “ä”→
“a” , “à ” → “a”)
● 프랑스어의 “ç ”는 “c”, “œ”는 “oe”로 입력합니다.
● 독일어의 “ß”는 “ss”로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스페인어의 “ñ”는

키를 누르면서

키를 눌러 입력합니다.

● 독일어 문자 “ß”와 스페인어 문자 “ñ”는 기호선택화면에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키를 누르면, 기호선택화면이 표시됩니다. 기호선택화면이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눌러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를 반전시킨 후,
아무 것도 입력하지 않고 기호선택화면을 닫을 때는,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주십시오.

● 정확한 스펠링을 모를 때는, 와일드 카드 검색이나 블랭크 워드 검색도 가능합
니다. → 76페이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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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영어(영국영어), 미국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및 스
페인어 중 어느 하나의 어구를 카테고리에서 선택하여, 다른 언어
의 어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2번의 언어 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미국영어」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Multilingual Word and Phrasebank」를 호출합니다 .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3

키를 눌러서「미국영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카테고리
검색」을 반전시킨 후,
키
를 누릅니다.
ᆞ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 「Diversions」를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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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눌러서 검
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 「Sport」를 선택합니다.

6

키를 눌러서 검
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 「Can I go fishing?」을
선택합니다.

7

키를 눌러서 검
색하고자 하는 어구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어구가 표시됩니다.
ᆞ 어구의 발음 듣기 → 240페이지

● 항목에 따라서는, 6번 이전의 조작에서 설명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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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어 검색
영어(영국영어), 미국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및 스
페인어 중 어느 하나의 단어를 입력하여, 다른 언어의 숙어와 어
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2번의 언어 선택 항목 이외에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미국영어」에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Multilingual Word and Phrasebank」를 호출합니다 .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 「미국영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3

키를 눌러서「숙어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4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합
니다.

ᆞ 문자 입력 방법 → 37, 45페이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검색할 때는
단어를 「&」로 연결합니다.
여기에서는「go」와「to」를 사용
한 어구를 검색하기 위해 ,「go&to」
라고 입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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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누릅니다.
ᆞ 어구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6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어구를 반전시
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어구가 표시됩니다.
ᆞ 어구의 발음 듣기 → 240페이지

● 알파벳 입력시 주의점 → 37페이지
● 해당 단어가 100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앞 단어부터 1000개까지 표시합니다.
단어를 추가하여 다시 검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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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와 어구의 발음 듣기
검색한 단어와 어구에 대하여, 텍스트 발음 방식의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단어와 어구 화면에서 ,
키를 누릅니다 .

ᆞ 발음을 들을 수 있는 단어와 어구가
반전되고,
와 함께 발음되는 언
어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2

키를 눌러서 발음을 듣고 싶은 단어와 어구를 반전시킵
니다.
ᆞ 반전시킨 단어와 어구에 따라 발음하는 언어의 아이콘도 자동으로 전환됩니
다.

3

키를 누르면,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발음을 그만 듣고 싶을 때는,

키를 눌러서 반전을 해제합니다.

● 어구가 긴 경우에는, 간격이 벌어지거나 도중에 끊어질 수 있으며, 발음이 정
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괄호를 포함하는 어구에서는, 괄호 안의 문자는 생략하고 발음합니다.
● 발음속도는, 「발음속도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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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통합검색

ᆞ영어검색어
＜EW-L3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유의어 사전,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TOEFL insight
Vocabulary, 국어사전, 広辞苑, カタカナ語新辞典, 일본 외래어 사전, 한중사전
＜EW-L6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유의어 사전, Collocations사전, 미국영어사전, Wordfinder,
VOCA 어원편, VOCA 테마편,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TOEFL insight Vocabulary, 국어사전, 일본 외래어 사전, 한중사전, 수학 핵심 용어 사전, 물리ᆞ화학 핵심 용
어 사전, 사회 핵심 용어 사전, 생물 핵심 용어 사전, 국어 핵심 용어 사전, Multilingual
Word and Phrasebank
＜EW-L7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유의어 사전,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TOEFL
insight Vocabulary, 국어사전, 일본 외래어 사전, 한중 사전, 중국어 외래어 사전,
중국어 시사용어 사전
ᆞ예문 검색
＜EW-L3200／L7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표현사전
＜EW-L6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Collocations사전, 미국영어사전, Wordfinder, 영어 표현
사전, e-mail 알짜표현
ᆞ숙어 검색
＜EW-L3200／L7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유의어 사전
＜EW-L6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유의어 사전, Collocations사전, 미국영어사전

영어통합검색

알파벳으로 단어를 입력하여, 그 단어를 사용한 영어단어/예문/
숙어를 다음 사전에서 불러 낼 수 있습니다.

●수학 핵심 용어 사전/물리ᆞ화학 핵심 용어 사전/사회 핵심 용어 사전/생물 핵심
용어 사전/국어 핵심 용어 사전은, 영어 용어만 검색 대상이 됩니다.
●Multilingual Word and Phrasebank는 영국영어와 미국영어만 검색 대상이 됩니다.
●입력할 수 있는 문자 수 등, 문자입력에 대한 제약사항은 알파벳 입력시의 규칙
에 준거합니다. → 37페이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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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검색

1「영어통합검색」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영어검색어」가 반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2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

ᆞ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 스펠링은 알파벳으로 30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후보가 1000개를 넘을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1000개까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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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어 검색ㆍ예문 검색

1「영어통합검색」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또는
키를 눌러서, 예문을 검색할 경우에는「예문 검색」을,
숙어를 검색할 경우에는「숙어 검색」을 반전시킵니다.

3 예문이나 숙어를 검색하고 싶은

영어단어를 알파벳으로 입력하
고,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 예문 또는 숙어 리스트가 표시됩
니다.
ᆞ 여기에서는「예문 검색」으로
「accept」를 검색합니다.
ᆞ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사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45페이지

4

또는
키를 눌러 사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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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예문 또는 숙어를 반
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 스펠링은 알파벳으로 30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후보가 1000개를 넘을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1000개까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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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우선표시 사전설정
예문 또는 숙어 검색 결과를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싶은 사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우선설정」을 반전시킨 후,
누릅니다.

키를

키를 눌러 예문 검색의
설정을 변경할 때는 「예문
우선표시 사전설정」을
반전시키고, 숙어 검색의
설정을 변경할 때는 「숙어
우선표시 사전설정」을
반전시킵니다.
키를 누릅니다.

또는
시키고,

키를 눌러 우선적으로 표시할 사전 옆에 ●를 이동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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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단어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여러 사전에서 동시에 검
색할 수 있습니다.
일어검색어/중국어검색어 (EW-L7200 한정）/국어검색어를 이용하여 각각 다음 사
전에서 해당하는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ᆞ 일어검색어
＜EW-L3200＞
일한사전, 広辞苑, 漢字源,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新明解日語辞典, カタカナ語新
辞典, 일본어 뉘앙스 사전, 일본 외래어 사전
＜EW-L6200／L7200＞
일한사전, 新明解日語辞典,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일본 외래어 사전
ᆞ 중국어검색어 (EW-L7200 한정）
중한사전, 현대한어대사전, 중영대사전, 중국어 유사어 사전, 중국어 관용어사전,
HSK 관용어, HSK어휘
ᆞ국어검색어
＜EW-L3200＞
국어사전, 玉篇, 고사성어사전, 한영사전,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한일사전, 한
중사전, 일본어 회화 사전, 한자능력검정시험
＜EW-L6200＞
국어사전, 玉篇, 고사성어사전, 한영사전,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한일사전, 한
중사전, 한자능력검정시험, 수학 핵심 용어 사전, 물리ᆞ화학 핵심 용어 사전, 사
회 핵심용어 사전, 생물 핵심 용어 사전, 국어 핵심 용어 사전
＜EW-L7200＞
국어사전, 玉篇, 고사성어사전, 한영사전,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한일사전,
한중사전, 중국어 외래어 사전, 중국어 시사용어 사전, 중국어 표현사전, 한자능
력검정시험
● 입력할 수 있는 문자수 등, 문자입력에 대한 제약사항은 각 사전의 규칙에
준거합니다. 각 사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 입력문자 중에 「？」, 「 」, 「＆」를 포함한 검색은 할 수 없습니다.
● 중국어검색어는 병음으로 입력합니다.

1「통합검색」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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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언어의 종류를
반전시킵니다.
ᆞ 일본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때는「일어검색어」를, 중국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때는「중국어검색어」를, 한글을 입력하여 검색할 때는「국어검색어」를 반전
시킵니다.

3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통합검색

4

● 해당 단어가 1000개를 넘을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1000개까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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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기능
뜻이나 해설 화면에 표시된 단어ᆞ숙어ᆞ예문의 발음을 들을 수 있
습니다.

발음을 듣기 전에
내장 스피커 또는 동봉된 전용 이어폰으로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ᆞ 이어폰으로 발음을 들을 때는 반드시 동봉된 전용 이어폰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스테레오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음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ᆞ 본 제품의 이어폰 단자에는 부속품 이외는 연결하지 마십시오. 화재ᆞ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ᆞ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본 제품이 아래를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낙하로 인한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ᆞ 이어폰을 사용할 때에는 음량에 주의하십시오. 음량을 크게 해서 들으면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ᆞ 음량을 크게 하면 음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음성이 나오고 있을
때
키를 눌러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ᆞ「건전지가 소모되고 있어 발음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발음 기
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 사용하기
본체 측면의 음성 출력 전환
스위치를「SPEAKER」쪽으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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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사용하기

1 이어폰을 연결합니다.

ᆞ 이 어 폰 의 플 러 그 는 2단 계 로 꽂 는
형태입니다. 플러그는 반드시 끝까지
꽂아 주십시오.

2 본체 측면의 음성

음량 조절
● 음성이 나오고 있을 때 음량을 조절하려면
ᆞ

키를 눌러서 음량을 조절합니다.

● 음성이 나오고 있지 않을 때 음량을 조절하려면

1
2

키를 누른 후,

또는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음량을 조절한 후,

키를 누릅니다.

사전 사용시의 편리한 기능

출력 전환 스위치를
「PHONES」
쪽으로 합니다.

ᆞ 음량 조절은「음량설정」으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2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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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방식
본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발음 방식이 있습니다.
● 네이티브 발음 방식(네이티브 발음)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 단어ᆞ예문 등이나 또는 영어단어가 네이티브 음성
으로 발음됩니다.
ᆞ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 단어와 회화표현의 발음은 사전마다 자체 녹음
되어 있어서 발음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ᆞ 영어단어(약 100,000어)는 당사가 독자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해당 영어단어가
수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없이 발음가능합니다.
● 텍스트 발음 방식(합성음성 발음)
영어ᆞ독일어ᆞ이탈리아어ᆞ프랑스어ᆞ스페인어의 알파벳(단어·숙어·예문 등)이
텍스트 발음으로 발음됩니다.
또한 다음 사전은 중국어와 일본어의 텍스트 발음이 가능합니다.
일본어 (표제어만) : 일한사전ᆞ広辞苑ᆞ新明解日語辞典ᆞカタカナ語新辞典
중국어 (단어) : 중한사전ᆞ한중사전ᆞ현대한어대사전ᆞ중영대사전ᆞ중국어 유사
어 사전ᆞ중국어 외래어 사전ᆞ중국어 시사용어 사전ᆞ중국어 표
현 사전ᆞ중국어 관용어 사전ᆞHSK어휘ᆞHSK관용어ᆞ비지니스
중국어
ᆞ 중국어의 병음표기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발음되지 않는 한자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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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 단어와 예문 등의
네이티브 발음 듣기

1 화면 안에
는

가 있는 경우에
키를 누릅니다.

ᆞ 터치패널에 <발음속도설정>이 표시됩
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속도 모드
가 반전됩니다).

가
로 바뀌고
와 함께 발음되는 언어의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2

키를 누르면
ᆞ 화면 안에 복수

의 단어와 예문이 발음됩니다.
가 있는 경우에는

키를 눌러서 발음을 듣

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고자 하는
ᆞ 발음속도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터치패널안의 <+> 또는 <->를 터치합니다.

3 발음 듣기를 중단하려면

키를 눌러서 반전표시를 해제합니다.

ᆞ 1번에서 후보 리스트 화면의 미리보기 표시에
있을 때는

가 있는 단어가 표시되어

키를 누르면 바로 발음됩니다.

ᆞ 발음속도는 「발음속도 설정」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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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의 네이티브 발음 듣기

1 화면 안에 영어단어가 있을 경우
에는

키를 누릅니다.

ᆞ 화면에
와
아이콘이 표시되
지 않을 경우에는 발음언어설정을「영
어」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 255페
이지
ᆞ 터치패널에 <발음속도설정>이 표시됩
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속도 모드
가 반전됩니다)

2
3

발음 듣기가 가능한 단어가 반전
되며,

와

이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 발음을 듣고자 하는 영어단어를 반
전시킵니다.
키를 누르면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ᆞ 복수의 발음 후보가 있을 경우(명사 또는 동사일 경우의 발음 등)에는 선택화
면이 표시됩니다. 선택화면이 표시된 경우에는

키를 눌러서 발음을 듣

고자 하는 후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반전되어 있는 영어단어에 네이티브 발음용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텍스트
발음으로 발음을 들을 것인가를 묻는 선택화면이 표시됩니다. 선택화면이 나
타나면

키를 눌러서 「예」또는「아니오」의 옆으로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발음속도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터치패널내의 <+> 또는 <->를 터치합니
다.

4 발음 듣기를 중단하려면

키를 눌러서 반전표시를 해제합니다.

ᆞ 1번에서 후보 리스트 화면의 미리보기 표시에 네이티브 발음용 단어가 표시
되어 있을 때는

키를 누르면 바로 발음됩니다.

ᆞ 일부의 동형이음어는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ᆞ 발음속도설정은「발음속도 설정」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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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발음 듣기

1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발음 듣기가 가능한 단어 등이 반전되며,
와 함께 발음되는 언어의 아
이콘이 표시됩니다.
ᆞ 터치패널에 <발음속도설정>이 표시됩니다.(현재 설정된 속도 모드가 반전됩
니다)
ᆞ 일본어의 표제어의 경우에는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발음됩니

다.
ᆞ 텍스트 발음 방식 → 250페이지

2

키를 눌러서 발음을 듣고 싶은 단어ᆞ숙어ᆞ예문ᆞ표제어
를 반전시킵니다.
ᆞ 영어의 숙어와 예문이 반전되어 있을 때

키를 누르면, 반전 범위가 앞

키를 누르거나
키를 누른
부분부터 한 단어씩 짧아집니다. 또한,
후
키를 누르면 반전 범위가 끝 부분부터 한 단어씩 짧아집니다.

키를 누르면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4 발음 듣기를 중단하려면 키를 눌러서 반전표시를 해제합니다.
ᆞ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따라 문장을 해석하고 텍스트 발음으로 발음하기 때
문에 단어ᆞ예문에 따라서는 실제 발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형이음어ᆞ숫
자 읽기 등)
또는 일본어의 표제어로는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ᆞ 예문이 긴 경우 간격이 벌어지거나 도중에 끊어지기도 하며 , 발음이 정확하
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ᆞ 괄호를 포함하는 예문에서는 괄호 안의 문자는 생략하고 발음합니다.
ᆞ 발음속도는「발음속도 설정」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54페이지
ᆞ 발음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5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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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량설정
음량을 16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2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정항목이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발음설정」을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발음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3
4

키를 눌러서 「음량설정」
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
니다.

또는
조절한 후,

키를 눌러서 음량을
키를 누릅니다.

발음속도 설정
네이티브 발음 방식과 텍스트 발음 방식의 발음속도를 5단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장 출하시에는 「표준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2
3
254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정항목이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발음설정」을 반전시킨 후,
ᆞ 발음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발음속도
설정」을 반전시킨 후,
키
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4

키를 눌러서 선택하고자 하는 모드의 옆으로 ●를 이동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각 모드의 속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속모드 ........표준모드의 약 130%
고속모드 ...........표준모드의 약 120%
표준모드...........100%
저속모드...........표준모드의 약 85%
최저속모드 ........표준모드의 약 75%

발음언어 설정
표시 중인 사전의 발음언어를 변경하거나, 해제(발음하지 않음)할 수 있습니다. 공장
출하시에는 사전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설정항목이 표시됩니다.

2

키를 눌러서「발음설정」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

릅니다.
ᆞ 발음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3

4

키를 눌러서「발음언어
설정」을 반전시킨 후,
키
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선택하고자 하는 언어의 옆으로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발음대상 언어와 다른 언어의 알파벳을 발음할 때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ᆞ「OFF」를 선택한 경우에도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 단어와 예문 등

은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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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기능
자주 사용하는 사전 등을 즐겨찾기에 등록하면 간단한 조작으로
신속하게 사전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ᆞ LIBRARY 기능을 사용하여 본 제품에 추가한 텍스트 파일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1 MENU화면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사전을 반전시킵니다.

ᆞ MENU화면에서 호출하기 → 29페이지
ᆞ MENU화면을 표시한 상태에서는 터치
패널에 <즐겨찾기 등록>이 표시됩니다.

2 터치패널의 <즐겨찾기 등록>을
터치합니다.

ᆞ 또는
키를 누른 후,
누릅니다.

3

키를

키를 눌러 즐겨찾기에 등록할 장소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즐겨찾기에 등록이 되고 MENU화면으로 돌아갑니다.
ᆞ 이미 등록이 완료된 장소를 선택하면 덮어쓰기 등록을 합니다.
ᆞ 동일한 사전이나 텍스트를 여러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ᆞ 본 제품에 추가한 텍스트 파일을 등록할 경우에는, 순서 1에서
눌러「즐겨찾기/LIBRARY」화면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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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사전 선택

1

2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사용할 사전을 선택한 후,
누릅니다.

키를

등록 해제

1
2
3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등록을
해제할 사전을 반전시킵니다.

키를 누릅니다.
해제하지 않음
반전 중인 즐겨찾기만 해제
모든 즐겨찾기 해제

4

키를 눌러서 선택하고자 하는 해제 항목 옆으로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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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색 (화면 분할 검색)
뜻이나 해설 화면을 보면서 추가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을
경우, 화면을 상하로 분할해 먼저 검색한 결과를 참조하면서 다른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영어검색어, 일어검색어, 중국어검색어 및 국어검색어로 각각 다
음 사전에서 해당하는 후보를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ᆞ영어검색어
＜EW-L3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유의어 사전,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TOEFL
insight Vocabulary, 국어사전, 広辞苑, カタカナ語新辞典, 일본 외래어 사전, 한
중사전
＜EW-L6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유의어 사전, Collocations사전, 미국영어사전,
Wordfinder,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TOEFL insight Vocabulary, 국어사전,
일본 외래어 사전, 한중사전
＜EW-L7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유의어 사전,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TOEFL
insight Vocabulary, 국어사전, 일본 외래어 사전, 한중사전, 중국어 외래어 사전,
중국어 시사용어 사전
ᆞ일어검색어
＜EW-L3200＞
일한사전, 広辞苑, 漢字源,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新明解日語辞典, カタカナ語
新辞典, 일본어 뉘앙스 사전, 일본 외래어 사전
＜EW-L6200／L7200＞
일한사전, 新明解日語辞典,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일본 외래어 사전
ᆞ중국어검색어
＜EW-L3200／L6200＞
중한사전
＜EW-L7200＞
중한사전, 현대한어대사전, 중영대사전, 중국어 유사어 사전, 중국어 관용 어사전,
HSK 관용어, HSK어휘
ᆞ국어검색어
＜EW-L3200／L6200＞
국어사전, 玉篇, 한영사전, 한일사전, 한중사전, 한자능력검정시험
＜EW-L7200＞
국어사전, 玉篇, 한영사전, 한일사전, 한중사전, 중국어 외래어 사전, 중국어 시
사용어 사전, 한자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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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키를 눌러서 추가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상부
화면에 표시합니다.

2

ᆞ 화면 분할 후에는 상부 화면을
키로 스크롤하여 볼 수 없게 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가 상부 화면에
표시되도록 조절해 주십시오.

키를 누릅니다.
ᆞ 검색문자의 입력표시가 하부 화면에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 검색하고자
하는 언어의 종류를 반전시키고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여기에서는「국어검색어」로「보통」을
검색합니다.

4

5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 사전을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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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
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분할된 하부 화면에 단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ᆞ

7

키를 누르면 하부 화면의
연속되는 부분을 스크롤하여 볼 수 있
습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하부 화면의 뜻이나 해설이
표시됩니다.

● 화면 분할로 표시한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다시 화면 분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 검색은, JUMP(→ 267페이지)와 합산하여 연속 10회까
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분할 표시를 할 경우 「HISTORY」「단어장」「설정」이외의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번 조작에서 뜻이나 해설 화면으로 전환한 다음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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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색 (상세검색/어순지정 검색)
숙어 검색이나 예문 검색의 리스트 화면에서 검색할 단어를
추가하거나 단어의 어순을 지정함으로써 후보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상세검색/어순지정 검색은 다음 사전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ᆞ숙어 검색 : ＜EW-L3200／L7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유의어 사전, 영어통합검색
＜EW-L6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유의어 사전, Collocations사전, 미국영어
사전, Multilingual Word and Phrasebank, 영어통합검색
ᆞ예문 검색 : ＜EW-L3200／L7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표현사전, 영어통합검색
＜EW-L6200＞
영한사전, 영영사전, Collocations사전, 미국영어사전, Wordfinder,
영어 표현사전, e-mail 알짜표현, 영어통합검색

1 숙어 검색이나 예문 검색 리스트
화면에서

키를 누릅니다.

2 후보를 상세검색하기 위해
추가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단어를 추가/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3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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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를 눌러서
검색조건으로 추가하고 싶은
어순지정 옆으로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영어통합검색에서 상세/어순지정 검
키를 누르면 다른
색을 한 경우,
사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예문 또는
숙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 스펠링은 알파벳으로 30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후보가 1000개를 넘을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1000개까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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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색 (스펠링/원형후보 검색)
영어단어에 대해서 불확실한 스펠링으로 정확한 스펠링을 알아내
거나, 단어의 변화형으로 원형후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펠링/원형후보 검색은 다음 사전의 「표제어 검색」에서 검색
이 가능합니다.
영한사전, 영영사전, 미국영어사전 (EW-L6200 한정)

1 입력한 스펠링이 후보 리스트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누릅니다.

키를

ᆞ 여기에서는 「ailand」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후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입력한 스펠링에 근접한 단어가 없을
때는, 「해당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된 후, 검색문자
입력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반전시
키를 누릅니다.
킨 후,
ᆞ 단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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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기능
각 사전에서 검색한 단어는 HISTORY에 자동적으로 저장됩니다.
각 사전별은 물론, 모든 사전의 HISTORY를 한 번에 볼 수도 있습
니다.
이전에 검색한 단어를 다시 확인할 때는 HISTORY기능에서 직접
그 단어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HISTORY에 저장할 수 있는 단어 수는 합계 최대 1000개입니다. 이 수를 넘게
되면 오래된 단어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됩니다.
● 다음 사전에는, HISTORY 기능이 없습니다.
明鏡日本語クイズ, 敬語早わかり辞典, 日本語○×辞典, 日本語知識辞典, 홈스테
이 유학 영어 회화, 위기상황 돌파 영어 회화, 여행 일본어 회화, 주머니속의 여
행회화, 유학ᆞ어학연수 이것만은 꼭 외우고 떠나자
● HISTORY기능이 있는 사전에서도 검색 방법에 따라서 HISTORY에 저장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별 HISTORY보기

1 각 사전이 표시되어 있는 동안
키를 누른 후,
누릅니다.

2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단어를 반전시킨 후 ,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한 단어의 뜻이나 해설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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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전 사전 HISTORY보기

1 사전별 HISTORY의 리스트 화면을 표시합니다.
ᆞ HISTORY 기능이 없는 사전인 경우에는 그 사전의 화면을 표시합니다.

2

키를 누른 다음에
를 누릅니다.

키

최근에 검색한 단어가 반전됩니다.
사전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3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한 단어의 뜻이나 해설이
표시됩니다.

HISTORY 삭제
저장되어 있는 HISTORY를 삭제합니다.
HISTORY의 삭제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ᆞ1건만 삭제
ᆞ각 사전 단위로 삭제
ᆞ저장되어 있는 HISTORY를 모두 삭제

1 사전별 HISTORY의 리스트 화면을 표시합니다.
ᆞ 모든 HISTORY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전 사전 HISTORY의 리스트 화면을
표시합니다.

2

키를 눌러서, 삭제하고자 하는 HISTORY 를 반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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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를 누릅니다.
지정한 1건 삭제
각 사전 단위로 HISTORY 삭제
ᆞ 1번에서 전 사전 HISTORY의 리스트
키를 누르면
화면을 표시한 경우,
화면내의「모드내 삭제」가「전체 모드
삭제」로 됩니다.

4

또는
키를 눌러서 선택하고 싶은 삭제항목 옆으로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한 삭제항목에 따라 HISTORY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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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기능
해설이나 예문 등에 나오는 단어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단어에 관해서는, 지정한 단어를 사용한 예문이나 숙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1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키를

누릅니다.

JUMP를 할 수 있는 단어가 반전됩
니다.
ᆞ 한글/한자/히라가나/가타카나의
JUMP 검색의 경우, 1문자만
반전됩니다. (반전된 문자부터
스페이스나 구두점으로 구분된
문자까지 단어를 검색합니다.)

2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여기에서는 「go」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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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는
키를 눌러서 사용
하고 싶은 사전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한 단어와 같거나 가까운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영어단어의 JUMP>
ᆞ JUMP를 하면 선택한 영어단어의 철자와 같거나 가까운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복수형(dishes)이나 비교형(bigger)과 같이 어미가 변화된 단어를 검색할
경우에는 그 단어의 단수형(dish)이나 원형(big)등이 검색됩니다.
ᆞ 예문을 검색하는 경우는 「예문 검색」, 숙어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숙어 검
색」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선택한 단어와 동일하거나
가까운 단어를 사용한 예문 또는 숙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4 단어 리스트가 표시될 때에는,

키를 눌러서 검색
하고 싶은 단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 표나 그림을 표시한 상태에서는 JUMP할 수 없습니다.
● 단어 리스트가 표시되는 도중(3번)에도
키를 눌러서 사용하고자 하는
JUMP 대상 사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JUMP하여 표시된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도 계속해서 JUMP할 수 있습니다.
JUMP는 추가검색(화면 분할 검색)과 합산하여 연속 10회까지 실행할 수 있
습니다.
● JUMP검색의 대상이 되는 문자나 단어를 반전시킨 상태에서는 ZOOM과 표
시전환이 불가능하며,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사전을 다른 사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ZOOM기능 등을 사용하실 때는
키를 눌러 JUMP반전을 일단
해제한 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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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기능
단어의 뜻이나 해설 및 리스트 화면에서, 화면의 문자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뜻이나 해설 화면 및 리스트 화면의 문자 크기는 연동됩니다.
● 표ᆞ그림을 표시하고 있을 때에는 문자 크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PUZZLE(→ 292페이지)을 표시하고 있을 때에는 문자 크기를 변경할 수 없
습니다.
● 본 제품에 추가한 텍스트 파일(→ 20페이지)도 문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자 사이즈 변경
단어의 뜻이나 해설 및 리스트 화면에서
ᆞ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를 때마다 16도트 → 24도트 → 12도트 → 16도트...의 순으로
문자 크기가 전환합니다.
단어의 뜻 화면인 경우

→

→
→

ᆞ 玉篇/고사성어사전/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漢字源/중한사전/현대한어대사전/중
영대사전/중국어 유사어 사전/HSK어휘/한자능력검정시험의 한자 리스트 표시
화면에서는 24도트 ↔ 48도트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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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카드
터치펜으로 문자를 입력하여 암기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권, 1권당 최대 100건까지 등록 가능). 문자를 보고 외우는 사용법
이외에, 터치패널을 사용하여 받아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 암기카드는「학습장」또는「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습장」에서 암기카드 작성하기

1

2

키를 2번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암기
카드」를 반전시킨 후 ,
키를 누릅니다 .
ᆞ 암기카드 메뉴화면이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암기
카드 작성하기」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암기카드의 등록처 일람이 표시됩니다.
ᆞ 등록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
→ 27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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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를 눌러서 등록
처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
니다.
암기카드 앞면

뒷면

5 앞면의 내용을 터치펜으로 쓰고,
<ENTER> 를 터치합니다 .

ᆞ 계속해서 뒷면에 입력할 수 있는 상태
가 됩니다.
ᆞ 잘못 쓴 경우에는
을 터치하여 삭
제합니다 (지우개 사용법→49페이지）.
ᆞ 다시 쓸 경우에는

을 터치합니다.

6 뒷면의 내용을 터치펜으로 쓰고 ,
<ENTER> 를 터치합니다 .

7 내용을 확인하고 <ENTER> 를 터치합니다 .
ᆞ 암기카드가 등록되고 암기카드 메뉴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사전을 보면서 암기카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표제어의 뜻이나 해설 화면을
표시하고「암기카드 작성」 을 터치합니다. 화면 상반부에 사전을 표시한 상
태에서 암기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암기카드 작성＞을 터치한 후에는
위의 4번 이후의 설명을 보면서 암기카드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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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카드 사용하기
■ 눈으로 보며 외우기

1 암기카드 메뉴화면에서
기」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눌러「암기카드 보
키를 누릅니다.

ᆞ 암기카드의 등록처 일람이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 사용하고자 하는 등록처를 선택합니다.
2
3 터치패널에서 출제 방법을 선택
하고 터치합니다.

ᆞ 앞면부터 표시／뒷면부터 표시：출제
할 면을 선택합니다.
ᆞ 전 단어를 표시/NG 단어만 표시：「받
아쓰기하면서 외우기」(→ 273페이지)
에서 모든 카드를 출제할 것인지, NG였
던 단어만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4 <ENTER>를 터치하면 출제가 시
작됩니다.

ᆞ 정답（카드의 반대면）을 볼 때는 터치
패널의 <ENTER>를 터치합니다.
ᆞ 다음 문제를 볼 때는

키를, 앞 문제
로 돌아갈 때는
키를 누릅니다 (마
지막 문제가 끝나면 처음 문제로 돌아
갑니다).
ᆞ 종료할 때는 <ESC/LIST>를 터치합니다.

● 출제 중에<표시중인 암기카드를 편집>을 터치하면 출제를 중단하고 표시 중인
암기카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에 틀린 곳이 있을 경우
등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수정 방법은「암기카드 작성하기」와 동일합니다
(→ 270페이지).
수정이 끝나면 수정한 암기카드부터 출제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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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쓰기하면서 외우기

1 암기카드 메뉴화면에서

트하기」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눌러「암기카드 테스
키를 누릅니다.

ᆞ 암기카드의 등록처 일람이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 사용하고자 하는 등록처를 선택합니다.
2
3 터치패널에서 출제 방법을 선택
하고 터치합니다.

ᆞ 앞면부터 표시／뒷면부터 표시：출제
할 면을 선택합니다.
ᆞ 전 단어를 표시/NG 단어만 표시：모
든 카드를 출제할 것인지, NG였던 단
어만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4 <ENTER>를 터치하면 출제가 시
작됩니다.

5 답을 터치패널에 입력하고
<ENTER> 를 터치합니다.

ᆞ 입력한 답과 정답(카드의 반대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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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력한 답이 정답이면 <OK>, 오
답이면 <NG> 를 터치합니다.

ᆞ 정답인 경우는 다음 문제가 표시됩니
다.
ᆞ 오답인 경우는 복습을 위해 동일한 받
아쓰기를 6 번 실시합니다.
「 터치패널에 쓰 기→ <ENT ER> 터
치하기 」 를 6 번 반 복 한 후 , 다 시
<ENT ER> 를 터치하면 다음 문제로
진행합니다 .
ᆞ 종료할 때는 <ESC/LIST>를 터치합니다.

■ 암기카드 삭제하기
암기카드 삭제는「눈으로 보며 외우기」(→ 272페이지)에서 카드 출
제 중에 삭제합니다.
●암기카드를 1건 삭제할 때

1 삭제하고자 하는 암기카드가 표
시되면

2

키를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표시중인 데이터를 삭제(1건)」의 옆에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록처의 암기카드를 전부 삭제할 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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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2

또는
키를 눌러서「표시중인 암기카드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의 옆에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모든 등록처의 암기카드를 삭제할 때는

1
2

키를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모든 암기카드의 데이터를 삭제」의
「
」
옆에 ●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 등록처의 이름 변경하기
등록처에 터치펜을 사용하여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구입 시의
이름 (암기카드 1~6) 을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암기카드 메뉴화면에서

변경하기」를 반전시킨 후,

2

키를 눌러「암기카드 명칭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암기카드를 선
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터치패널에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ᆞ 이미 터치펜으로 입력된 명칭이 있을 때는, 그 이름이 표시되므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3 터치패널에 등록처의 이름을 씁
니다.

ᆞ 잘못 쓴 경우에는
을 터치하여 삭
제합니다.(지우개 사용법→49페이지).
ᆞ 다시 쓸 경우에는

을 터치합니다.

4 다 쓴 후에 <ENTER> 를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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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처 이름을 공장 출하시의 상태로 복구하기
등록처 이름을 공장 출하시의 상태(암기카드 1~6)로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1개의 등록처 이름을 공장 출하시의 상태로 복구할 경우는

1 암기카드의 등록처 일람을 표시합니다.
키를 눌러서 이름
2
을 공장 출하시의 상태로 복구하
고자 하는 등록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3

또는
키를 눌러서 「카드의 명칭을 처음으로 되돌린다
(1건)」옆에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 모든 등록처의 이름을 공장 출하시의 상태로 복구할 경우는

1 암기카드의 등록처 일람을 표시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3 또는 키를 눌러「모든 카드의 명칭을 처음으로 되돌린다」
옆에 ●를 이동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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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표제메모
사전검색을 한 표제어의 뜻이나 해설 화면에 터치펜으로 쓴 메모 (표
제메모) 를 붙일 수 있습니다.

■ 표제메모를 붙일 수 있는 표제어와 화면
표제메모를 붙일 수 있는 표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어, 숙어, 예문, 해설
● 그림이 표시될 때는 화면에 표제메모를 붙일 수 없습니다.
● 1개의 화면에 대해 1건의 표제메모를 등록할 수 있으며, 전체 100건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표제메모 붙이기

1 표제메모를 붙이려는 표제어의 화면을 표시하고 <표제메모>를
터치합니다.

터치패널에 메모를 쓸 수 있는 상태
가 됩니다.

2 터치패널에 메모를 씁니다.
ᆞ 잘못 쓴 경우에는
을 터치하여 삭
제합니다.(지우개 사용법→49페이지).
ᆞ 다시 쓸 경우에는

을 터치합니다.

3 메모를 다 쓰면 <ENTER>를 터
치합니다.

ᆞ 표시 중인 화면에 표제메모가 붙습니
다.
표시 중인 화면에 표제메모가 있을 때
표시됩니다 (다른 아이콘 표시로 인해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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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메모 보기
표제메모가 붙어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1

2

키를 2번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표제메
모」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등록된 표제메모의 일람이 표시됩니
다.
표제메모가 붙어있는 화
면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3

또는
키를 눌러서 선택하
고자 하는 표제메모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표제메모가 붙어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ᆞ 표제메모 일람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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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메모를 수정할 때는

1 표제메모가 붙어있는 화면을 표시합니다.
2 <표제메모>를 터치합니다.

터치패널에 표제메모의 내용이 표시
됩니다.

3 터치펜으로 메모를 수정하고 <ENTER>를 터치합니다.
ᆞ 수정된 메모가 표제메모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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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메모를 삭제할 때는
표제메모 일람 화면에서 삭제합니다.
●1 건의 표제메모를 삭제할 때는

1
2

또는
키를 눌러서 삭제하고자
키를 누
하는 메모를 반전시킨 후,
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표시중인 표제메모를 삭제 (1건)」의
옆에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모든 표제메모를 삭제할 때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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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모든 표제메모를 삭제」의 옆에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단어장 기능
암기하고 싶은 단어/예문/숙어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암기
한 단어/예문/숙어에 체크표시를 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전의 카테고리별로 단어장/예문장/숙어장이 있으며,
각 사전에서 등록한 단어/예문/숙어는 각 장에 등록됩니다.
또한, 단어/예문/숙어는 합계150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어
ᆞ영어 단어장 :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유의어 사전, 일본 외래어 사전,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TOEFL insight Vocabulary,
Collocations사전 (EW-L6200 한정), 미국영어사전
(EW-L6200 한정), Wordfinder (EW-L6200 한정), VOCA
어원편 (EW-L6200 한정), VOCA 테마편 (EW-L6200 한정)
ᆞ영어 예문장 :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표현사전, Collocations사전
(EW-L6200 한정), 미국영어사전 (EW-L6200 한정), Wordfinder
(EW-L6200 한정), e-mail 알짜표현 (EW-L6200 한정)
ᆞ영어 숙어장 : 영한사전, 영영사전, 영어 유의어 사전, Collocations사전
(EW-L6200 한정), 미국영어사전 (EW-L6200 한정)
ᆞ한영 단어장 : 한영사전, 영어 표현사전
국어
ᆞ국어 단어장 : 국어사전, 고사성어사전
ᆞ옥편 단어장 : 玉篇
ᆞ한자능력검정시 단어장 : 한자능력검정시험
일본어
ᆞ일어 단어장 : 일한사전, 広辞苑 (EW-L3200 한정), 新明解日語辞典, カタカナ
語新辞典 (EW-L3200 한정), 일본어 뉘앙스 사전 (EW-L3200
한정), 일본 외래어 사전, 問題な日本語 (EW-L3200 한정), 続弾！
問題な日本語 (EW-L3200 한정), ことば選び辞典 (EW-L3200
한정)
ᆞ한일 단어장 : 한일사전
ᆞ일본어 한자 단어장 :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漢字源 (EW-L3200 한정)
ᆞ일어 예문장 (EW-L3200 한정) : 일본어 뉘앙스 사전
중국어
ᆞ중국어 단어장 : 중한사전, 현대한어대사전 (EW-L7200 한정), 중국어 유사어
사전 (EW-L7200 한정), 중국어 관용어사전 (EW-L7200 한정),
HSK어휘 (EW-L7200 한정), HSK 관용어 (EW-L7200 한정)

B

281

ᆞ중국어 예문장 (EW-L7200 한정) : 중국어 표현사전, 비즈니스 중국어, 직통 중
국여행회화
ᆞ한중 단어장 : 한중사전, 중국어 외래어 사전 (EW-L7200 한정), 중국어 시사
용어 사전 (EW-L7200 한 정), 중국어 표현사전 （EW-L7200
한정）, 비즈니스 중국어 (EW-L7200 한정), 직통 중국여행회화
(EW-L7200 한정)
ᆞ한영 단어장 (EW-L7200 한정)：중영대사전
학습(EW-L6200 한정)
ᆞ유학 단어장 : 수학 핵심 용어 사전, 물리ᆞ화학 핵심 용어 사전, 사회 핵심 용어
사전, 생물 핵심 용어 사전, 국어 핵심 용어 사전

● 각 사전의 검색 방법에 따라서는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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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예문/숙어 등록

1 등록하고 싶은 단어 / 예문 /

숙어의 뜻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ᆞ 뜻 화면을 표시한 상태에서는, 터치패
널에 <단어장 등록>이 표시됩니다.
ᆞ 다음 상태에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ᆞ 각 사전의 리스트 표시 중
ᆞ 각 사전의 표ᆞ그림 표시 중

2 터치패널의 <단어장 등록>을 터
치합니다.

ᆞ 화면에
(단어장 등록
아이콘)이 표시되고 단어장에
등록됩니다.
또한, 터치펜으로 ＜예문／해설＞을 터
치하여 표시한 예문 화면에서 등록한
경우,
이 예문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그 표제어의 뜻이나 해설 화면
에 표시됩니다.
ᆞ

●

키를 누른 후,

키를 눌러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이콘은 등록한 단어/예문/숙어 단어장에서 삭제하면 없어집니다.
→ 28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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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단어/예문/숙어 보기

1

2

키를 2번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단어장」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카테고리
단어장

등록된 용량을 검은색, 남은
용량을 흰색으로 표시

3
4

또는
키를 눌러서 보고 싶은 언어 카테고리를
반전시킵니다.
또는
키로 확인하고 싶은
단어/예문/숙어가 등록되어
있는 단어장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장 리스트를 표시한 상태에서는,
터치패널에 <체크마크 등록/해제>가
표시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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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키로 찾고 싶은 단어/예문/숙어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단어/예문/숙어에 체크표시 하기
이미 암기한 단어/예문/숙어에 체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체크표시 유무에 따라 단어/예문/숙어의 호출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286페이지)

1
2
3
4

키를 2번 누릅니다.
또는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단어장」을 반전시킨 후,

키를

또는
키를 눌러서, 체크표시를 하고 싶은 언어 카테고리
를 반전시킵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 체크표
시를 하고 싶은 단어/예문/숙어
가 등록되어 있는 단어장을 반전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장 리스트를 표시한 상태에서는
터치패널에 <체크마크 등록/해제>가
표시됩니다.

5

또는
키를 눌러서 체크표시를 하고 싶은 단어/예문/
숙어를 반전시킵니다.

6 터치패널의 <체크마크 등록/해
제>를 터치합니다.

ᆞ □안에 체크가 표시됩니다.
ᆞ

키를 누른 후,
도 체크가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

● 체크표시를 삭제할 때도 해당 단어/예문/숙어를 반전시킨 후, 6번과 똑같은
조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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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예문/숙어의 호출순서 설정

1
2
3

4

5

6

286

키를 2번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단어장」을 반전시킨 후,

누릅니다.
키를 누른 후,
릅니다.

키를 누

또는
키를 눌러서「단어
장설정」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또는
키로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또는
키로 선택하고 싶은 호출순서 항목으로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단어/예문/숙어 삭제
■ 하나씩 삭제한다

1
2
3
4

5
6

7

키를 2번 누릅니다.
또는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단어장」을 반전시킨 후,

키를

또는
키를 눌러서 삭제하고 싶은 언어 카테고리를
반전시킵니다.
또는
키로 삭제하고 싶은
단어/예문/숙어가 등록되어 있는
단어장을 반전시킨 후,
키
를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 삭제하고 싶은 단어/예문/숙어를
반전시킵니다.
키를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반전된 단어(예문)한 개 삭제」의 옆으
로 ●를 이동시킨후,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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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단어/예문/숙어를 동시에 삭제한다

1 삭제하고자 하 는 단 어/예문/숙 어가 등 록되어 있는 단 어장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이 단어장의 체크된 항목 전부 삭제」
「이 단어장의 리스트 전부 삭제」
「사전의 모든 단어장 리스트 삭제」
가 표시됩니다.

3

288

또는
키를 눌러서 선택하고자 하는 삭제 항목 옆으로 ●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터치펜으로 입력한 메모 사용하기 (FREE MEMO)
터치펜으로 입력한 메모를 30건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메모 쓰기

1 「FREE MEMO」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키를 눌러서 비어
있는 메모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ᆞ 터치패널에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
니다.
ᆞ 열린 페이지에 비어 있는 메모가 없을

3 터치패널에 메모를 씁니다.
을 터치하여 삭
ᆞ 잘못 쓴 경우에는
제합니다.(지우개 사용법→49페이지).
ᆞ 다시 쓸 경우에는

을 터치합니다.

FREE MEMO

때는
키를 눌러 화면을
전환시켜서 찾습니다.

289

4 메모를 다 쓴 후에 <ENTER>를
터치합니다.

ᆞ 새로운 메모가 프리메모에 등록됩니다.
현재 5건의 메모가 등록되어 있습니
다.

등록한 메모 보기

1 「FREE MEMO」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ᆞ 원하는 메모가 없을때는
키를 눌러 화면을 전환시켜서 찾습니
다.

■ 메모를 수정할 때는

1

키를 눌러서 수정
하고자 하는 메모를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터치패널에서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2 터치펜으로 메모를 수정하고
<ENTER> 를 터치합니다.

ᆞ 수정된 메모가 프리메모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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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를 삭제할 때는
●1 건의 메모를 삭제할 때는

1
2

키를 눌러서 삭제하고
키
자 하는 메모를 반전시킨 후,
를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반전중인 Free Memo를 삭제(1건)」
의 옆에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모든 메모를 삭제할 때는

1
2

키를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모든 Free Memo를 삭제」의 옆에 ●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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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
PUZZLE에서는「스탠다드편」
「부등호편」
「연산편」등 숫자에 관한
3가지 퍼즐을 풀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퍼즐의 성적 (퍼즐 풀기 소
요시간 베스트 10) 도 볼 수 있습니다.
퍼즐을 풀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각 퍼즐의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스탠다드편」의 규칙

★ 위치에 들어갈 숫자는
굵은선의 3X3칸내의 숫자
에서 유 추할 때,「6 또는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열에「7」이 있으
므로 ★이「6」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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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세로 9칸 중에서, 미리 표시된 숫자를
토대로 공란에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유추
하여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1~9의 숫자는 가로열ᆞ세로열ᆞ
굵은선으로 표시한 3X3칸내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스탠다드편」에는 초급ᆞ중급ᆞ상급의
3 가지 수준과 1 개의 연습문제가 있습
니다.
● 초급ᆞ중급ᆞ상급의 3 가지 수준에는 각
각 500 문제가 있습니다.

「부등호편」의 규칙
가로 세로 5칸 중에서, 미리 표시된 숫자와
부등호(><)의 조건을 토대로, 공란에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유추하여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1~5의 숫자는 가로열ᆞ세로열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칸 사이에 부등호 기호가 없는 칸에
★ 위치에 들어갈 숫자는「3>」으로
유추할 때, 「2 또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로열에「1」이 있기 때문에
★이「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는 가로열ᆞ세로열에서 중복되지 않는
1~5 까지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부등호편」에는 500 문제와 1 개의 연
습문제가 있습니다.

「연산편」의 규칙
가로 세로 5칸 중에서, 미리 표시된 숫자와
연산결과를 토대로, 공란에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유추하여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1~5의 숫자는 가로열ᆞ세로열에
서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연산결과는 칸 사이에 있는 작은 숫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연산결과가 양수인 경우는, 좌우 또는
상하의 숫자를 합산한 결과를 표시하며,
음수인 경우는 감산한 결과를 나타냅니
다.
● 칸 사이에 연산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가로열ᆞ세로열에서 중복되지 않는 1~5
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연산편」에는, 500 문제와 1 개의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PUZZLE

★ 위치에 들어갈 숫자는 연산결과
가「-2」인 점에서 유추할 때, 「5
또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 3-5 또는 1-3).
또한, 세로열에「1」이 있기 때문에
★이「5」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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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푸는 방법
「스탠다드편」
「부등호편」
「연산편」의 3 가지 퍼즐 푸는 방법은, 2
번의 퍼즐 선택항목 이외는 조작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스탠다드편」의「연습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1「PUZZLE」을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또는
키를 눌러서
「PUZZLE 스탠다드편」을 반전
시킨 후 ,
키를 누릅니다 .
ᆞ 저장해 놓은 퍼즐이 있을 경우에는, 선
택항목에“계속해서 시작하기”도 표
시됩니다.

3

또는

키를 눌러서 을 반전시킨 후,

ᆞ 표시되는 설명화면을 읽어 주십시오.

4

키를 누릅니다.
ᆞ 퍼즐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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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5

키를 사용하여 입력하려는 칸을 선택하고, 숫자
키를 이용하여 숫자를 입력합니다.

경과시간 (9시간 59분 59초까지)

임시 입력
입력하려는 후보가 2개 이
키를 누른
상인 경우,
후 입력하려는 숫자키를 누
릅니다.

연습문제를 제외한 퍼즐에서는, 선택한 퍼즐의 최
단 소요시간 기록이 표시됩니다.
ᆞ 현재 선택된 칸은 굵은선으로 표시됩니다.
ᆞ 입력한 숫자를 삭제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또한, 이중선 안의 숫자(미리
표시된 숫자)는 변경 및 삭제할 수 없습니다.
ᆞ 임시 입력 후에 입력하려는 숫자가 정해지면 숫자키를 누릅니다. 또한
를 누르면, 임시로 입력한 숫자가 모두 삭제됩니다.

키

6 빈칸을 모두 채웠거나 또는 도중
에서 그만둘 때는
릅니다.

키를 누

ᆞ 확인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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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키를 눌러서 선택하려는 퍼즐의 종료 방법에 ●를 이동
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 「정답 / 오답 확인」을 선택한 경우에는, 결과 메시지가 1 초 동안 표시된 후,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ᆞ 모두 정답인 경우 :
연습문제를 푼 경우에는, 소요시간 화면이 표시됩니다. 연습문제 이외
의 퍼즐을 풀었을 때는, 푼 퍼즐의 성적화면이 표시됩니다.
ᆞ 오답 또는 입력이 안된 곳이 있는 경우 :
풀고 있던 퍼즐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번으로 돌아가서 퍼즐을 계속
하거나, 또는 6번부터 다시 조작하여 다른 종료항목을 선택하여 주십
시오.
● 「저장하고 문제를 종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6 번에서
키를 눌렀을
때의 상태가 저장된 후 초기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나중에 퍼즐 풀기를 할 때
에 2 번 순서에서「계속해서 시작하기」를 선택하면, 저장된 부분부터 퍼즐
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저장하지 않고 문제를 종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고
초기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틀린 곳을 표시」를 선택한 경우에는, 퍼즐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 때, 오
답 부분이 반전 ( 검정 바탕에 흰 숫자 ) 되어 표시됩니다.
하지만 정답을 다시 입력하더라도 성적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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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을 보는 방법
각 퍼즐의 성적(소요시간의 베스트 10)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은 기록을 달성할 때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강제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퍼즐을 풀 때「틀린 곳을 표시」를 사용한 경우 (→ 296페이지) 에는, 성적에 등
록되지 않습니다.

1「PUZZLE」을 호출합니다 .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2

또는
키를 눌러 「성적」
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
니다.
ᆞ 성적화면이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성적을 보고
싶은 퍼즐명을 반전시킵니다.

성적 삭제하기

1 삭제하고 싶은 퍼즐의 성적화면을 표시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창이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선택하려는
삭제 방법 옆에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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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능
덧셈이나 나눗셈 등의 사칙연산, 상수계산, 메모리계산을 합니다.

1「계산기」를 호출합니다.
ᆞ 사전 호출 방법 → 29페이지
ᆞ 계산기능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다음 페이지의 계산 예를 참고로 하여 계산을 하여 주십시오.
ᆞ

키를 누르면, 계산기능이 종료됩니다.

계산기 입력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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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산

1 계산을 시작할 때에는
2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그 명령을 표시합니다.
(계산 예는 생략합니다.)
예제

계산키 입력

53 +123 - 63 = 113
53
123
63
23
56
963

963 ×(23 - 56) = -31779

표시

0.
53.
176.
113.
-33
-31’779.

상수계산

1 상수로 정하고자 하는 수치를 입력한 후에, 계산명령 키를 2회
누릅니다.

ᆞ 그 수치와 명령이 설정되면 ‘K’라고 표시됩니다.

키를 누를 때마다 상수계산이 실행됩니다.
예제

12+23 = 35
45+23 = 68
2.3×12 = 27.6
4.5×12 = 54
17 +17 +17 +17 = 68

계산키 입력

23
12
17

12
45
2.3
4.5

표시

K+
K+
K×
K×
K+

35.
68.
27.6
54.
68.

계산기능

2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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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계산
메모리를 사용한 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의 키를 누릅니다.
ᆞ
ᆞ
ᆞ
ᆞ

…독립
…독립
…독립
…독립

메모리에 수치를 더합니다.
메모리에서 수치를 뺍니다.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수치를 표시합니다.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수치를 삭제합니다.

예제
●합계계산
80×9 = 720
- )50×6 = 300
20×3 = 60
(합계) 480
●응용계산
193.2÷23 =
8.4
193.2÷28 =
6.9
123 - 193.2 = -70.2

계산키 입력

80
50
20

193.2
123

입력 내용 정정
■ 숫자를 잘못 입력하였을 때

1

키를 누릅니다.
ᆞ 표시가 ‘0.’이 됩니다.

2 숫자를 다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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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9
6
3

M=720.
M=420.
M=480.
M=480.

23
28

M=193.2
M=193.2
M=193.2

720.
300.
60.
480.

8.4
6.9
-70.2

■ 계산명령 키(

) 를 잘못 눌렀을 때

1 계산명령 키를 다시 한 번 누릅니다.
이전 계산내용을 삭제할 때

1

키를 누릅니다.
ᆞ 독립 메모리내의 수치를 제외하고 전부 삭제됩니다.

에러 (‘E’)가 표시될 때
■ 에러의 원인
아래와 같은 상태가 되면 에러(‘E’)표시와 동시에 계산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ᆞ 계산 도중의 수치 또는 답의 정수 부분이 12자리를 초과한 경우
이 때는 소수점을 ‘조’의 자릿수로 하는 12자리의 수가 표시됩니다.

예제
1234567×7418529≒
9조1586억7109만1940

표시

조작
1234567

7418529

E← 에러 표시
9.15867109194
↑조의 자릿수

ᆞ 독립 메모리에 기억된 수치의 정수 부분이 12자리를 초과한 경우
이 때는 ‘0.’이 표시됩니다. 단, 독립 메모리내에는 자릿수를 넘기 전의
수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ᆞ6

0

과 같이, 어떤 수를 0으로 나누었을 때

■ 에러를 해제하려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나 (‘E’가 표시되었을 때), 계산을 계속할 경우에는
키를 누르십시오.
누르고, 새로운 계산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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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변경
본 제품은 여러 설정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사전의 초기화면에서 (사전 키를 누른 직후) 모든 설정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키를 누른 후,
릅니다.

키를 누

ᆞ 설정항목이 표시됩니다.

2

키를 눌러서「환경설정」
을 반전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
ᆞ 환경설정이 표시됩니다.

3

키를 눌러서 변경하고자 하는 설정을
반전시킨후,
키를 누릅니다.

키 터치음 설정
키 터치음의 ON·OFF를 설정합니다. 공장 출하시에는「OFF」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ᆞ ON…키 터치음 설정.
ᆞ OFF…키 터치음 해제.

키를 눌러서,「ON」또는
「OFF」의 옆으로 ●를 이동시키고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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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OFF 기능을 설정합니다 (자동 OFF 기능에 대해서는 → 28페이지).
공장 출하시에는「6분」(약 6분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키로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설정변경

자동 절전 시간설정

화면 밝기 설정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키를 눌러서, 화면의 밝기를
조절한 후
키를 누릅니다.
ᆞ
ᆞ

…화면이 밝아집니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근접어검색 설정
단어를 입력할 때의 검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장 출하시는 「O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
다.
ᆞON…문자를 입력할 때마다, 리스트를 표
시합니다.
ᆞOFF…문자를 전부 입력한 후에
검색합니다.
키를 눌러서,「ON」또는「OFF」의 옆으
로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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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를 전부 입력한 후 검색한다
(「근접어검색 설정 : OFF」)

1 검색하고 싶은 단어의 문자를 전부 입력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입력한 단어와 동일하거나 가까운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해당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단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3
4

키를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반전시킵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언어설정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 화면 타이틀, 아이콘 등의 언어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
본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장 출하시에는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MENU화면에서

키를 눌러서 설정하

고자 하는 언어의 옆으로 ●를 이동시킨 후,
키를 누릅니다.

터치패널 밝기조정
터치패널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ᆞ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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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눌러서 밝기를 조정한 후,
키를 누릅니다.
…화면이 밝아집니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터치패널 조정
터치패널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널내의 4가지 십자 마크의 중심부분
을 하나하나 부속된 터치펜으로 터치해 주
세요.

펜입력 인식설정
터치패널에 입력한 문자의 인식을 수동과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장 출하
시에는 「수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ᆞ「수동」…터치패널의 < 인식 > 을 터치하면
문자를 인식합니다 .
ᆞ「자동」…문자를 쓴 다음 , 약 1 초후에 자
동적으로 인식합니다 .
키를 눌러서 「수동」또는 「자
동」의 옆으로 ●를 이동시킨 후,
를 누릅니다.

키

●「우선설정」에 관해서는 245 페이지를 보십시오 .
●「단어장설정」에 관해서는 286 페이지를 보십시오 .
●「발음설정」에 관해서는 254, 25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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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 저작권 등에 관하여
■ 저작권에 관한 주의
본 기기에 수록된 각 사전/컨텐츠의 내용은, 각각 저작물의 편집자/감수자 및 발
행처의 협력을 얻어 편집된 것입니다.
본 기기에 수록된 내용 및 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전재ᆞ복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적 용도 이외는 저작권법상, 각 편집자/감수자,
발행처 및 당사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기타 주의사항
ᆞ화면표시상의 이유 또는 기타 사정으로 각 편집자/감수자, 발행처의 감수를 거
쳐 서적판과 다르게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서적판을 토대로 편집한 내용에는 사회정세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가 있습니다.
ᆞ본 기기에 수록된 각 사전은 각각의 서적판 사전을 바탕으로 출판사에서 전자
데이터로 작성하여 제공받고 있습니다.
각 사전의 오기(탈자), 오용에 대해 폐사에는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ᆞ일부 사전을 제외하고, 사진ᆞ그림ᆞ표ᆞ부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영사전
Si-sa e4u 한영사전 <YBM/Si-sa>
수록수 : 약 190,000어 (표제어/부표제어/예문)
Copyright
2002 by YBM/Si-sa. All rights reserved.

한일사전
동아 Prime한일사전 (Prime Korean-Japanese dictionary)
수록수 : 약 98,000어
Original copyright
1994 by Doosan. All rights reserved.

한중사전
韓中辭典(개정판)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수록수 : 표제어 47,908어 용례 : 91,722
한중사전(개정판) Copyright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
동아 새국어사전 <Doosan Dong-a>
수록수 : 약 147,700어
두산 저작권
2000. 판권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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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現代活用玉篇제4판 <Doosan Dong-a>
수록수 : 약 6,400자
두산 저작권
2001. 판권소유.
ᆞ초서체(草書體 ), 필순, 운통(韻統), 권말부록 등을 제외한 서적판의 광범위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사전
고사성어 따라잡기 <(주)신원문화사>
수록수 : 273어
Dictionary Of Fables and Phrases Printed
Co. Ltd.

2002 by Shinwon Publishing

영한사전
Si-sa e4u 영한사전 <YBM/Si-sa>
수록수 : 약 230,000어 (표제어/숙어/예문)
Copyright
2003 by YBM/Si-sa. All rights reserved.

사전의 저작권 등에 관하여

玉篇

영영사전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제7판 <Oxford University Press>
수록수 : 약 183,500항목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All rights reserved.

미국영어사전
옥스포드 미국영어사전 第2版 <Oxford University Press>
수록수 : 약 250,000어
The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2nd edition
2005 b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영어 유의어 사전
Oxford Thesaurus of English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수록수 : 약 600,000어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004

영어 표현사전
NEXUS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 2nd Edition <NEXUS>
수록수 : 약 6,600 예문
Nexus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 2nd Edition
2004 by Shin
Jae Yong c/o Nexus Pres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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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ocations사전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for students of English
수록수 : 약 9,000어 (collocation 약 150,000)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Wordfinder
옥스포드 영영활용사전 ＜Oxford University Press＞
수록수 : 약 630어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부록은 수록되어있지 않습니다.

e-mail 알짜표현
e-mail에 꼭 필요한 알짜표현 3600 <YBM/Si-sa>
수록수 : 3,600여 표현
e-mail에 꼭 필요한 알짜표현 3600
Copyright
2000 by Miyoko Ikezaki
Originally published in Japan in 2000 by Japan Times
Korean translation right
2002 by YBM/Si-sa
By arrangement with Japan Times

일한사전
동아 Prime 일한사전 (Prime Japanese-Korean dictionary)
수록수 : 약 108,000어
음성 수록수 : 중요어 약 8,000어
Original copyright
2004 by Doosan. All rights reserved.

新明解日語辞典
新明解日語辞典 第五版（新明解国語辞典 第五版）＜三省堂＞
수록수 : 약 75,000어
음성 수록수: 약 7,800 표제
Sanseido Co.,Lt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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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辞苑
広辞苑 第五版
岩波書店 1998, 2005
株式会社 岩波書店, 편저：신무라 이즈루
ᆞ「広辞苑 」은 주식회사 岩波書店의 등록상표입니다.
ᆞ「広辞苑 第五版 」의 데이터를 인용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출전명ㆍ
출판사명을 명기해 주십시오.
ᆞ 사진ㆍ도ㆍ부록은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수록수는 약 230,000항목/표 110종류입니다.
음성 수록수: 약 17,200 표제
ᆞ 일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広辞苑 第五版」과는 일부 기술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逆引き広辞苑 第五版대응」에 관하여
서적판 「逆引き広辞苑 第五版대응」(岩波書店 사전편집부편)수록의 BOX기사는,
이 제품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전자사전에서는 서적판 「広辞苑 第五版 」에 수록된 내용에 대해서
[역순검색]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漢字源
漢字源 (JIS第1〜第4水準版) <学習研究社>
수록수 : 표제자 13,255자/숙어 약 48,000어
GAKKEN 2006

일본어한자읽기사전, 일본외래어 / 알파벳약어사전
동아 일본어한자읽기사전 (Dong-a Reading Japanese dictionary)
수록수 : 약 3,900한자
약 49,000어휘
외래어ᆞ약어 약 8,400어
Original copyright
2001 by Doosan. All rights reserved.

カタカナ語新辞典
マルチメディア時代に対応カタカナ語新辞典（第五版）<旺文社>
수록수 : カタカナ 약 12,000어
약어 약 1,400어
Takeshi Tsuda 1998
編者

津田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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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뉘앙스 사전
일본어 뉘앙스 사전 <넥서스JAPANESE >
수록수 : 302항목 708 어휘 수록
KODANSHA’
S EFFECTIVE JAPANESE USAGE DICTIONARY
Kodansha Ltd. 2001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4 Nexus Japanese, a division of Nexus Press, Ltd.

JPT 필수단어 3000
일본어시험 JPT필수단어 3000 <시사일본어사>
수록수 ： 3209표현
JPT Essential Words 3000 The First Edition
Sisa Japanese Publishing Co., Ltd.

明鏡日本語クイズ
明鏡日本語クイズ300 ＜大修館書店＞
수록수 : 300항목
Kitahara Yasuo and Taishukan, 2006

問題な日本語
問題な日本語 ＜大修館書店＞
수록수 : 143항목
Kitahara Yasuo ＆ Taishukan, 2004
※그림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続弾！問題な日本語
続弾！問題な日本語 ＜大修館書店＞
수록수 : 121항목
Kitahara Yasuo & Taishukan, 2005

ことば選び辞典
ことば選び辞典 ＜学習研究社＞
수록수 : 약 13,400語
GAKKEN 2003

敬語早わかり辞典
敬語早わかり辞典 ＜学習研究社＞
수록수 : 약 270항목
GAKKEN 2004
編集 学研 辞典編集部
発行所 株式会社 学習研究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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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by Son Sook Hee &

日本語○×辞典
日本語○×辞典 <学習研究社>
수록수 : 7테마
GAKKEN 2004
編者

井上明美

日本語知識辞典
日本語知識辞典 <学習研究社>
수록수 : ６테마
GAKKEN 2003
編集 学研 辞典編集部

중한사전
全面 改訂 中韓辭典 (2판 3쇄)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수록수 : 표제자 10,225자 표제어: 159,996어
음성 수록수 : 표제어 약 20,000어
전면개정 중한사전(2판3쇄) Copyright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현대한어대사전
현대한어대사전 (상하)
현대한어대사전 ＜上海辞書出版社＞
수록수 : 표제자 약 15,312자 표제어 약 100,000어
음성 수록수 : 표제어 약 19,500어
※本词典由上海辞书出版社授权使用

중영대사전
중영대사전 (제2판) <上海交通大学出版社>
※본서의 모든 문자, 사진등은 <上海交通大学出版社>
의 서면상 동의를 얻지않고 무단도용,복제 할 수 없습니다.
※표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록수 : 표제어 약 11,000어 숙어 약 220,000어
음성 수록수: 19191 표제

중국어 관용어사전
중국어 관용어사전 <넥서스CHINESE>
수록수 : 3000여 어휘 수록
2003 Lee Hyung Lan, Wang yu xia c /o Nexus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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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유사어 사전
중국어 유사어 비교사전 <NEXUS CHINESE>
수록수 : 약 620어휘
중국어 유사어 비교사전
2004 by Xu Chang huo c/o Nexus Chinese

중국어 외래어 사전
중국어 외래어 사전 <NEXUS>
수록수 : 약 30,000어
중국어 외래어 사전
2000 by NEXUS Press, Ltd.

중국어 시사용어 사전
중국어 시사용어사전 <NEXUS CHINESE>
수록수 : 약 12,000어
중국어 시사 용어 사전
2002 by Zang, Seok-min c/o Nexus Chinese

중국어 표현사전
중국어 표현사전 <NEXUS CHINESE>
수록수 : 약 2,000여 표현
중국어 표현사전
2003 by Huashutang c/o Nexus Chinese

HSK어휘 8822 초중급편
HSK어휘 8822 초중급편 <넥서스CHINESE>
수록수 : 5,253개 어휘 수록
음성 수록수 : 5,253어
2002 Lee Bao Gui c /o Nexus Chinese

HSK어휘 8822 고급편
HSK어휘 8822 고급편 <넥서스CHINESE>
수록수 : 3,569개 어휘 수록
음성 수록수 :3,569어
2002 Lee Bao Gui c /o Nexus Chinese

우선순위 HSK 관용어
우선순위 HSK관용어 <넥서스CHINESE>
수록수 : 300여 어휘 수록
2003 Jang Seok Min , Jin hyun c /o Nexus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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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유학 영어회화 (SCHOOL & EVERYDAY
ENGLISH)
홈스테이 유학 영어회화 <Doosan Dong-a>
수록수 : 약 1,800 예문
음성 수록수 : 약 1,800 예문
Japan Copyright
2003.(株)JTB 出版事業局
Korea Edition Copyright
2003 by Doosan Dong-A Co. Ltd.

위기상황 돌파 영어회화 (ENGLISH FOR EMERGENCY)
위기상황 돌파 영어회화 <Doosan Dong-a>
수록수 : 약 1,200 예문
음성 수록수 : 약 1,200 예문
Japan Copyright
2003.(株)JTB 出版事業局
Korea Edition Copyright
2003 by Doosan Dong-A Co. Ltd.

일본어 회화 사전
일본어 회화 사전 <넥서스JAPANESE>
수록수 ; 20,000여 문장 (실제 생활 직결회화문)
2004 Kwon Yeon Soo c/o Nexus Japanese, a division of Nexus Press, Ltd.

여행 일본어 회화 (JAPANESE FOR TRAVEL)
수록수 : 약 1,400 예문
음성 수록수 : 약 1,200 예문
Korea Copyright
2003 by Doosan Dong-A Co. Ltd.

비즈니스 중국어
한손에 잡히는 비즈니스 중국어 <넥서스CHINESE>
수록수 : 900여 개의 표현 및 비즈니스 서식 수록
2002 Hua seo dang c /o Nexus Chinese

직통 중국여행회화
직통 중국여행회화 <넥서스CHINESE>
수록수 : 1,300개의 표현과 90세트의 회화 수록
음성 수록수 : 약 1,900예문
2001 Hua seo dang c /o Nexus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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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속의 여행영어
주머니속의 여행영어 <신나라>
수록수 : 약 751 예문
Copyright 2002 by Shin Na Ra.All rights reversed.

주머니속의 여행일본어
주머니속의 여행일본어 <신나라>
수록수 : 약 703 예문
Copyright 2002 by Shin Na Ra.All rights reversed.

주머니속의 여행중국어
주머니속의 여행중국어 <신나라>
수록수 : 약 746 예문
Copyright 2002 by Shin Na Ra.All rights reversed.

주머니속의 여행독일어
주머니속의 여행독일어 <신나라>
수록수 : 약 647 예문
Copyright 2002 by Shin Na Ra.All rights reversed.

주머니속의 여행프랑스어
주머니속의 여행프랑스어 <신나라>
수록수 : 약 639 예문
Copyright 2003 by Shin Na Ra.All rights reversed.

주머니속의 여행이탈리아어
주머니속의 여행이탈리아어 <신나라>
수록수 : 약 639 예문
Copyright 2002 by Shin Na Ra.All rights reversed.

주머니속의 여행스페인어
주머니속의 여행스페인어 <신나라>
수록수 : 약 644 예문
Copyright 2002 by Shin Na Ra.All rights rev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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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능력검정시험
한자능력검정시험
Copyright (c) 2007 ‘The Society for Korean Language & Literar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수록수 :
읽기

1급
3,500자

2급
2,355자

쓰기

2,005자

1,817자

3급
1,817자
3급2:
1,500자
1,000자
3급2:
750자

4급
1,000자
4급2:
750자
500자
4급2:
400자

5급
500자

300자

6급
300자
6급2:
300자
150자
6급2:
50자

EJU 스코어 UP 독해+청해
EJU 스코어 UP 독해 + 청해 <시사일본어사>
EJU Score-up : Reading Comprehension and Listening Comprehension
the first edition
copyright
2005 ALC Press, Inc. & Sisa Japanese Publishing Co., Ltd.

EJU 스코어 UP 청독해+기술
EJU 스코어 UP 청독해 + 기술 <시사일본어사>
EJU Score-up : Reading Comprehension and Writing the first edition
copyright
2005 ALC Press, Inc. & Sisa Japanese Publishing Co., Ltd.

리스닝일본어
리스닝일본어 <다락원>
Copyright
2005, 水谷信子

일본어문법책
일본어문법책 <시사일본어사>
Japanese Grammar Book the first edition
copyright
2001 Kim Sa Kyoung @Sisa Japanese Publish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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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 VOCA 어원편
능률 VOCA 어원편 (Neungyule Voca - Word Origin) <능률교육>
표제어수 : 1700여 단어
(파생어, 동반의어 포함하면 3,000여 단어)
Neungyule Vocabulary <1st volume: Word Origin>
6th Edition
2005 by Chan Seung Lee c/o
Neungyule Education, Ltd.

능률 VOCA 테마편
능률 VOCA 테마편 (Neungyule Voca - Theme) <능률교육>
표제어 : 1400여 단어
Neungyule Vocabulary <2nd volume: Theme>
6th Edition
2005 by Chan Seung Lee c/o
Neungyule Education, Ltd.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NEW TOEIC 콩나물 VOCABULARY <PAGODA & 두산동아>
수록수 : 필수어휘 1,200
주제별어휘 1,200
IDIOM 800
PAGODA & 두산동아

TOEFL insight Vocabulary
박정 TOEFL insight VOCABULARY <두산동아>
수록수 : 표제어 1,584
토픽별어휘 3,479
IDIOM 650
업그레이딩 단어 800
두산동아

수학 핵심 용어 사전
수학핵심용어사전（해외유학생용）<(주)시공사>
數學 學習 基本 用語辭典
ALC Publishing Co, 2002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Sigongsa Co., Ltd., 2002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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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ㆍ화학 핵심 용어 사전
물리ㆍ화학핵심용어사전（해외유학생용）<(주)시공사>
Copyright
Sigongsa Co., Ltd., 2002. All rights reserved.

사회 핵심 용어 사전
사회핵심용어사전（해외유학생용）<(주)시공사>
Copyright
Sigongsa Co., Ltd., 2002. All rights reserved.

생물 핵심 용어 사전
생물핵심용어사전（해외유학생용）<(주)시공사>
生物 學習 基本 用語辭典
ALC Publishing Co, 2002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Sigongsa Co., Ltd., 2002
All rights reserved.

국어 핵심 용어 사전
국어핵심용어사전（해외유학생용）<(주)시공사>
Copyright
Sigongsa Co., Ltd., 2002. All rights reserved.

유학ㆍ어학연수 이것만은 꼭 외우고 떠나자
유학ㆍ어학연수 이것만은 꼭 외우고 떠나자 <미국영어사>
수록수 : 약 50 예문
Copyright
2006 Bill Myers, Anna Park, AEP

Multilingual Word and Phrasebank
Multilingual Word and Phrasebank <Oxford University Press>
수록수 : 약 17,500 terms,
5,500 phrases
※5언어 수록 : 영어, 미국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Multilingual Word and Phraseban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UZZLE
PUZZLE <CASIO SOFT>
●PUZZLE 스탠다드편
●PUZZLE 부등호편
●PUZZLE 연산편
CASIO SOFT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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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의 가나 대응표
로마자의 가나 대응표입니다.

318

부록
319

320

여러 가지 문자의 입력
「゛」 나 「゜」 가 붙은 문자 (탁음, 반탁음) 나 「ゃ, ゅ, ょ」 (요음)
「っ」 (촉음) 등 작은 문자는 다음 표와 같이 입력합니다.

※맨 앞에 「̶」를 입력한 경우에는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321

부수 일람 (玉篇)

322

323

부수 색인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324

325

신구 글자체 대조표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326

327

漢語拼音方案 (중한사전)

328

漢字偏旁名稱表 (중한사전)

329

터치패널에 펜으로 입력한 문자가
바르게 인식되지 않을 때는
모든 종류의 문자에 공통된 주의사항
인식되기 쉽게 쓰는 요령
ᆞ흘려 쓰지 않을 것

잘못된 예

ᆞ해서체로 신중하게
쓸것

잘못된 예

ᆞ문자를 기울여 쓰지

잘못된 예

ᆞ테두 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잘못된 예

않을 것

한 한 크게 쓸 것
올바른 예

ᆞ점을 찍을 때는 약간 길게(2도트 크기 이상) 쓸 것(1도트 크기는 인식되지 않
습니다)
올바른 예

잘못된 예

ᆞ 가능한 한 올바른 필순에 따라 쓸 것

확인 사항
ᆞ 한자는 한자로 씁니다(히라가나를 한자로 변환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ᆞ 화면 상부의 아이콘(
등)을 보고 원하는 문자가 검색문자 입력란에 입력
가능한지 확인합니다(입력 가능한 문자의 종류 → 4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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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는

영어 알파벳ᆞ숫자 쓰는 방법

9

ᆞ대문자 「X」와 소문자 「x」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영어 소문자 x

영어 대문자 X

☧#:3(#⠞Ⅻ
☧#:3(#⠞Ⅻ#

☧#:3(#Ტ᩶

☧#:3(#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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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문자(히라가나ᆞ가타카나) 쓰는 방법
큰 글자

작은 글자(「や」와「ゃ」 등)

☧#63(#⠞Ⅻ
☧#63(#Ტ᩶
☧#63(#⠞Ⅻ

☧#63(#Ტ᩶
ᆞ 테두리에 대해 가로 세로 모두 30% 미만의
크기로 쓴다
ᆞ 테두리 아래쪽에 쓴다

닮은 모양의 일본어 한자와 가타카나의 인식
다음과 같이 서로 닮은
夕＝タ
工＝エ
（ゆう）
（こう）
단, 검색문자 입력란내
시됩니다.

일본어 한자와 가타카나는 한자가 우선적으로 표시됩니다.
力＝カ
口＝ロ
（ちから ) （くち）
바로 앞 글자가 가타카나일 때는 가타카나가 우선적으로 표

닮은 모양의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인식
다음과 같이 서로 닮은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히라가나가 우선적으로 표시
됩니다.
へ＝ヘ
り＝リ
(왼쪽: 히라가나
오른쪽: 가타카나)
단, 검색문자 입력란내 바로 앞 글자가 가타카나일 때는 가타카나가 우선적으로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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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면…
본 제품을 사용할 때 표시되는 메시지와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
니다.
조작

메시지

생각할 수 있는 원인

처리방법

건전지가 소모되고 있습 전지의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지로 교환하십시오.
니다.

입력을 잘못하셨습니다.※ 철자의 입력이 잘못되었습 철자를 수정하여 주십시오.
니다.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습 입력한 검색조건에 해당하 검색조건을 바꿔서 다시 입
력하십시오.
는 단어가 없습니다.
니다. ※

338

기능의 각 페이지
사용하고 있는 사전

해당하는 단어가 많습니 입력한 검색 문자에 해당
다.
하는 리스트가 많아서 전
보다 정확한 검색을 위해
1000건만을 표시합니다. 부 표시할 수 없습니다.
검색문자를 추가하십시오.
단어가 500건을 넘습니 입력한 검색 문자에 해당하
다. ※
는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참조
페이지

추가검색은 할 수 없습 한글 예문 검색의 리스트 한글 예문 검색은 추가검
니다. ※
표시 화면일 때
키를 색 기능이 없습니다.
눌렀습니다.

사전
기능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점프 또는 화면 분할 검색을
10회 실시한 이후의 뜻이나
예문화면에서
키를 눌
렀습니다.

JUMP는 화면 분할 검색을
포함하여 연속 10회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찾고자
하는 단어를 다시 검색하
십시오.

268

화면상에 발음할 수 있 화면에 발음 가능한 단어
아이콘 또는 알파벳
는 음성데이터가 없습니 가 없을 때
키를 눌렀 을 포함하는 화면일 때
※
다.
습니다.
키를 누르십시오.

251

더 이상 등록할 수 없습 단어장이나 암기카드에 등 단어장이나 암기카드에 등
록할 수 있는 수를 초과하 록되어 있는 불필요한 단
니다. ※
였습니다.
어를 삭제한 후, 다시 등록
하십시오.

287
283

에러코드 01
에러코드 02

※

정전기의 영향이나 외부로 가까운 CASIO 서비스센터
부터 강한 충격 등이 가해 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졌습니다.

-

메시지가 표시된 후,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ᆞ그 외 LIBRARY 기능 사용시에 표시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LIBRARY 기능 →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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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전원

동작

백라
이트

발음

334

생각할 수 있는 원인

처리방법

전원을 켤 수 없다. 전지의 수명이 다되
었습니다.
잠시 보지 않은
자동 OFF 기능에 의
동안에 전원이 꺼 해 전원이 꺼졌습니다.
졌다.
전지의 수명이 다되
었습니다.
갑자기 전원(화면) 전지의 수명이 다되
었습니다.
이 꺼진다.
갑자기 화면 밝기 전지의 수명이 다되
설정화면이 된다. 었습니다.
백라이트가 켜지지 전지의 수명이 다되
않거나 깜빡인다. 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발음 음량이 적절하지 않
이 들리지 않는다. 습니다.

전지를 교환하십시
오.
전원을 ON으로
하십시오.
전지를 교환하십시
오.
전지를 교환하십시
오.
전지를 교환하십시
오.
전지를 교환하십시
오.
음량을 조절하십시
오.

음성 출력 전환 스위
치가 「PHONES」쪽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
다.
이어폰에서 발음 음량이 적절하지 않
이 들리지 않는다. 습니다.
음성 출력 전환 스
위치가 「SPEAKER」쪽으로 설정되
어 있습니다.
이어폰이 바르게 연
결되어 있지 않습니
다.

「SPEAKER」쪽으
로 하십시오.

음량을 조절하십시
오.
「PHONES」쪽으로
하십시오.

참조
페이지
338
28
338
338
338
338
249

248

249

249

잭 안쪽까지 잘 꽂
혀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249

부속품이 아닌 이어 부속된 전용 이어폰
폰을 사용하고 있습 을 사용하십시오.
니다.

248

상태

생각할 수 있는 원인

처리방법

참조
페이지

소리가 이상하거 음량이 너무 큽니다.
나 발음기능 사용
발음
시 백라이트가 가 전지의 수명이 다되
물거린다.
었습니다.
음성 데이터를 재 전지의 수명이 다된
생하는 도중에 표 상태에서 긴 문장의
시화면이 사라진 음성 데이터를 재생
했습니다.
다.

음량을 조절하십시
오.
전지를 교환하십시
오.
전지를 교환하십시
오.

338

터치하는 위치와 인
식되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펜으로 입력할 때에
본 제품의 키가 눌
러졌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종류
의 문자를 입력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터치하는 위치와 인
식되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터치패널의 위치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305

터치
패널

터치해도 인식되
지 않는다

터치한 위치와 표
시된 문자의 위치
가 맞지 않습니다.

펜으로 입력할 때에
는 본 제품의 키를
누르지 마십시오.
펜으로 입력할 수 있
는 문자의 종류를 확
인하여 주십시오.
터치패널의 위치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249
338

-

44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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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할 때에는
정전기의 영향 등으로 인해 작동에 이상이 있거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RESET을 하여 주십시오.

■ 중요사항! RESET에 관하여
● RESET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주십시오.
(전원을 끄지 않고 RESET하면 HISTORY나 설정 등의 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RESET(리셋) 버튼을 누를 때에는 이쑤시개나 연필 등, 끝이 부러지기 쉬운
물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키를 눌러, 전원을 끄십시오.
1
2 본 제품 뒷면에 있는 RESET(리
셋) 버튼을 터치펜으로 누릅니다.
ᆞ 터치펜 → 25페이지

3 본 제품을 열어,

또는
키
를 눌러서 화면의 밝기를 조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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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 버튼

4

키를 누릅니다.
ᆞ 터치패널 밝기조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ᆞ

5

키를 눌러서 터치패널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터치패널 조정화면이 표시됩니다.
ᆞ 터치패널내의 4가지 십자 마크의 중심
부분을 하나하나 터치펜으로 터치해
주십시오.
ᆞ 4개의 십자 마크를 모두 터치하면 언
어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6
7

중심을
터치합니다.

키를 눌러서 화면 타이틀
과 메시지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언어의 옆으로 ●를 이동시킵니
다.
키를 누릅니다.
ᆞ MENU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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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교환
화면에「건전지가 소모되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되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지를 교환하십시오.
전지교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교
환하십시오.

전지 사용시 주의사항
전지의 사용법이 틀리면 전지가 파열하거나 전지액이 흘러나와 전자사전 내부를
손상시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본 제품에는 반드시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전지를
사용하면 전지수명을 단축시키고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 전지의 양극이 정확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다른 종류의 전지와 절대로 같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 오래된 전지와 새 전지를 절대로 같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지를 직접 가열하거나, 합선, 분해하지 마십시오.
● 전지수납부에 오래된 전지를 장기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 오랜 기간 전자사전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지를
뺀 후 보관하십시오.
● 절대로 본 제품에 들어 있는 전지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 전지액이 누설되면 바로 본 제품의 전지수납부를 닦아내고
전지액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전지액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다음과 같은 처치를 하십시오. 그대로
방치하면 실명의 원인이 됩니다.
1.눈을 비비지 말고 바로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2.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전지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만약에 삼키면 바로 의
사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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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교환하기
■ 중요사항 ! 전지를 교환하기 전에
●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지를 교환해 주십시오.
(전원을 끄지 않고 RESET하면 HISTORY나 설정 등의 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교환하는 전지는 2개 모두 새 건전지를 사용하십시오.
● 반드시 알칼리 AAA 건전지를 사용하십시오.
망간 건전지일 경우 전지수명이 현저하게 짧아지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새로운 알칼리 AAA 건전지 2개를 준비합니다.
키를 눌러, 전원을 끄십시오.
2
부분을 눌러
3 본체 뒷면의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4 전지수납부에서 오래된 전지를
뺀 후에 새 전지를 넣습니다.

ᆞ 전지 꺼내기용 리본을 당겨서 전지를
빼낸 후, 리본 위에 새 전지를 넣습니
다.

5 터치펜을 전지덮개에서 꺼낸 후, 전지덮개를 본체에 끼웁니다.
ᆞ 터치펜 →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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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제품 뒷면에 있는 RESET (리
셋) 버튼을 터치펜으로 누릅니다.
ᆞ RESET 버튼을 누를 때에는 이쑤시개
나 연필 등, 끝이 부러지기 쉬운 물건
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RESET 버튼

7 중앙부분을 잡고 사전을 엽니다.
ᆞ 화면 밝기 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8

키를 눌러서 화면의 밝기
를 조절합니다.

9

키를 누릅니다.
ᆞ 터치패널 밝기조정화면이 표시됩니다.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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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눌러서 터치패널의 밝기
를 조절합니다.

10

키를 누릅니다.
ᆞ 터치패널 조정화면이 표시됩니다.
ᆞ 터치패널내의 4가지 십자 마크의 중심
부분을 하나하나 터치펜으로 터치해
주십시오.
ᆞ 4개의 십자 마크를 모두 터치하면 언
어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11
12

중심을
터치합니다.

키를 눌러서 화면 타이틀
이나 메시지 등에 표시하고 싶은
언어 옆으로 ●를 이동시킵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MENU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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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 모델명 : EW-L3200/L6200/L7200
● 수록내용 : 수록되어 있는 사전의 종류ᆞ수록수에 대해서는 「사전의 저작권
등에 관하여」(→ 3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계산기능 : 12자리ᆞ사칙연산ᆞ사칙정수계산ᆞ독립메모리계산ᆞ혼합계산
• 소수점은, 상위자리 우선의 플로팅(부동)방식
• 메모리 내용은, 상시표시
● 표시 : 480×320 풀 도트 매트릭스 액정표시
● 기억용량(LIBRARY 기능용 본체 사용자 영역) : 약 50.0MB
• 표기된 용량은 1KB=1024 바이트, 1MB=10242 바이트, 1GB=10243 바
이트의 환산치입니다.
● 소비전력 : 0.55W
● 전원 : 알칼리 AAA 건전지 2개 (LR03(AM4))
● 전지수명※ (사용온도 25℃의 경우) :
• 영한사전의 데이터 표시화면을 연속으로 켜 놓았을 때 : 약 130시간
• 입력ᆞ검색 4분간/데이터 표시화면 55분간 표시/스피커로 1분 음성출력을
반복한 경우 : 약 75시간(microSD 메모리카드를 사용하면 약 60시간)
• 입력ᆞ검색 4분간/데이터 표시화면 55분간 표시/스피커로 1분 음성출력
/백라이트 3분 점등을 반복한 경우 : 약 60시간
• 스피커 또는 이어폰으로 음성출력을 반복한 경우 : 약 10시간
※

microSD 메모리카드의 종류와 사용 상황, 전지의 종류, 사용 환경, 사용
방법 (백라이트의 사용 빈도, 음량과 음성출력 사용 회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 전원 꺼짐 기능 : 8가지 설정 가능 (3분·6분·10분·15분·30분·45
분·60분·120분 )
● 리줌기능 : 전원을 OFF한 시점까지의 화면이나 데이터를 저장
● 사용온도 범위 : 0℃~40℃
● 크기 (가로×세로×두께) : 146.0 X 102.0 X 15.5mm(덮개를 닫은 상태, 가
장 얇은 부분), 두께 21.9mm(덮개를 닫은 상태,
가장 두꺼운 부분)
● 중량 : 약 265g (전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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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의 네이티브 발음 방식의 발음기능 중 일부는 미국 Fonix
Speech Inc.사의 VoiceCompre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의 영어ᆞ독일어ᆞ프랑스어ᆞ이탈리아어ᆞ스페인어 텍스트
발음 방식 발음 기능은 미국 Fonix Speech Inc. 사의 FonixTal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의 중국어 텍스트 발음 방식 발음 기능은 중국 SinoVoice사의
jTT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의 일본어 텍스트 발음 방식의 발음기능은 Animo Limited사
의 FineSpeech Basic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ineSpeech는
Fujitsu Limited사의 등록상표입니다.)
텍스트 발음 방식 발음 기능은, 문장 읽기에 있어서 완벽한 기능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 발음 방식 발음 기능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
하는 손해ᆞ이익 손실 또는 제삼자의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당사 및
사용 허가권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양

본 제품은
사의 필기체 인식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FineArt Copyright
Handwriting Recognition Engine 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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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O COMPUTER CO., LTD.
6-2, Hon-machi 1-chome
Shibuya-ku, Tokyo 151-8543, Japan
MO080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