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ⴆ㥲Ⱞ#▖⮓㩂⟆ጚ#ⳮ⪺

ⵄ Ⳑ◬
Ⳑ◬ⵄ
▖⮓㩞#⇞ጚ
⚲⣆ᨦ#⅖❓㘂⚖#⚚⍟㘂

▖⮓☎Ὧ ☆

▖ⳮ#ㄨጚ?ጚ⇢㢢A
⅖⢮⟮#⇊ㆇ㘂⚖#᎒♞#പⅳ㘂

•ⱺ#Ɐᴏ㩂ጚ
ㅎᶞᖆᅂ#㇚⼂㑆#⅖❓㘂

▖ⳮ#ㄨጚ?ⰻ⮓㢢A
ᶞᎎ#⠺⇢㠲#᎒♞#പⅳ㘂

㩃➟ⲏ#▖⮓㩂ጚ
᎒♞⡏#⠞✢♺#㘃⍟♺#ᑮ❪ᓂጾ#ፏ#⅖❓㘂

⮪ᤂ#ጚត#▖⮓㩂ጚ
⟶⇛#ፏඦ#൮⅚#ᖛ⟮#⅖❓㘂

▖⮓㩂⟆ጚ#ⳮ⪺#侽⨲ⳮ▫ⱂ#ⷦⱂ▖㩗侾Ⱞ#
Ⲃ#Ⱨᇊ#Ṟᅶ#▖⮓㩞#ⷦ⟗⟆⬎1
Ặ⩧Ⱞ#⌮㩂⫖#▖⮓☎Ὧ☆#Ⱚ#♶ⷻ㱲#
⇞ᇪ㩞#ⷦ⟗⟆⬎1

✂ᵇ▖ⳮ#▖⮓㩂ጚ
⋂ᤇᓆ#⅖⢮#⅖❓㘂

⮪ᤂ#⳿⇞#⇞ጚ
ඎᠪ㘊#ᗶ#Ꭺⵂ#᳓ᴿඦ#⇎⢿#ᵪ൧#ᖛ⟮#ᶞ

본 사용설명서에 대하여
본 사용설명서는 여러 기종의 전자사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기종에 한정된 관련 설명은 기종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공통 기종 등에 관한 설명 예와 화면 예는 주로 EW-B3500 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B급 기기 (가정용 정보통신기기)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거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ᆞ상표 표기에 대하여
다음 용어는 , 각 업체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
또한 , 본 사용설명서에서는 다음 용어의 ™마크 , ® 마크를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
• Microsoft, Windows, Windows Vista 는, 미국 Microsoft Corporation 의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등록상표입니다.
• Macintosh 및 Mac OS 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 의 상
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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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 product includes FontAvenue font(s) licenced by NEC
Corporation.
FontAvenu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NEC Corporation.
• microSD, microSDHC는 SD Card Association의 상표입니다.
• microSD 로고, microSDHC 로고는 상표입니다.
• 본 사용설명서에서 사용되는 회사명과 제품명은 각 소유자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일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주의사항
본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다음의「안전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위험

이 표시를 무시하고 취급을 잘못할 경우, 사용자
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위험이 바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고

이 표시를 무시하고 취급을 잘못할 경우, 사용자
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위험이 발생할 수 있
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이 표시를 무시하고 취급을 잘못할 경우, 사용자
가 신체적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거나 물적손해
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표시의 예

기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 왼쪽의 예는 분해 금지).
●기호는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위험
전지에 대하여
전지에서 누출된 액체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다음과
같은 처치를 하십시오.
1. 눈을 비비지 말고 바로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2.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실명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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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사용 장소에 대하여
본 제품을 병원 또는 항공기내 등, 휴대전화의 사용이 금
지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 전자기기로부터 떨어져서 사용 (휴대ᆞ보관)
해 주십시오. 페이스 메이커 등을 사용하시는 분은 본 제
품을 흉부(가슴의 주머니) 근처에서 사용하면, 자력의 영
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상을 감지하면 즉시 본 제품을 몸에서 멀리하고 의
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연기, 냄새, 발열 등의 이상에 대하여
본 제품에서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고 뜨거워지
는 등의 이상 상태가 발생하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면 화재ᆞ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1. 전원스위치를 끕니다.
2. USB 케이블을 뺍니다.
3.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카시오 서비스센터에 연락합니
다.
화기가 있는 곳에 넣지 말 것
본 제품을 화기가 있는 곳에 넣지 마십시오. 파열로 인한
화재ᆞ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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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분해ᆞ개조하지 말 것
본 제품을 분해ᆞ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ᆞ화상ᆞ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내부의 점검ᆞ조정ᆞ수리는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카시오
서비스센터에 의뢰해 주십시오.
전지액 누출에 대하여
본 제품을 전지액이 누출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면
화재ᆞ감전의 원인이 되므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
하신 판매점 또는 카시오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전지에 대하여
전지를 잘못 사용하면 액누출로 인한 주위 오염이나 파열
로 인한 화재ᆞ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ᆞ 분해하지 말 것. 단락시키지 말 것
ᆞ 가열하지 말 것. 화기가 있는 곳에 넣지 말 것
ᆞ 새 전지와 오래된 전지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
ᆞ 종류가 다른 전지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
ᆞ 알칼리 건전지를 충전하지 말 것
ᆞ 극성 (+ 와 - 의 방향) 에 주의하여 바르게 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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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USB 케이블에 대하여
USB 케이블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흠집이 나거나
파손으로 인한 화재ᆞ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ᆞ 젖은 손으로 USB 케이블이나 플러그를 만지지 말 것
ᆞ 부속품 이외의 것은 사용하지 말 것
ᆞ 가열하거나 가공하지 말 것
ᆞ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비틀고 잡아당기지 말 것
ᆞ 케이블이나 플러그가 손상되어 있으면 구입하신 판매
점 또는 카시오 서비스센터에 연락할 것
ᆞ 플러그를 뺄 때는 케이블의 플러그를 잡고 뺄 것 (케이
블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ᆞ 케이블의 플러그는 커넥터의 안쪽까지 확실하게 꽂을
것
ᆞ 사용하지 않을 때는 USB 케이블의 플러그를 커넥터에
서 뽑을 것
별매하는 카드의 취급에 대하여
본 제품에 시판되는 microSD 메모리카드를 사용할 때는,
어린이가 삼키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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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표시화면에 대하여
ᆞ 액정표시화면을 세게 누르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
시오. 액정표시화면의 유리가 깨져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ᆞ 액정표시화면이 깨졌을 경우, 표시화면 내부의 액체는
절대로 만지지 마십시오. 피부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
습니다.
ᆞ 만일 입에 들어간 경우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ᆞ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묻은 경우에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최소 15 분 이상 씻은 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자기카드에 가까이하지 말 것
신용카드, 현금카드, 선불카드 등 자기를 띤 물체를 본 제
품에 너무 가까이 놓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자기를 띤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지 말 것
본 제품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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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전지에 대하여
전지를 잘못 사용하면 액누출로 인한 주위 오염이나 파열
로 인한 화재ᆞ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ᆞ 본 제품에서 지정하는 전지 이외의 것은 사용하지 말
것
ᆞ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본 제품에서 전지를 빼 놓
을것
이어폰 단자/USB 케이블 접속 커넥터에 연결
이어폰 단자나 커넥터부에는 부속품 이외의 것을 연결하
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폰에 대하여
이어폰을 꽂은 채 본 제품을 아래로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낙하로 인한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량에 대하여
이어폰을 사용할 때에는 음량에 주의하십시오. 음량을 크
게 해서 들으면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을 해 놓을 것
본 제품 또는 PC 에서 microSD 메모리카드로 전송한 내
용은 PC 측의 데이터도 삭제하지 말고 백업용으로 보관하
여 주십시오. 본 제품의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해 저장 내용
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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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사항
기타 사용상의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정밀한 전자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게 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십시오.
ᆞ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시고, 구부리거나 비틀지 마십시오. 또한,
바지 주머니에 넣거나 단단한 것과 함께 가방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ᆞ 볼펜 등 뾰족한 것으로 키조작을 하지 마십시오.
ᆞ 액정패널(MAIN PANELᆞSUB PANEL)에 강한 힘을 가하거나 볼펜 등 뾰족
한 것으로 찔러서 입력하지 마십시오.액정패널의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긁히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ᆞ 분해하지 마십시오. 분해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는 보증기간 내라도 유상수리
가 됩니다.
ᆞ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극한 온도 조건하에서의 사용이나 보관은 피해 주십시오.
저온에서는 표시의 응답속도가 늦어지거나 점등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직
사광선이 비추는 장소나 창가, 난방기구 근처 등, 극단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장소에는 두지 마십시오. 케이스의 변색이나 변형, 전자회로 고장의 원인이 됩니
다.
• 습기와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물이 직접 닿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하고, 습기와 먼지에도 충분한 주의
를 기울여 주십시오. 전자회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손질할 때는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하십시오.
특히 때가 심하게 묻은 경우에는 중성세제에 적신 천을 꼭 짜서 닦아 주십시오.
또한, 시너나 벤젠 등 휘발성 용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키에 인쇄된 글씨가 지
워지거나 케이스에 얼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액정패널(MAIN PANELᆞSUB PANEL)에 대하여
본 제품에 사용된 액정패널은 초고정도 기술로 제작되어, 99.99％ 이상의 유
효화소가 있지만 0.01% 이하는 화소가 빠져 있거나 항상 점등하는 것이 있습
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따라 색상 번짐, 색상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품의 성능이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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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양해 사항
• CASIO COMPUTER CO., LTD.는 본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혹은 제삼자
로부터의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설명서의 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용설명서는 내용에 만전을 기해 작성했습니다만, 만의 하나 의문 사항이나
오류 등이 발견되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용도 이외에는 저작권법상 당사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설명서에서는 「microSD 메모리카드」및 「microSDHC 메모리카드」의 명
칭을 「microSD 메모리카드」라고 합니다.
• 본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화면과 일러스트는 실제 제품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키 및 아이콘은 간략화하여 기재하였습니다(예>

→

).

본 제품의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체와 그림에 대하여
• 본
가
• 본
된
성
• 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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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체와 신문이나 서적 등에 사용되는 인쇄 문자체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의 화면에 표시되는 표ᆞ그림은 화면상의 일람성을 중시하여, 일부 간략화
문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ᆞ그림 이외에도 본 제품의 표시 도트 구
관계상, 간략화된 문자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의 「그림으로 검색」에서 표시되는 작은 그림(섬네일)은 축소하여 표시하
때문에, 문자나 선이 매끄럽지 않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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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확인

※ 구입하신 상품(특별 포장 상품 등)에 따라서는
부속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지에 대하여
• 본 제품은 알칼리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에서 지정하지 않은
전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지의 특성과 본 제품 사양간의 비호환으로 인
해, 건전지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제품이 오동작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에 부속된 전지는 자기 방전으로 인해 다소 소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양」(→ 221 페이지) 에 기재된 사용 시간을 채우기 전에 수명이 다할 수 있습
니다.
• 사용 방법이나 microSD 메모리카드의 종류와 사용 상황에 따라, 전지의 수명이
현저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사용한 PC와의 연결에 대하여
본 제품은 단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속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PC 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USB 급
전 → 210 페이지).
또한, 텍스트 파일을 본 제품에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PC 와 통신).
• PC 와 통신할 경우에는, PC 에 전용 소프트웨어(USB 드라이버 포함) 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PC 와 통신하면,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 PC 와의 통신이나 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BRARY 활용하기」
(→ 127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B

13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부속품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알칼리 AA 건전지 2 개
• USB 케이블 (이 페이지의「USB 케이블을 사
용한 PC와의 연결에 대하여」를 참조하여 주
십시오)
• 전용 이어폰
• 터치펜 (본체 뒷면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 21
페이지)

처음 사용할 경우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부속된 알칼리 AA 건전지 2 개를 넣어 주십시오.

1 전지덮개를 떼어냅니다
부분을 누르면
ᆞ 2곳에 있는
서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2 건전지 2개를 넣고 전지덮개를
덮습니다

① 전지의 (－)극 쪽을 스프링을 누
르면서

전지 꺼내기용 리본
② 전지 꺼내기용 리본 위에 전지를
올려 놓고 (＋)극 쪽을 케이스에
밀어 넣습니다.

바르게 삽입된 상태
• 스프링이 튀어 나오지 않음
• 전지 꺼내기용 리본이 전지 밑에 깔리지
않고 똑바로 위쪽으로 나와 있음
• 전지의 극성(＋－) 이 바르게 되어 있음
③ 본체에 전지덮개를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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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체 뒷면에서 부속 터치펜을
꺼내어, 본체 뒷면에 있는 리
셋 버튼을 누릅니다

※ 이쑤시개나 연필 등, 끝이 부러
지기 쉬운 물건은 사용하지 마십
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RESET(리셋)
버튼

터치펜

4 중앙 부분에 손가락을 걸어 본 제품을 엽니다
MAIN PANEL

키보드

화살표 키

SUB PANEL

ᆞ「언어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ᆞ「액정(MAIN 또는 SUB) 보호 필
름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경우에는, MAIN PANEL 또는
SUB PANEL에 부착된 보호필
름(시판) 을 제거하면「언어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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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어 설정하기
ᆞ

6

키를 눌러서 화면 타이틀이나 메시지 등에 사용하고 싶은 언어 옆으
로 ●를 이동시킵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MENU화면이 표시됩니다.
ᆞ 터치펜은 분실 방지를 위해, 사
용이 끝나면 원래의 수납부에 넣
어 둡니다 (→ 21 페이지).

• 액정패널의 밝기 등 전자사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1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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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 ON/OFF
본 제품은, 기기를 열고 닫음으로써 전원을 자동으로 켜고 끌 수 있게 되어 있습니
다.

본 제품을 여는 방법
중앙 부분에 손가락을 걸어서 엽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전원 켜기
본 제품을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 전회에 전원을 끄기 직전의 상태(또는
자동적으로 꺼졌을 때) 와 동일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 전지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기 위해, 전원
이 켜진 상태에서 수 분 동안 조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자동
전원 꺼짐 → 211 페이지).
키를 누르
• 전원이 꺼져 있을 때에
면 전원이 켜집니다.
사전/ 모드 키
전원을 켬과 동시에 원하는 사전을 표시하려면
전원이 꺼져 있을 때, 사전/ 모드 키(→ 29 페이지) 중에서 원하는 사전 키를 누릅니
다.

전원 끄기
본 제품을 닫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키를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 전원이 켜져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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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액정패널)의 밝기와 전지 수명에 대하여
본 제품에서는 화면(MAIN PANEL 및 SUB PANEL) 의 밝기를 5 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구입 시에는 「３」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약 30 초 동안 아무 조작도 하지 않으면,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밝기 1). 이 때 임의
의 조작을 하면, 화면이 원래의 밝기로 돌아옵니다.
• 화면의 밝기ᆞ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의 시간(점등 시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12 페이지).
• SUB PANEL 의 밝기와 점등 시간은 MAIN PANEL 과 연동합니다.
MENU 화면 우측 상부의 아이콘으로, 전지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지 잔량 아이콘

전지 잔량 3
전지 잔량 2
전지 잔량 1

• 전지 잔량이 0 이 되면, 전지가 다 소모되어 화면이 꺼집니다.
• 전지 잔량이 1 일 때는, 조작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거나 도중에 전원이 꺼질 수
있으므로, 전지를 교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PC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때는, 전지 잔량 아이콘 옆에
) 이 표시됩니다.（→ 210 페이지)
USB 급전 중 아이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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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수명에 대해서
화면의 밝기를 계속 밝게 하거나, 점등 시간을 길게 설정하든지 음성 기능을 자주
사용하면 전지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1

화면의 밝기

전지 수명*2
약 70 시간

밝기 3
밝기 5

약 15 시간
약 5.5 시간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 조건
1시간 동안 입력ᆞ검색 4분간/스피커
로 1분 음성출력/영한사전 풀이화면
55분간 표시 를 반복한 경우
스피커 또는 이어폰으로 음성출력을
반복한 경우

＊1 화면의 밝기 3 에서 표시상태가 된 30 초 후에 어두워지는 경우.
＊2 새로운 알칼리 건전지를 25℃의 장소에서 사용한 경우.
전지 수명은 대략의 기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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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의 명칭과 기능
MAIN PANEL

Quick Palette
(하드 아이콘)
→ 47 페이지

스위치
→ 17 페이지

키보드
→ 215 페이지

이어폰 단자
→ 114 페이지

SUB PANEL
→ 22, 56 페이지

음성 출력 전환 스위치
→ 114 페이지
USB 케이블 연결
커넥터
→ 13 페이지
기능 키

기능 키/화살표 키에 대하여
기능 키

스피커

화살표 키

키 누르는 방법
화살표 키

키에 인쇄된 문자 나 마크
부분을 누릅니다.

위의 그림에 서는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전지덮개 → 14, 208 페이지

터치펜 → 21 페이지
RESET( 리셋) 버튼
→ 15, 207 페이지
microSD 메모리카드 삽입부
→ 129, 1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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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펜 꺼내기ᆞ보관하기
본 제품에서는 터치펜을 사용하여 MAIN PANEL 이나 SUB PANEL 에 글씨를 쓰거
나, 패널을 터치하여 조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터치펜으로 화면 조작하기 → 46 페이지
• 터치펜으로 문자 입력하기 → 55 페이지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터치펜 꺼내기
터치펜은 본체 뒷면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터치펜 끝 부분에 손가락을 걸어서 똑바로 꺼냅니다.

터치펜 보관하기
터치펜의 끝 쪽을 똑바로 밀어넣듯이 하여 넣습니다.

•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안쪽까지 넣어 주십시오.

• 터치펜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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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펜 사용상의 주의사항
• MAIN PANEL 이나 SUB PANEL에 터치할 때는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 패널의 표면을 세게 누르거나 힘을 주어 입력하지 마십시오. 패널에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 MAIN PANEL 에 터치할 때는, 화면 뒤쪽을 손으로 받쳐 주십시오.

MAIN PANEL

SUB PANEL
• 터치한 문자나 아이콘이 바르게 인식되지(반응하지) 않을 때나, 터치펜으로 터치
하는 위치와 표시되는 문자가 미묘하게 어긋났을 때는, MAIN PANEL 또는 SUB
PANEL 을 조정하여 주십시오. (→ 212 페이지)
예>

반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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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문자가 어긋난다

시판되는 액정보호 필름 사용시의 주의사항
시판되는 액정보호 필름을 사용하시는 경우, 부착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음(잠김, 응답 없음)
• 키보드를 눌러도 반응하지 않음
• 터치한 문자나 아이콘이 바르게 인식되지 않음
• 터치펜으로 쓴 문자가 어긋남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대처 방법
보호 필름을 일단 벗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입력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바르게 부착되어 있지 않은 예＞

● 보호 필름이 패널 테두리 밑에 끼어 있음
MAIN PANEL

SUB PANEL

※보호 필름은 패널 테두리 안쪽에 바르게 부착해 주십시오.

● 보호 필름과 패널 사이에‘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주의
MAIN PANEL

SUB PANEL

이물질
이물질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부착해 주십시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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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보기
처음

먼저, 「처음 사용할 경우」의 준비를 끝냅니다.

사용할 경우

→ 14 ~ 16 페이지

본 제품을 엽니다

「reflect」가
무슨 뜻이었지？

신문이나 TV 를 보다 들었던 단
어가 문득 궁금한 적 없으세요?
EX-word 만 있으면 바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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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을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사전 선택하기

단어 검색하기
사용해
보기

카테고리

사전명

사전은 카 테고리(분류) 별로 분
류되어 있습니다.
MENU 화면에서 원하는 사전을
선택합니다.

검색하려는 단 어를 입력하거나
표제어를 따라가며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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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사전에서「reflect」를 검색합니다
사용 키

1

2

키를 누릅니다
ᆞ MENU화면이 표시되지 않으
면, 다시 한 번
키를 누
릅니다.

키를 눌러「영어」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항목의 배경에는
커서(■)가 표시됩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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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ᆞ 「영한사전」을 선택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영한사전」의 초기화면이
표시됩니다.

5

E 키를 누릅니다
「re」가 표시됩니다.

「re」로 시작되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사용해
보기

선택된 단어 설명의 맨 앞 부분이 표시됩니다.

6

키를 누릅니다

「reflect」
가 표시됩니다.

7

키를 누릅니다

「reflect」
를 선택합니다.

8

키를 누릅니다

이것으로「reflect」의 뜻이 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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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사전 선택하기
본
드
•
•
•
•

제품에 수록된 사전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MENU 에서 선택하는 방법, 사전/ 모
키를 눌러 선택하는 방법, 터치펜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MENU 에서는 본 제품에 수록된 사전과 편리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모드 키에 등록된 사전 선택하기 → 29 페이지
터치펜으로 사전 선택하기 → 48 페이지
사용할 사전을 정하기 어려울 때(여러 사전에서 검색하기) → 63 페이지
사전/ 모드 키
화살표 키

MENU에서 사전 선택하기
1 본 제품을 엽니다
ᆞ 전원이 들어오고, 전회에 전원을 끄기 직전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국어」
「영어」등의 카테고리(분류)

ᆞ MENU화면이 표시됩니다.

사전 일람

MENU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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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키로 사전을 선택합니다

키로「영어」사전을 찾습니다

➜

4

사전 찾기
〈기본편〉

「영어」사전 일람

키로「두산동아 프라임 한영
사전」을 선택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한 사전의 초기화면이 표시됩니다.

ᆞ

키를 눌러 다른 사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ᆞ 사전 일람에서 사전명의 첫머리에 있는 알파벳 키를 눌러 사전을 선택(초
기화면을 표시함)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모드 키로 사전 선택하기
사전/ 모드 키에는 자주 사용할 확률이 높은 사전이 미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키에 2 개의 사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키를 한 번 누르면 첫 번째 사전의 초기화면이 표시됩니다. 키를 다시 한 번 누르
면 두 번째 사전의 초기화면이 표시됩니다.
예>

키를 누릅니다.

➜

➜
B

29

의 초기화면, 다시 한 번 누르면「한영사전」의 초기화
• 한 번 누르면 「영한사전」
면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두 번째 사전(여기에서는 「한영사전」
)
•
의 초기화면이 직접 표시됩니다.

■「즐겨찾기」「LIBRARY 」란
사전/ 모드 키에는
키도 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여기에 아무 것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객의 취향에 따라 필요
한 사전을 등록하거나 PC 의 텍스트를 등록하기도 합니다.
에 원하는 사전을 등록 → 125 페이지
• 「즐겨찾기」
• 「LIBRARY」로 PC 에서 전자책, 텍스트 파일을 전송하여 등록 → 127 페이지
• 「LIBRARY」에서 microSD 메모리카드의 사진을 표시ᆞ등록 → 131 페이지

사용법의 설명 보기
MENU 화면에서는 화면 아
래에 조작설명이 표시됩니
다.
조작설명에 따라 조작해 주
십시오.

조작설명
사전의 초기화면에서, 화면 왼쪽 끝의
Quick Palette (소프트 아이콘）＜입력
방법＞을 터치하면, 화면 아래쪽에 조
작설명이 표시됩니다.
＜입력방법＞을 다시 한 번 터치하면 조
작설명이 없어집니다.

Quick Palette
( 소프트 아 이콘)
→ 4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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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가능한 문자의 종류
( → 55 페이지）

조작설명

단어 검색하기
사전을 선택하면 사전의「초기화면」이 표시됩니다.
검색하려는 단어를 입력하거나 목차처럼 원하는 표제어를 선택해서 사전 안으로 들
어갑니다 (검색합니다).
영한사전의 경우

옥편의 경우

사전 찾기
〈기본편〉

대부분의 수록사전에서 「초기화면」의 사용 방법(검색 방법) 은 5 가지 패턴 중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패턴
패턴
패턴
패턴
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32 페이지
키를 누름 → 33 페이지
2： 검색하려는 단어를 입력한 후
3： 표제어를 따라서 찾아감 → 34 페이지
4： 여러 조건을 입력하고 추려냄 → 35 페이지
5： 화면의 항목을 터치 → 38 페이지

• 사전에 따라 어떤 검색 패턴에 맞는지, 또는 이 검색 패턴에 맞지 않는 경우의 검
색 방법에 대해,「수록사전 사용하기」(→ 133 페이지~) 에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
니다.
• 각각의 사전에서 알파벳 입력이 필요할 때는 「알파벳 입력」으로, 한글 입력이
필요할 때는 「한글 입력」으로, 일본어 입력이 필요할 때는 「가나 입력」으로,
병음 입력이 필요할 때는 「병음 입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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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만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근접
어검색).
• 「근접어검색」기능을 OFF 하기 → 211 페이지
예> 「sample」이라는 단어의 뜻을 검색합니다 (영한사전)
ᆞ 「영한사전」은, MENU의「영어」에 있습니다.

1

키로「표제어 검색」을
선택합니다

2 「sa」를 입력합니다
ᆞ 「sa」로 시작되는 단어의 일람
과 설명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ᆞ 키보드를 사용한 문자 입력
→ 50 페이지
ᆞ 터치펜을 사용한 문자 입력
→ 55 페이지

3 「mp」를 입력합니다

「samp」를 입력하자, 일람에
「sample」이 나타납니다.

4

키로「sample」을 선
키를 누릅니다
택하고,
ᆞ 뜻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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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2 검색하려는 단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름

검색하려는 단어를 전부 입력하고
키를 눌러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예> 「happy」라는 단어를 사용한 예문을 검색합니다 (영한사전)
ᆞ
「영한사전」은, MENU 의「영어」에 있습니다.

1

키로「예문 검색」을
선택합니다

사전 찾기
〈기본편〉

2 「happy」를 입력합니다
ᆞ 키보드를 사용한 문자 입력 → 50 페이지
ᆞ 터치펜을 사용한 문자 입력 → 55 페이지

3

키를 누릅니다
ᆞ 해당하는 예문의 일람이 표시됩
니다.
「↓」가 있을 때는 현재 표시된 예
문의 앞(아 래) 에 연속되는 부 분
이 있습니다.

4

키로 검색하려는 예문
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
니다
ᆞ 예문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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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3 표제어를 따라서 찾아감
사전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된 목차를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영어의 회화표현을 검색합니다 (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
ᆞ
「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는 MENU 의「회화1」에 있습니다.

1

키로 「상황별 회화
편」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2

키로「 G 한국 소개」
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
니다.
ᆞ 또는, G 키를 누릅니다. (표제
어의 첫머리에 알파벳이 있을 때
는, 그 키를 눌러서 앞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계속해서

리를 선택하고,
릅니다

키로 카테고
키를 누

ᆞ 여기에서는「 F 교육」을 선택
합니다.
ᆞ 회화 표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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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4 여러 조건을 입력하고 추려냄
복수의 키워드나 단어, 숫자 등 몇 가지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예> 「泰山北斗」를 부수ᆞ총획수로 검색합니다(고사성어사전)
ᆞ
「고사성어사전」은 MENU 의「국어」에 있습니다.
ᆞ
「泰」라는 한자에는 水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또, 총획수는 10 입니다. 이
것을 단서로 한자를 검색합니다.

1

키로「부수획
수」를 선택합니다
사전 찾기
〈기본편〉

2 「부수획수」란에「水」의 획
수인「４」를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 숫자는 키보드의 가장 윗줄에 있
습니다.
ᆞ 조건을 충족하는 부수가 일람으
로 표시됩니다.

3

택하고,

키로「水」를 선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부수의
ᆞ 또는,
첫머리에 알파벳이 있을 때는, 그
키를 눌러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
습니다.)
ᆞ 또, 가 알파벳 옆에 표시된 경
키를 누른 후에 알
우에는
파벳 키를 누릅니다.
ᆞ 「부수획수」으로 선택한 부수인「水」가 표시되고,「총획수」가 선택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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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泰」의 총획수인「10」을
입력하고,
다

키를 누릅니

ᆞ 조건을 충족하는 한자가 일람으
로 표시됩니다.

5 「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
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 후보가 여러 개 표시된 경우에는
키로 원하는 한자
키를 누릅
를 선택한 후,
니다.
ᆞ 「한자검색」에「泰」가 표시되
고,「총획수」가 선택됩니다.
ᆞ 숙어 등 두 문자 이상을 검색할
경우에는, 「부수획수」를 선택
하고 순서 2의 조작부터 반복하
여, 두 번째 문자 이후의 한자를
입력합니다 (13문자까지).

6

키를 누릅니다
ᆞ 후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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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키로 검색하려는 고사성
어를 선택하고,
키를 누
릅니다
ᆞ 한자의 해석과 해설이 표시됩니
다.

사전 찾기
〈기본편〉

• 부수획수, 총획수, 부수일람만으로도 한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부수일람」으로 검색하고자 할 때는, 부수일람 화면이 표시됩니다.
키로 부수를 선택하고,
키를 누르십시오.
• 입력할 수 있는 문자 수는 사용하는 사전에 따라 다릅니다. → 133 페이지
• 한자의 부수는 그 한자의 성립과정 등에 따라 어느 부수로 분류할지 학설이 나누
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검색을 고려해서 형태별로 분류하는 것도 있어서 사전
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자의 부수는 활자의 차이와 쓰는 법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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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5 화면의 항목을 터치
MAIN PANEL 에 표시된 항목을 터치펜으로 터치하여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예> 「アカゲザル」에 대하여 검색합니다(広辞苑)
• 「広辞苑」은 EW-B3500 기종에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 MENU 의 「일본어」
안에 있습니다 .

1 터치펜으로「그림으로 검색」
을 2회 터치합니다

ᆞ 또는,
키로「그림으로 검
색」을 선택하고
키를 누
릅니다.

2 「動物」을 터치합니다

3 「哺乳類」을 터치합니다

4 「アカゲザル」를 2회 터치합
니다

ᆞ 그림이 표시됩니다.
ᆞ SUB PANEL에 설명이 표시됩
니다.
키를 누르면,
ᆞ 계속해서
MAIN PANEL에 그 항목의 설명
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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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기본 조작
화면의 표시 내용, 단어의 뜻이나 해설을 보기 위한 기본 조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화면 보는 방법
리스트(일람)와 미리보기

사전 찾기
〈기본편〉

검색하 려는 단 어의 문자 를 입력하 면,
입력 중인 문자 에 해당하는 후보 리스
트가 표시됩니다 (근접어검색).
또한 선택된 후보 단어의 뜻, 해설의 일
부가 화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미리
보기).
• 리스트 화면의 레이아웃 변경하기
→ 44 페이지
리스트

미리보기

리스트 건수와 화면의 연속된 부분 표시
리 스 트 건 수 표 시 는, 후 보 가
1000 건 이하일 때 후보 총수와
그 가운데에서의 순서를 표시합
니다.
↑↓ 기호는 화 면의 위 아 래에
연속되는 부분이 있음을 표시합
니다.

↑↓ 기호

리스트 건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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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표시되는 기호
숙어

해설

Quick Palette
(소 프 트 아 이콘)
→ 46 페이지
기호

등 언어를
표시하는 기호

예문

뜻
그 단어의 해설(그림 등)이 수록되어 있음을 표시합니다.
→ 84 페이지
검색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 숙어가 수록되어 있음을 표시
합니다. → 84 페이지
영어사전 등에서 검색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 예문이 수록
되어 있음을 표시합니다. → 84 페이지
이 마크의 오른쪽 또는 아래의 내용을, 네이티브 발음으로 들
을 수 있음을 표시합니다. → 115 페이지
이 표시가 나온 경우, 네이티브 발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116 페이지
이 표시가 나온 경우, 합성음성으로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118 페이지
화면에 영어단어가 있어서, 발음을 듣는 조작을 하면 표시됩
니다. → 117 페이지
어떤 언어의 발음 규정에 따라서 발음되는지를 표시합니다.
→ 117 페이지
같은 사전 안에 그 단어를 포함하는 다른 단어나 관련 항목
등이 수록되어 있음을 표시합니다. → 75 페이지
JUMP기능을 사용하면 표시됩니다. → 76, 77 페이지
HISTORY기능을 사용하면 표시됩니다. → 68 페이지
GUIDE기능을 사용하면 표시됩니다. → 135 페이지
상세/어순지정 검색을 사용할 때 표시 방법을 나타냅니다.
→ 7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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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 연속 부분 보기
뜻이나 설명을 화면 안에 전부 담을 수
없을 때, 화면 우측 상부에 ↑↓←→가
표시됩니다.
키를 사용하여 표시 내용을 상하좌우로
움직일(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사전 찾기
〈기본편〉

키

기능
1행씩 위 아래로 이동(행 전환)
계속 누르면 빠르게 전환됩니다.
화면 단위로 위 아래로 이동(페이지 전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

• 터치펜을 사용하여 스크롤할 경우 → 49 페이지
• Quick Palette(하드 아이콘)로 조작할 경우 → 47 페이지

SUB PANEL에 해설이 표시되어 있을 때
키를 누르거나 SUB PANEL의
＜▲＞＜▼＞를 터치하면, SUB
PANEL의 해설이 한 줄씩 위아래로 이
동합니다.
• SUB PANEL에 표시한 해설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문자 크기나 레이아웃
변경 같은 스크롤 이외의 조작은 할 수
등의 기호도, 특
없습니다.또한,
별한 설명이 없는 한, 터치해도 동작하
지 않습니다.

41

전후의 표제어로 전환하기
단어의 뜻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을 때 하나 앞, 하나 뒤의 표제어로 간단하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키를 사용하여 전환하기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릅니다.

➜
➜
SUB PANEL을 사용하여 전환하기
＜전 표제어＞ 또는 ＜다음 표제어＞를 터치합니다.

다른 사전으로 전환하기
키를 눌러서 MENU 화면으로 전환하거나 사전/ 모드 키를 눌러 다른 사전을
선택합니다.
• 사용할 사전 선택하기 →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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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크기 변경하기
뜻이나 해설 화면, 리스트 표시, 미리보기 표시(→ 39 페이지) 화면에서 문자의 크
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를 누를 때마다 16 도트 → 24 도트 → 12 도트 → 16 도트... 의 순으로
문자 크기가 전환됩니다.
• 다음 예는 각각 괘선이 들어간 레이아웃(→ 44 페이지) 일 경우입니다.
16 도트

사전 찾기
〈기본편〉

24 도트

12 도트

• 본 설명서의 화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6 도트 표시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설(표나 그림) 을 표시하고 있을 때나 PUZZLE 에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玉篇 / 고사성어사전 /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 新漢語林 / 중한사전 / 현대한어대
사전 / 중영대사전 /HSK 어휘 / 한자능력검정시험 / 한자왕에서 한자 리스트 표시
화면은 24 ←→ 48 도트로 전환됩니다 .
• N H K 日本語発音アクセント辞典의 미리보기 표시 , 데이터 표시에서는 12, 16,
24, 48 도트로 크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 新漢語林의 리스트 미리보기 표시 , 데이터 표시에서는 16 ←→ 24 도트로 전환
됩니다 .
• SUB PANEL 의 문자 크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본 제품을 이용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파일(→ 127 페이지) 도 문자 크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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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변경하기
단어 리스트 화면에서 변경하기
단어 리스트 화면에서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레이아웃이 바뀝니다.

➜
➜
뜻 화면에서 변경하기
단어의 뜻 화면에서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레이아웃이 바뀝니다.
괘선 있음

괘선 없음, 행간 좁음

괘선 없음

• 해설(표나 그림) 에서는 레이아웃을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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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쓰기(Book Style) 표시
수준별 일본어 多読 라이브러리, 일본문학작품 100 선, 日本古典名作冒頭選, 본 제
품으로 전송한 일본어 텍스트 파일(→ 127 페이지) 에서는, 2 종류의 세로쓰기 레이
아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로쓰기 (가로 배치)

세로쓰기 (세로 배치/Book Style)
가로쓰기
(괘선 없음,
행간 좁음)

사전 찾기
〈기본편〉

가로쓰기
(괘선 없음)

가로쓰기
(괘선 있음)
• 위 콘텐츠는 레이아웃의 초기설정이 세로쓰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GUIDE 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GUIDE 를 표시하고 싶을 때에는 데이터 표시의
레이아웃을 가로쓰기 중의 어느 하나로 설정한 후 GUIDE 를 표시합니다.

■세로 배치 표시
Remarkable Speeches and Words 와 세계문학작품 100 선, 본 제품으로 전송한
영어, 한글, 중국어의 텍스트 파일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로 배치(가로쓰기) 레이아
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로 배치 (가로쓰기)

가로 배치 (가로쓰기 괘선 없음,
행간 좁음)
가로 배치 (가로쓰기 괘선 없음)

가로 배치 (가로쓰기 괘선 있음)
• 세로쓰기 및 세로 배치 레이아웃에서는 「추가검색」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을 기울이면 레이아웃이 세로 배치로 바뀝니다. 또, 페이지 이동도 가능하
게 됩니다.(→ 120 페이지）
• 위 콘텐츠는 세로 배치 또는 세로쓰기인 경우에는 GUIDE 를 표시할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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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언어 전환하기
MENU 화면에서
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나 화면
타이틀 등의 표시언어가 바뀝니다.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한국어．
．．
• 본 사용설명서는 「한국어」설정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표시언어는 「언어설정」에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 211 페이지)

터치펜으로 화면 조작하기
부속된 터치펜으로 화면을 터치하여 조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터치펜 사용상의 주의사항 → 22 페이지

Quick Palette (소프트 아이콘)로 조작하기
각 사전이나 기능의 사용 중에, 동작 가능한 다른 기능이 있으면 MAIN PANEL 좌
측 끝에 Quick Palette(소프트 아이콘) 가 표시됩니다.
• 소프트 아이콘은 터치펜으로 터치해 주십시오.

Quick Palette(소프트 아이콘）
• Quick Palette（소프트 아이콘) 는 사용하시는 기능과 상태에 따라 변합니다. 조
작에 대한 내용은, 각 기능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본 설명서에서는 키보드와 소프트 아이콘 중 어느 쪽으로도 조작 가능한 기능은,
주로 키보드 조작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SUB PANEL 과 소프트 아
이콘 중 어느 쪽을 사용해도 조작 가능한 기능은, 주로 SUB PANEL 의 조작을 예
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음 화면에서는 Quick Palette(소프트 아이콘)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MENU, 즐겨찾기, 일본문학작품 100 선, 세계문학작품 100 선, 본 제품으로 전송
한 텍스트,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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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alette (하드 아이콘)로 조작하기
키보드의 키를 누르는 대신에 MAIN PANEL 우측 끝의 Quick Palette （하드 아이
콘) 를 터치펜으로 터치하여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Quick Palette （하드 아이콘)
사전 찾기
〈기본편〉

하드 아이콘과 대응하는 키보드의 조작
하드 아이콘
①

②
③

대응하는 키

조작 설명
한 번 터치하면 MENU화면을, 다시 한 번
터치하면 학습장 화면을 표시합니다.
키를 누른 후 터치하면, 먼저 학습장
화면을 표시합니다.
다른 항목으로 JUMP합니다.
키를 누
른 후에 터치하면 GUIDE를 표시합니다.
발음을 들을 때 누릅니다. → 116, 118페이
지

④

하나 이전의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⑤

항목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⑥

페이지를 화면 단위로 위 또는 아래로 전환
합니다(page up/down).
키를 누른
후에 터치하면, 검색 중인 단어의 하나 앞
또는 하나 뒷단어의 뜻을 표시합니다.

• 본 설명서에서는 키보드와 Quick Palette(하드 아이콘）의 어느 쪽으로도 조작
가능한 기능은, 주로 키보드 조작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47

사전 선택하기

1 하드 아이콘의 ＜MENU＞를

①

터치하여 MENU화면을 표시
합니다

2 ①카테고리 → ②사전 순으로

②

터치합니다

ᆞ 터치한 곳이 선택됩니다.

3 선택된 사전을 다시 한 번 터치합니다
ᆞ 또는 하드 아이콘 ＜ENTER＞를 터치합니다.
ᆞ 선택한 사전의 초기화면이 표시됩니다.

단어나 항목 선택하기

1 검색하려는 단어를 입력한 후
(일람이 표시되면), 목적하는
단어나 항목을 터치합니다

ᆞ 목적하는 단어나 항목이 선택됩니다.

2 선택된 단어나 항목을 다시 한
번 터치합니다

ᆞ 또는 하드 아이콘 ＜ENTER＞를
터치합니다.
ᆞ 단어의 뜻이나 해설 화면, 또는
항목의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 하드 아이콘 ＜ESC/LIST＞를 터치하면, 하나 이전의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키보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 뜻의 화면에서 항목에 직접 터치하여 JUMP 하거나, 용례나 해설을 보든지 음성
을 들을 수 있습니다. → 75 페이지, 86 페이지, 1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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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펜으로 스크롤하기
뜻이나 설명 화면에 연속 부분이 있을 때는 터치한 채 겹쳐쓰듯이 화면 위를 이동하
면 펜끝의 위치에 맞춰 화면이 이동됩니다.

➜

상하좌우로 연속 부분이 있는 경우
⯮ᵆ

⯮ᵆ#ⱞᣃ

㌋
Ⱖᵆ

⨮ᲂᵆ#ⱞᣃ

사전 찾기
〈기본편〉

위아래로 연속 부분이 있는 경우

⮚㌋
Ⱖᵆ

⨮ᲂᵆ

• 좌우 스크롤은 그림이나 세로쓰기 표시 중일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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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사용하기
본 제품은 검색하려는 단어 등을 입력할 경우, 사전이나 입력항목에 따라「한글 입
력」(ᆨ, ᆫ, ᆮ),「알파벳 입력」(abcde…),「병음 입력」(abcde…),「히라가나 입력」
(あいうえお…),「숫자 입력」(1, 2, 3…) 등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여기에서는 키보드를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할 경우, 여러 종류의 문자(히라가나와 숫자 등) 를 섞어서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 터치펜을 사용한 문자 입력 → 55 페이지

키보드로 문자 입력하기
한글 입력
한글을 입력할 때는 키보드가 자동으로 한글 입력 상태가 됩니다.
한글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키

키를 누른 후 문자
• 「ㅃ」,「ᄍ」,「ㄸ」,「ᆩ」,「ᄊ」,「ᅤ」,「ᅨ」를 입력할 경우
키를 누릅니다.
• 본 제품은 표준한글코드인 KSC5601 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옛말 등 일부 입력
할 수 없는 문자가 있습니다. 입력할 수 없는 문자 중에도 표제어로 기재되어 있
는 경우가 있으므로, 커서 키를 이동하여 검색해 주십시오.
예> 국어사전에서「긿」을 검색할 경우
「ᆨ」
「ᅵ」
, 「ᆯ」
, 「ᄒ」
,
순으로 입력하면「길ᄒ」
이 표시됩니다. 커서 키로 이동해서, 리스트에서 「긿」을 검색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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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입력
본 제품에서는 알파벳이 모두 소문자로 입력되지만 검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파벳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키

(SPACE) 을 생략합니다.
• 단어를 검색할 때(표제어 검색) 는, -(하이픈)
(예> deep-set → deepset , above board → aboveboard )
• ＆ 를 포함하는 영어단어를 검색할 때는 and 라고 입력합니다.
문자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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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병음 입력
병음 입력이란 병음(알파벳) 과 성조(음의 상하) 를 사용해 중국어를 입력하는 방법
입니다.
본 제품은 성조부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까운 후보를 검색합니다.
병음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키

• 각 음절에는 4 종류의 고저 악센트(4성) 와 경성이 있으며, 음절의 알파벳 뒤에
입력합니다 (4성과 경성을 입력하지 않아도 중국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성/
경성

설 명
키를 눌러서
키로
를 선택한 후,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
키로
를 선택한 후,
키를 누른 후에 W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
키로
를 선택한 후,
키를 누른 후에 E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
키로
를 선택한 후,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또는

키를 눌러서
키로
를 선택한 후,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또는

• 예를 들어 「míng tiān(明天)」은,
W
을 눌러서 입력합니다.
• ü 는 「v」로 입력해 주십시오 .
• 4 성과 경성은 SUB PANEL 을 사용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5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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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의 히라가나/가타카나 입력
키보드를 사용하여 가나를 입력할 경우, 히라가나로 입력될지, 가타카나로 입력될지
는 각 사전의 검색방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변환은 할 수 없습니다.
일본어 입력에는 「로마자 가나 입력」과「일본어 소프트 키보드(50 음 보드) 입력」
(→ 62 페이지) 이 있습니다.

■로마자 가나 입력
로마자 가나 입력은 가나를 로마자 철자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いん
키를 누릅니다.
こ」를 입력할 경우에는
로마자 가나 입력에 사용하는 키

문자
입력하기

예>
입력할 단어

누르는 키

いんこ
みかん
さんぽ

또는

きょう
らっこ

또는

えーる
とぅーるーず
• 어느 키를 누를지 확인하려면 →「로마자의 가나 대응표」21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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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입력
사전에서 획수를 입력할 때와 「계산기」를 사용할 때, 키보드는 자동으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숫자 입력에 사용하는 키

틀린 문자 정정하기
잘못 입력한 문자는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마지막 문자 지우기
키를 누릅니다
ᆞ 누를 때마다 마지막 문자가 지워
집니다.

커서

realityz

reality

중간 문자 지우기
키로 커서를 지우려는 문자의 왼쪽으
로 이동시키고,
키를 누릅니다
커서
re sality

reality

중간에 문자 추가하기
키로 커서를 추가하려는 위치로 이동
시키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커서

reali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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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터치펜으로 문자 입력하기
부속된 터치펜을 사용하여, 종이에 글씨를 쓰는 느낌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
다.
• 「SUB PANEL 에 문자 입력하기」「MAIN PANEL 에 문자 입력하기」의 두 가
지 방법이 있습니다.
• 「MAIN PANEL 에 문자 입력하기」하는 방법은, 글자를 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터치펜 입력이 익숙하지 않거나 획수가 많은 한자를 입력할 경우 등에 적합합니
다 (→ 60 페이지).
• 터치펜 사용상의 주의사항 → 22 페이지

터치펜 입력이 가능한 문자의 종류
한글 (한글ᆞ한자)
알파벳 (A ∼Z, a ∼z 의 52 자))
중국어 (간체자)
일본어 (히라가나ᆞ가타카나ᆞ한자)
숫자 (0~9 의 10 자)

터치펜 입력이 가능할 때
MAIN PANEL 상부에 터치펜으로
입력할 수 있는 문자의 종류가 표
시됩니다.

표시

입력 가능한 문자

문자
입력하기

•
•
•
•
•

검색어 입력란

표시

입력 가능한 문자의 종류
(최대 3개 표시)

입력 가능한 문자

중국어 간체자

일본어 한자, 우리
나라 한자

히라가나

알파벳

가타카나

숫자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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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문자의 종류를 조합하여 (히라가나와 한자 등) 입
력할 수 있습니다.
• 일본어의 히라가나ᆞ가타카나ᆞ한자는 JISX0213-2004 와 JISX0212-1990 에
준거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JIS 제3 수준 한자, JIS 제4 수준 한자,
보조한자는 제외.)
• 「新漢語林」만은, JIS 제3 수준 한자, JIS 제4 수준 한자, 보조한자도 인식됩니
다.
• 중국어 간체자는 GB18030-2000 에 준거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한글은 KSC5601 에 준거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SUB PANEL에 문자 입력하기
SUB PANEL 을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는 입력할 수 없
는 한자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SUB PANEL 에는 부속된 터치펜을 사용하여 문자를 써 넣습니다.

터치펜

SUB PANEL
여기에 부 속 터치펜
으로 문자를 쓰면…
기록한 문자가 인식ᆞ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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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입력의 기본
터치펜으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SUB PANEL 에 칸이 표시됩니다.
• 입력 가능한 문자의 종류에 따라, 표시되는 칸 수가 다릅니다.
히라가나／가타카나／한자／중국어 간체자／한글

알파벳／숫자

칸을 모두 사용하여, 잇달아 문자를 써 나갑니다.
• 여기에서는 일본어 한자의 경우를 예로 설명합니다.
문자
입력하기

1 SUB PANEL의 빈 칸에 문자를 씁니다
ᆞ 칸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칸에 쓰던간에, 쓴 순서대로
문자를 인식합니다.
ᆞ ＜다시쓰기＞를 터치하면 썼던 문자가
지워집니다.

2 계속해서 SUB PANEL의 다른 빈 칸에 문자를 씁니다
ᆞ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 처음에 썼
던 문자가 인식, 입력됩니다.

ᆞ 바르게 인식되지 않은 문자가 있
을 때는 → 59 페이지

3 이어서, 다른 빈 칸에 문자를 씁니다
ᆞ 2번째로 쓴 문자가 인식,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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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 칸에 순서대로 문자를 쓰는 조작을 계속해서 원하는 단어를 입
력했으면, SUB PANEL의 ＜인식＞을 터치합니다

ᆞ 한 문자 한 문자가 바르게 인식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입력할 때는, 한 문자
씩 쓸 때마다 ＜인식＞을 터치합니다.
• 검색 등의 방법은 키보드를 사용하여 단어를 입력할 때와 같습니다.
• 두 자리 숫자를 입력할 때는 칸에 한 자리씩 터치펜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 터치펜으로 문자를 쓰면,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약 1 초 후 자동으로 인식되
게 할 수도 있습니다. → 211 페이지
• 터치펜으로 문자를 쓰는 도중에 본 제품의 키를 누르면, 터치펜 입력 조작이 무효
가 됩니다.

기타 입력 예
■중국어(간체자) 입력하기
• 터치펜으로는 병음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중국어 간체자의 병음을 키보드와 SUB PANEL로 입력합니다
• 병음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SUB PANEL 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 음절의 알파벳을 키보드로 입력하고, SUB PANEL 에 표시된 4 성(-, , , )
및 경성 ( ) 을 터치합니다.
를 입력하고 SUB PANEL 의
• 예를 들어,「zàijiàn(再见)」은 키보드로
를 입력하고 SUB
<4 성 > 을 터치하며, 계속해서 키보드로
을 입력합니다.
PANEL 의 ＜4 성 ＞을 터치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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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식된 문자 정정하기
터치펜으로 입력한 문자가 바르게 인식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여기에서는 SUB PANEL 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MAIN PANEL 에서
입력하는 경우도 똑같이 정정합니다.
예> 「喜怒哀楽」이라고 썼는데「喜怒衰楽」으로 잘못 인식된 경우

9 글자 이상인 경우는 뒤의 8 글자
를 표시합니다.䭹##䭺
䭹##䭺를 터치하
면 문자 표시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문자
입력하기

1 SUB PANEL (또는 MAIN

PANEL)에서 잘못 인식된 문
자(여기에서는 「衰」)를 터치
합니다
ᆞ SUB PANEL (또는 MAIN PANEL)에 문자 후보(10문자까지)가 표시됩니
다.
ᆞ 올바른 글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SUB PANEL (또는 MAIN PANEL)
의 ＜다시 쓰기＞를 터치합니다. 검색어 입력란의, 잘못 인식된 문자가 삭
제되므로 터치펜으로 다시 써 주십시오.
ᆞ SUB PANEL (또는 MAIN PANEL)에 문자가 들어 있지 않을 때 ＜다시 쓰
기＞를 터치하면, 검색어 입력란의 문자가 삭제됩니다.

2 올바른 문자(여기서는「哀」)
를 터치합니다

ᆞ 입력된 문자에 따라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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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ANEL에 문자 입력하기
MAIN PANEL 에서 터치펜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SUB PANEL 보다도 큰
칸에 쓸 수 있으므로 획수가 많은 한자를 입력할 때 등에 편리합니다.
부속된 터치펜을 사용하여 문자를 써 넣습니다.
문자 입력 중에 소프트 아이콘＜큰입력창＞
이 표시되면, MAIN PANEL 에서 터치펜으
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큰입력창＞

1 소프트 아이콘＜큰입력창＞을
터치합니다

ᆞ MAIN PANEL에 문자를 써 넣을
칸이 표시됩니다.

2 칸에 문자를 씁니다
ᆞ MAIN PANEL의 ＜다시쓰기＞
를 터치하면 썼던 문자가 지워집
니다.
ᆞ 터치펜 입력이 가능한 문자의 종
류 → 5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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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을 터치합니다
ᆞ 인식된 문자가 ［ ］안에 표시되
고, 칸의 문자가 지워집니다.
ᆞ 바르게 인식되지 않은 문자가 있
을 때는 → 59 페이지

4 순서대로 칸에 문자를 쓰는 조
작을 계속해서 원하는 단어를
입력했으면, <확정>을 터치합
니다

문자
입력하기

• 검색 방법 등은 키보드를 사용하여 단어를 입력할 때와 같습니다.
• MAIN PANEL 에 문자를 쓰고 있을 때, 키보드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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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소프트 키보드(50음 보드) 로 입력하기
히라가나 또는 가타카나를 입력하여 검색할 때 소프트 아이콘＜일본어키＞가 표시
되어 있으면, MAIN PANEL 에 일본어 소프트 키보드를 표시하여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소프트 키보드로 단어의 뜻 검색하기

1 소프트 아이콘＜일본어키＞를 터치합니다
ᆞ MAIN PANEL에 일본어 소프트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2 MAIN PANEL에 표시된 키보

드를 터치하여 검색하려는 단
어를 입력합니다
ᆞ 작은문자를 입력할 경우는 작은
문자로 하려는 문자를 입력한 후,
를 터치합니다.
ᆞ 탁점 또는 반탁점을 입력할 경우
는 탁점이나 반탁점을 붙이려는
문자를 입력한 후,
을
또는
터치합니다.
ᆞ <삭제>를 터치하면 문자가 삭제
됩니다.
ᆞ 각 사전의 검색방법에 따라 히라
가나로 입력할지, 가타카나로 입
력할지가 정해져 있으며, 일본어
소프트 키보드도 검색방법에 따
라 히라가나/가타카나로 바뀝니
다.

3 ＜확정＞을 터치합니다
ᆞ 검색어 입력란에 문자가 입력됩
니다.
ᆞ 검색 방법 등은 키보드를 사용하
여 단어를 입력할 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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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전에서 검색하기
단어, 숙어/ 예문, 한자 등을 여러 사전을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알파벳, 한글, 병음, 히라가나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대상이 되는 사전명은 GUIDE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35 페이지

알파벳으로 단어 검색하기
예>「provider」라는 단어를 여러 사전에서 검색합니다(「영어 통합검색」
）

1 MENU의「편리한 기능」에서
「영어 통합검색」을 선택하
고,
키를 누릅니다

문자
입력하기
사전 찾기
〈응용편〉

2 「표제어 검색」란에

「provider」라고 입력합니다
ᆞ 조건을 충족하는 사전과 단어 리
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로 검색하려는 사전과 단어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 목적하는 사전으로 JUMP하여 검색하려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63

알파벳으로 예문과 숙어 검색하기
예> 「by」
「the」「way」를 사용한 예문이나 숙어를 검색합니다(「영어 통합검
색」）

1 MENU의「편리한 기능」에서「영어 통합검색」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2 「예문 검색」또는「숙어 검색」란에「by the way」라고 입력하
고,

키를 누릅니다

ᆞ 둘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두 개의 단어 사이에 「
습니다.

3

」(SPACE)를 넣

키로 검색하려는 사전을 선택합니다
ᆞ 그 사전에 실려 있는 예문이나 숙어가 일람으로 표시됩니다.

4

키로 검색하려는 예문이나 숙어를 선택하고,

키

를 누릅니다

예문ᆞ숙어 검색 시, 우선적으로 표시할 사전 선택하기
영어 통합검색으로 검색(예문 검색/숙어 검색) 할 때, 처음에 어떤 사전의 예문과 숙
어를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릅니다

ᆞ 설정항목 화면이 표시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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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우선설정」을 선
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3

키로 우선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4

키로 우선적으로 표시할 사전(또는 모드)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일본어(가나)로 단어 검색하기
예> 「プロバイダー」라는 단어를 여러 사전에서 검색합니다 （「한중일 통합검색」
의「일본어표제어검색」）

1 MENU의「편리한 기능」에서
「한중일 통합검색」을 선택하
고,
키를 누릅니다

2

키로「일본어표제어검
색」을 선택한 후,「ぷろばい
だー」라고 입력합니다

3

키로 검색하려는 사전과 단어를 선택하고,

사전 찾기
〈응용편〉

ᆞ 「プロバイダー」및「プロバイダ
ー」를 포함하는 단어가 실려 있는
사전이 일람으로 표시됩니다.
ᆞ 일본어 소프트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모든 문자를 입력한 후 ＜확
정＞을 터치하거나
키를 누
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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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음으로 단어 검색하기
예>「再版(zàibǎn)」이라는 단어를 여러 사전에서 검색합니다(「한중일 통합검
색」의「중국어표제어검색」)

1 MENU의「편리한 기능」에서「한중일 통합검색」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2

키로「중국어표제어검
색」을 선택한 후,「zàibǎn」
이라고 입력합니다
ᆞ 「再版」및「再版」을 포함하는
단어가 수록된 사전이 일람으로
표시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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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 검색하려는 사전과 단어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키를

한글로 단어 검색하기
예>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사전에서 검색합니다（
「한중일 통합검색」의「국
어표제어검색」）

1 MENU의「편리한 기능」에서「한중일 통합검색」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2

키로「국어표제어검
색」을 선택한 후,「사랑」이
라고 입력합니다
ᆞ 「사랑」및「사랑」을 포함하는
단어가 실려 있는 사전이 일람으
로 표시됩니다.

3

키로 검색하려는 사전과 단어를 선택하고,

키를
사전 찾기
〈응용편〉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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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검색한 단어를 다시 검색하기
조금 전에 검색한 단어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HISTORY 기능).
• 각 사전과 모드에서 검색한 단어는 사전별 이력(HISTORY) 에 총 1000 개까지
저장됩니다. 1000 개를 초과하게 되면, 오래된 단어부터 삭제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전 등에 대한 정보는, GUIDE 기능에서 볼 수 있습니
다 (사전의 검색방법에 따라서는, 이력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135 페이지

사전별 HISTORY 보기

1 이력을 보려는 사전의 초기화면을 표시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이 사전에서 검색한 단어의 이력이 표시됩니다.

3

키로 다시 확인하려는 단어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모든 사전의 HISTORY 보기

1 위의「사전별 HISTORY 보기」에 있는 순서 1, 순서 2의 조작을
합니다

ᆞ HISTORY 기능이 없는 사전인 경우에는 모든 사전의 이력이 직접 표시됩
니다.

2 다시 한 번

키를 누릅니다

ᆞ 모든 사전에서 검색한 단어의 이력이 표시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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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 다시 확인하려는 단어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키를

HISTORY 지우기

1 이력을 지우려는 사전의 초기화면을 표시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한 사전의 단어 이력이 표시됩니다.
ᆞ 모든 사전의 이력을 지우고 싶을 때는 모든 사전의 이력을 표시합니다. 다
키를 누릅니다.
시한번

3 이력을 하나만 삭제할 때는

키로 삭제하려는 이력을

선택합니다

ᆞ 여러 개의 이력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5 이력을 하나만 삭제할 때는

사전 찾기
〈응용편〉

「1건 삭제」를 선택합니다
ᆞ 현재 선택한 사전의 이력을 모두
삭제하고 싶을 때는「모드내 삭
제」를 선택합니다.
ᆞ 전사전 HISTORY의 리스트 화면
키를 누르
을 표시한 경우,
면 화면내의「모드내 삭제」가
「전체 모드 삭제」로 됩니다.

6

키를 누릅니다
ᆞ 순서 ５에서「모드내 삭제」또는 「전체 모드 삭제」를 선택한 경우는 확
인 화면이 표시됩니다.삭제하려면
키로 「예」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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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의 스펠링 체크하기
영어사전에서 스펠링이 불확실한 단어를 적당히 입력하더라도, 본 제품이 그것에
가까운 스펠링의 단어를 찾아 줍니다. 단어의 뜻과 함께 정확한 스펠링을 검색하고
싶을 때, 이 검색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펠링 체크).
예> ailand(정확한 스펠링은 island) 라고 입력합니다(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

1 「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
의 초기화면을 표시합니다

2

키로「스펠링 체크」를
선택합니다

3 「ailand」라고 입력합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스펠링이「ailand」에 가까운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목적하는 단어가 없을 때는
또는
키로 리스트의 연속 부
분을 봅니다.

5

키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

다

• 스펠링 체크 검색을 하면, 입력한 스펠링에 가까운 단어 이외에, 입력한 스펠링
(활용형 등) 의 원형이라고 생각되는 단어 후보도 표시됩니다. (반드시 정확한 원
형이 표시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록된 표제어에 없는 단어의 활용형
등을 입력해도 원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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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에서 정확한 스펠링 검색하기
「스펠링 체크」검색이 있는 사전에서는「표제어 검색」을 할 때에도 입력한 스펠링
에 가까운 단어와 입력한 스펠링의 원형이라고 생각되는 단어 후보를 표시할 수 있
습니다 (스펠링/원형 후보 검색).

1 「표제어 검색」으로 단어를 입력합니다
2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또는 소프트 아이콘＜추가검색＞을 터치합니다.
ᆞ 후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키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

다

사전 찾기
〈응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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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어와 예문 검색하기
영어사전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단어를 입력하여, 숙어나 예문을 검색할 수 있습
니다 (숙어 검색/예문 검색).
예> 「get」과「to」를 사용한 숙어를 검색합니다(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

1 「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
의 초기화면을 표시합니다

2

키로「숙어 검색」을
선택합니다
ᆞ 예문을 검색할 경우에는「예문
검색」을 선택합니다.

3 「get to」라고 입력합니다
ᆞ 둘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
는 두 개의 단어 사이에 「 」
(SPACE)를 넣습니다.

4

키를 누릅니다
ᆞ 「get」과「to」를 사용한 숙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 리스트를 센터링 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 73 페이지
ᆞ 후보를 더욱 추릴 수도 있습니다.
→ 74 페이지

5

키로 검색하려는 숙어를 선택하고,
다
ᆞ 숙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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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

숙어/예문의 리스트 화면에서 센터링 표시하기
영어사전의 숙어 검색이나 예문 검색의 리스트 화면에서
키를 누르면, 미리
키를 누르면, 입력한 단어를 화면 중앙
보기 표시의 위치가 바뀝니다. 또한,
에 위치시키고 숙어와 예문을 표시합니다.
• 다음은 「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의 예문 검색으로 「by the way」를 검색
한 경우의 예입니다.

➜

➜

➜

사전 찾기
〈응용편〉

처음( 첫 번째) 입력한 단어를 센터링

➜

➜

3 번째 입력한 단어를 센터링

2 번째 입력한 단어를 센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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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PANEL에서 조작하기
숙어 검색이나 예문 검색의 리스트 화면에서
는 SUB PANEL 이 오른쪽과 같이 되어 있습
니다.
ᆞ ＜센터링＞을 터치할 때마다 센
터링 표시가 바뀝니다.
• 입력한 3 번째 단어까지 센터링의 대상이 됩니다.

숙어나 예문의 후보 추리기
숙어 검색이나 예문 검색의 리스트 화면에서, 단어를 더 추가하거나 단어의 어순을
지정하여 후보를 추릴 수 있습니다 (상세/어순지정 검색).
•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전/ 모드명은 GUIDE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5 페이지
예> 「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의「숙어 검색」에서「by the」라고 입력하
고, 리스트에서 후보를 추립니다

1

키를 누른 후,
누릅니다

키를

ᆞ 또는 소프트 아이콘＜추가검색＞
을 터치합니다.

2 추가할 단어를 입력합니다
ᆞ 단어를 추가하지 않고, 어순만 지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3

키로 원하는 어순지정을 선택하고,
ᆞ 후보가 추려집니다.
ᆞ 영어 통합검색에서 추린 경우에는
니다.

4
74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사전을 선택할 수 있습

키로 검색하려는 숙어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같은 사전으로 연속해서 단어 검색하기
단어의 뜻이 표시되어 있는 화면에서, 같은 사전으로 다른 단어를 검색할 때는, 그
대로 검색할 단어를 입력합니다.

➜
• 영한사전 등, 초기화면에서 문자나 스펠링을 입력하여 단어의 뜻을 검색하는 사
전에서 이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가 표시되어 있을 때

사전 찾기
〈응용편〉

뜻이나 해설 화면에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호는 같은 사전 안에 그 단어를 포함하는 다른 단어나 관련 항목 등이 수록되
어 있음을 표시합니다.
예> 「lawyer」의 뜻 화면에서 관련된 단어를 검색합니다(옥스포드 영영사전
(제7판))

■ MAIN PANEL 에서 조작하기

1 터치펜으로【MORE

ABOUT】을 터치합니다
ᆞ

【MORE ABOUT】는,
【MORE ABOUT】가 관련 항
목임을 뜻합니다.
ᆞ 관련 항목 화면으로 JUMP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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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에서 조작하기

1

키를 누릅니다
ᆞ

2

가 표시되고, 뜻에 대한
설명의 첫 문자가 선택됩니다.

키로【MORE
ABOUT】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ᆞ 관련 항목 화면으로 JUMP합니
다.

• JUMP 하여 표시된 화면에서, 또 다시 JUMP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 검색(→
82 페이지) 과 합산하여 연속 10 회까지 JUMP 할 수 있습니다.
• 표나 그림을 표시한 상태에서는 JUMP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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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전으로 JUMP하여 검색하기
검색 중인 단어 또는 화면에 표시된 다른 단어를 다른 사전으로 JUMP 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사전에서 영어단어를 검색하는 도중에 그 영어단어와 관련된 한국
어를 검색하는 등과 같은 경우에 편리합니다.
또, 영어단어에 관해서는 지정한 단어를 사용한 예문이나 숙어를 검색할 수도 있습
니다.
• JUMP 대상의 사전명 등을 GUIDE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35 페이지

JUMP 대상 사전을 선택하여 검색하기
예> 「take」의 뜻 화면에서「go」를 검색합니다（「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
에서「영한사전」으로 JUMP）

1 「take」의 뜻 화면(옥스포드
영영사전)에서
릅니다
ᆞ

가 표시되고, 뜻에 대
한 설명의 첫 단어(여기서는
「take」)가 선택됩니다.

사전 찾기
〈응용편〉

2

키를 누

키로「go」를 선
택합니다
ᆞ 한글/한자/히라가나/가타카나를
검색할 때는 1문자만 선택됩니
다. 2문자 이상은 선택할 수 없
습니다.
ᆞ 같은 단어(이 예에서는「take」)
를 선택하여 다른 사전에서 검색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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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B PANEL 또는 소프트 아
이콘＜선택＞을 터치합니다

ᆞ JUMP 대상이 될 후보 사전의 일람
이 표시됩니다.
ᆞ ＜선택＞ 대신에 ＜전회JUMP＞
를 터치하면, 전회에 JUMP한 사
전에서 「go」를 포함하는 단어
가 검색됩니다.
ᆞ 터치하여 선택한 JUMP 방법
(＜전회JUMP＞＜선택＞＜미니
사전＞)은 변경할 때까지 유지됩
니다. (＜미니사전＞→ 79 페이
지)

4

키로「영한사전」을 선
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 「go」를 포함하는 단어가 검색
됩니다.
후보 사전이 5개 이상인 경우, 사
전명 옆에 ＜◀＞＜▶＞가 표시
됩니다. 이 경우, ＜◀＞＜▶＞
를 터치하면, 앞 또는 뒤의 사전
명으로 전환되고,
키로 사
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키로「go」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 JUMP 하여 표시된 화면에서, 또 다시 JUMP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 검색
(→ 82 페이지) 과 합산하여 연속 10 회까지 JUMP 할 수 있습니다.
• 표나 그림을 표시한 상태에서는 JUMP 할 수 없습니다.
• 일본어를 검색할 때는, 선택된 1 문자로 시작되는 단어(문자열) 가 자동적으로 구
분되어 키워드가 됩니다. JUMP 대상 사전에서는 키워드의 전체 또는 처음 일부
와 일치하는 표제어가 검색됩니다.
• 복수형(dishes) 이나 비교급(bigger) 처럼 어미가 변하는 영어단어를 선택하였
을 때는, 단수형(dish) 이나 원형(big) 이 검색됩니다.
또한, 선택된 단어가 과거형이나 변화형일 때는 원형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도 검
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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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사전으로 검색하기
표시 중인 화면에서 다른 단어를 검색할 때, 현재의 화면을 표시한 채, 작은 창에
서 간이사전 (두산동아 프라임 영한사전ᆞ두산동아 프라임 일한사전) 을 볼 수 있
습니다. 창(미니사전) 은 가로 배치의 경우 SUB PANEL, 세로 배치의 경우 MAIN
PANEL 의 일부분에 표시됩니다.
ᆞ화면을 세로 배치(Book Style) 로 표시하기 → 45 페이지
가로 배치의 경우

사전 찾기
〈응용편〉

미니사전

세로 배치의 경우

미니사전

• 「두산동아 프라임 영한사전에서 발췌」로 표시되는「미니사전」은「두산동아 프
라임 영한사전」(두산동아 간행) 의 저작권자의 양해를 얻어 카시오계산기의 책
임 하에 동 사전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 「두산동아 프라임 일한사전에서 발췌」로 표시되는「미니사전」은 「두산동아
프라임 일한사전」(두산동아 간행) 의 저작권자의 양해를 얻어 카시오계산기의
책임 하에 동 사전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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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take」의 뜻 화면에서「go」를 검색합니다（「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
에서「영한사전」)

1 「take」의 뜻 화면에서
키를 누릅니다

ᆞ

2

가 표시되고, 뜻에 대
한 설명의 첫 단어(여기서는
「take」)가 선택됩니다.

키로「go」를 선
택합니다
ᆞ 일본어를 검색할 때는 1문자만
선택됩니다. 2문자 이상은 선택
할 수 없습니다.
ᆞ 터치펜으로 문자나 단어를 직접
터치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SUB PANEL 또는 소프트 아이
콘 ＜미니사전＞을 터치합니다

ᆞ SUB PANEL에 미니사전 화면
이 열리고, 단어의 뜻(여기에서
는 「go」)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르거나
ᆞ
SUB PANEL의 ＜▲＞ ＜▼＞
를 터치하여 미니사전의 연속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ᆞ 다음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더
보기＞를 터치하면 표시가 전환
됩니다.
ᆞ 세로 배치의 경우, 미니사전은
보통 화면 하부에 표시되는데,
선택한 문자가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화면 상부에 표시
됩니다.
키를
ᆞ 세로 배치의 경우
누를 때마다 미니사전의 문자 크
기가 16도트←→24도트의 ２단
계로 전환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미니사전을 닫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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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사전

계속해서 다른 단어 검색하기

1 미니사전이 표시된 상태에서, MAIN PANEL 안의 검색하려는 단어
를 선택합니다.

2 SUB PANEL 또는 소프트 아이콘의 ＜미니사전＞을 터치합니다
ᆞ 순서 1에서 터치펜을 사용하여, 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결
과가 미니사전에 표시됩니다.

조작
일본어를 검색 문자(1 문자)를 터치펜으로
하는 경우
터치하여, 순서 2의 조작을
합니다
영어를 검색하 단어(1 단어)를 터치펜으로
는 경우
터치하여, 순서 2의 조작을
합니다

검색
터치한 문자와 완전히 일치하
는 표제어가 검색됩니다.
터치한 단어와 완전히 일치하
는 표제어가 검색됩니다. *

＊ 표제어의 변화형이 있는 경우는 변화형도 표시됩니다.
사전 찾기
〈응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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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2개의 사전을 놓고 검색하기
뜻이나 설명 화면의 하부 화면에 다른 사전을 표시해 놓고, 2 개의 사전에서 동시에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 검색).
•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전/ 모드명은 GUIDE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5 페이지
예> 「관개하다 (灌漑하다 )」라는 뜻의 영
어를 다른 사전에서 검색합니다 (「한영사
전」과「옥스포드 영영사전 (제 7 판 )」)

한영사전

옥스포드 영영사전
(제7 판)

1 「관개(灌漑)」의 뜻 화면 (한
영사전)을 표시합니다

ᆞ 여기에서는「관개」의 동사
인「관개하다」를 뜻하는
「irrigate」를 다른 사전에서 검
색하겠습니다.

2

키로「관개하다」의 설
명이 상부 화면에 오게 합니다
ᆞ 화면 분할 후에는 상부 화면을
키로 전환할 수 없게 됩니
다.

3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 또는 소프트 아이콘＜추가검색＞을 터치합니다.
ᆞ 화면이 상하로 나누어지고, 하부 화면에 검색할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
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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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로「영어검색」을 선
택하고,「irrigate」라고 입력
합니다
ᆞ 국어검색 (한글 입력)과 중국
어검색 (병음 입력), 일본어검
색 (가나 입력)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5
6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영영」(옥
스포드 영영사전)을 선택합니다

7

사전 찾기
〈응용편〉

ᆞ 후보 사전이 5개 이상 있을 때,
사전명란에 ＜◀＞＜▶＞가 표시
됩니다. 이 경우, ＜◀＞＜▶＞
를 터치하면, 앞 또는 뒤의 사전
키로 사
명으로 전환되고,
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ᆞ 여러 개의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키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르면 하부 화면의
연속되는 부분을 보거나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키를 누르면, 하부 화면에
ᆞ
있는 사전의 뜻 화면이 표시됩니
다.
ᆞ

한영사전

옥스포드 영영
사전(제7 판)

• 화면을 분할한 상태에서는 HISTORY 의 기능이나 설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뜻이나 해설 화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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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화면에서 더욱 상세하게 검색하기
뜻이나 해설 화면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을 때는, 그 단어에 대한 자
세한 설명 등이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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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검색 중인 단어를 사용한 숙어

표시되는 사전
영어사전 등

검색 중인 단어와 관련된 해설, 그
림, 표 등
검색 중인 단어를 사용한 예문

広辞苑 등
영어사전 등

조작 방법 (예>

)

여기에서는 「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
에서「get」을 사용한 숙어를 봅니다.

1 아이콘이 표시된 화면에서

SUB PANEL의 ＜숙어＞를 터
치합니다

2 보려는 숙어를 터치하여 선택하고,

사전 찾기
〈응용편〉

ᆞ 숙어 일람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한 숙어의 뜻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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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방법 (예>

,

)

여기에서는「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에서「get」의 어법에 대한 해설을 봅니다.

■ MAIN PANEL의 아이콘 터치하기

1 터치펜으로

을 터치합니

다

ᆞ 같은 화면에 여러 개의
이
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
나
싶은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 SUB PANEL에서 조작하기

1 아이콘이 표시된 화면에서

SUB PANEL의＜예문ᆞ해설＞
을 터치합니다
ᆞ

2

이 반전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같은 화면에 여러 개의
콘을 터치합니다. 또는
누릅니다.

이나

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 싶은 아이
키로 반전을 이동시킨 후,
키를

• 해설이나 그림ᆞ표 등의 상하 좌우에 연속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터치펜으로
스크롤, 또는
키로 연속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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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이란?
학습장은 터치펜으로 문자 등을 활용한, 학습에 유용한 기능입니다.「사전의 중요
한 내용에 형광펜을 긋거나 주석 쓰기」「코멘트를 쓴 메모 붙이기」등 종이 사전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학습장에는 형광펜 단어장( → 91 페이지), 노트( → 96 페이지), 메모
( → 101 페이지), 암기카드( → 103 페이지) 가 있습니다.
• 터치펜으로 문자를 쓰거나 그림 그리기 → 88 페이지

학습장 선택하기
「학습장」화면에서 사용하려는 학습장을 선택하여 조작을 시작합니다.
•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학습장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학습장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키를 2회 누릅니다
ᆞ 「학습장」화면이 표시됩니다.
ᆞ MENU화면이 표시된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키를 누릅니다.
사전 찾기
〈응용편〉

키로 사용하려는 학습장을 선택하고,

학습장
사용하기

2

키를 누릅니다

ᆞ 선택한 학습장의 MENU화면(초기화면)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학습장」화면으로 되돌아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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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펜으로 문자를 쓰거나 그림 그리기
학습장에서는, 터치펜으로 MAIN PANEL 이나 SUB PANEL 에 문자 또는 그림을 직
접 쓰거나 그려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필기입력 등록).
• 필기입력 도중에는 페이지 이동(41, 47 페이지) 을 할 수 없습니다.

MAIN PANEL에 터치펜으로 쓰기
MAIN PANEL 을 이용한 터치펜 입력은, 다음과 같은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광펜 단어장（→ 91 페이지), 노트（→ 96 페이지), 메모（→ 101 페이지)
• 터치펜 입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펜＞＜색상＞＜지우개＞ 등의 소프트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 아이콘을 선택하여 종이에 글씨를 쓰는 느낌으로, 터치펜으로 문자를 쓰거나 그
림을 그립니다.
• 기능에 따라 표시되는 아이콘이 일부 다릅니다.

쓰기ᆞ지우기ᆞ색상 바꾸기
＜펜＞
• 프리핸드로 문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 뜻 화면에서 문자를 터치펜으로 덧써
서, 그 문자에 형광펜을 칠할 수 있습
니다（형광펜 단어장).
＜색상＞
• 펜이나 형광펜의 색깔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지우개＞
• 터치펜 입력 문자, 선, 형광펜 등을 지
울 수 있습니다.
• ＜삭제＞는, 화면 위를 터치펜으로 터
치하면, 그 영역에 있는 터치펜 입력
내용이 모두 지워집니다.
• 「노트」등록 시 (→ 97 페이지), ＜지우
개＞와 ＜삭제＞는 사전의 내용을 제외
하고, 터치펜으로 입력한 문자와 선을 지울 수 있습니다.
• 등록한「노트」수정 시 ( → 99 페이지), ＜지우개＞는 사전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
면에 덧쓴 부분을, ＜삭제＞는 사전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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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터치할 때마다, 크기나 색상 등이 아래와 같이 변환됩니다. 또, 기능에 따
라 표시되지 않는 아이콘도 있습니다.

펜

지우개

(가늚)

(굵음)

(매우 굵음)

(작음)

(큼)

(전부 지움)

색상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검정색)

• 펜의 색깔을 바꾸려면 ＜색상＞을 터치하여 변경하려는 색상으로 만든 후, 펜을
사용합니다.

선긋기（노트만）
학습여
장러가지
사용유
하용
기한 기능

• 시작점에 터치펜을 터치하고, 펜 끝을
패널에 붙인 채로 종료점까지 움직인
다음, 펜 끝을 떼면 직선이 표시됩니다.
시작점

선긋기
마침점

（가늚)

(굵음)

(매우 굵음)

• 선을 지울 때는 ＜지우개＞, 색을 바꿀 때는 ＜색상＞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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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PANEL에 터치펜으로 쓰기
SUB PANEL을 이용한 터치펜 입력은, 다음과 같은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광펜 단어장(「명칭 변경하기」만) (→ 95 페이지), 노트(「명칭 변경하기」만) (→
100 페이지), 암기카드(→ 103 페이지)
• 터치펜으로 등록할 수 있을 때는 SUB PANEL 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종이에 문자를 쓰는 감각으로 터치펜으로 문자를 씁니다.

쓰기:

(녹색의 선택된 상태)로 되어 있을 때 문자를 씁니다.
ᆞ 배경이 녹색이 아닐 때는
를 터치합니다.
ᆞ
을 터치할 때마다 펜의 굵기가 3단계로 변환됩니다 (기입한 문자의 굵
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늚
굵음

매우 굵음

지우기:
를 터치하여 선택(배경이 녹색)하고, 지우려는 부분을 터치펜으로 긁
어 지웁니다.

ᆞ

(지우개 대)를 터치할 때마다
됩니다.

ᆞ 메모를 전부 지우고 싶을 때는,
다.

90

(전부 지움),

(지우개 소)로 전환

으로 만든 후 SUB PANEL을 터치합니

형광펜 단어장 사용하기
암기하고 싶은 표제어를 본 제품의 단어장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제어 화면 안의 중요한 단어에 형광펜(3 색) 을 칠하거나, 형광펜을 칠한 단
어를 감춘 상태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최대 6 권의 단어장을 만들 수 있으며, 1 권당 최대 300 건의 표제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가능한 표제어는 단어ᆞ예문ᆞ숙어 등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어장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PUZZLE, 일부 학습 콘텐츠, 일본문학작품 100선, 세계문학작품 100선, 본 제
품으로 전송한 텍스트

단어장에 표제어 등록하기
1 등록하려는 표제어의 화면을

표시한 후, 소프트 아이콘＜형
광펜＞을 터치합니다
ᆞ 화면의 문자에 형광펜을 칠할 수
있게 됩니다.
ᆞ 형광펜을 칠하지 않고 등록할 때
는, ＜형광펜＞대신에 ＜단어
장＞을 터치하고, 이어서 순서 4
의 조작을 하여 등록합니다.
학습장
사용하기

2 중요한 단어에 형광펜을 칠합
니다

ᆞ 쓰기ᆞ지우기ᆞ색상 바꾸기 →
88 페이지
ᆞ 1개의 표제어 화면에서 최대 10
군데에 형광펜을 칠할 수 있습니
다.

3 형광펜을 다 칠한 후, 소프트 아이콘＜등록＞을 터치합니다
ᆞ 단어장의 일람 화면이 표시됩니다.

4
5

키로 등록하려는 단어장을 선택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또는 소프트 아이콘 ＜등록＞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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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표제어 보기ᆞ체크마크 붙이기ᆞ삭제하기
단어장을 볼 때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조건을 지정하여 표시할 표제어를 추리거나,
특정 색상으로 형광펜을 칠한 단어를 감추는 등, 효율적이며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
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단어장의 MENU화면을 표시
합니다

ᆞ 학습장 선택하기 → 87 페이지

2

키로 「형광펜 단어장
보기」를 선택하고,
키
를 누릅니다
ᆞ 단어장의 일람 화면이 표시됩니
다.

3 소프트 아이콘을 터치하여 단

어장을 볼 때의 조건을 설정합
니다
ᆞ 터치할 때마다 아이콘이 다음 페
이지와 같이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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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건수/ 최대 등록 건수

표시

비표시
등록이 완료된 모든
표제어를 표시합니다.

형광펜 부분의 문자
를 감추지 않고 표시
합니다.

분홍색 형광펜을 칠한
표제어만 표시합니다.

분홍색 형광펜 부분
을 감춥니다.

노란색 형광펜 부분
을 감춥니다.

노란색 형광펜을 칠한
표제어만 표시합니다.

하늘색 형광펜 부분
을 감춥니다.

하늘색 형광펜을 칠한
표제어만 표시합니다.

호출순서
체크마크를 붙이지 않은
표제어만 표시합니다.

학습여
장러가지
사용유
하용
기한 기능

모든 형광펜 부분을
감춥니다.

체크마크를 붙인 표제
어만 표시합니다.

등록순으로 표시
합니다.

한글/ 알파벳/ 병음/
あいうえお순으로
표시합니다*

* 패턴 3(→ 34 페이지) 과 같이, 목차를 따라가며 검색하여 등록한 표제어는, 말미
에 표시합니다.

93

4 조건을 설정한 후

키로 보려는 단어장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 등록된 표제어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등록 건수 중의 순서/ 선택한 단어장 안의 등록 건수
사전명
표제어

사용된 형광펜
체크마크

미리보기
ᆞ 일람 표시에서 다음과 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
표제어의 화면 보기

조작

키를 누릅니다.
보려는 표제어를 선택하고,
키를 누를 때마
• 순서 3 에서 비표시로 설정한 경우,
다 감추어진 부분이 표시/ 비표시로 전환됩니다.
• 형광펜의 색이나 위치 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어장에 표제어 등록하기」
의 순서 1 부터 조작하여 주십
시오（→ 91 페이지). 또한, 등록할 때 전회와 다른 단어
장을 선택하면, 등록하던 표제어(변경 내용 포함) 가 선
택한 단어장으로 이동하여 등록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등록된 표제어에 체크 체크마크를 붙일 표제어를 선택하고, 소프트 아이콘
마크 붙이기/ 없애기 ＜Check＞를 터치합니다. 다시 한 번 터치하면 체크 마크
가 없어집니다.
표제어를 한 개만 삭 삭제할 표제어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제
• 삭제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되므로「선택중인 데
키를 누릅니다.
이터를 삭제(1 건)」를 선택하고,

표시 중인 단어장에서,
키를 눌러서*「체크된 데이터를 삭제」
를 선택하고,
체크마크를 붙인 표제
키를 누릅니다. 계속해서「예」를 선택하고,
키
를 누릅니다.
어만 삭제
표시 중인 단어장의
키를 눌러서 *「표시 중인 단어장의 데이터를 삭제」를
모든 표제어 삭제
선택하고 ,
키를 누릅니다 . 계속해서「예」를 선택하
키를 누릅니다 .
고,
모든 단어장의 모든
표제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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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눌러서 *「모든 단어장의 데이터를 삭제」를 선택
키를 누릅니다 . 계속해서「예」를 선택하고 ,
하고 ,
키를 누릅니다 .

소프트 아이콘＜삭제＞를 터치해도 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단어장의 명칭 변경하기
1 단어장의 MENU화면을 표시합니다
ᆞ 학습장 선택하기 → 87 페이지

2

키로 「단어장 명칭 변경」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

다
ᆞ 단어장의 일람 화면이 표시됩니다.

3

키로 명칭을 변
경하려는 단어장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 SUB PANEL 에 현재의 명칭이 표시됩니다.

4 현재의 명칭을 지우고 새로운
명칭을 씁니다

ᆞ SUB PANEL에 터치펜으로 쓰
기 → 90 페이지

5 다 쓴 후에

키를 누릅니

다

학습여
장러가지
사용유
하용
기한 기능

ᆞ 변경한 단어장의 이름을 구입 시
이름(단어장 1~6)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순서 ３에서 이름을 되돌리려는
키를 누
단어장을 선택하고,
르면「단어장 명칭 변경」 화면
이 표시됩니다.
키로 되돌
키를
릴 방법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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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사용하기
「노트」에는, 터치펜 메모나 기입한 사전 화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노트 만들기
최대 6 권의 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1 권당 최대 50 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에 등록할 내용에 따라 등록 방법이 다릅니다.

터치펜 메모를 등록하기
백지 페이지(화면) 에 터치펜으로 쓰고 메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타입은,
무지ᆞ칸(큰 칸, 작은 칸) ᆞ괘선 등 4 종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노트의 MENU화면을 표시합
니다

ᆞ 학습장 선택하기 → 87 페이지
ᆞ 소프트 아이콘 또는 SUB
PANEL에 ＜노트＞라고 표시되
어 있을 때는 ＜노트＞를 터치합
니다.
＜노트＞를 터치하여 노트의 MENU 화
면을 표시했을 때는 「사전에 직접 적기」
가 표시됩니다（→ 98 페이지).

2

키로 「노트 작성」을
키를 누릅니
선택하고,
다
ᆞ 페이지의 타입을 선택하는 화면
이 표시됩니다.

3

키로 페이지 타입을 선택하고,
ᆞ 4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ᆞ 선택한 타입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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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4 화면에 기입합니다
ᆞ MAIN PANEL에 터치펜으로
쓰기 → 88 페이지

5 다 쓴 후에

키를 누릅니

다

ᆞ 또는 소프트 아이콘 ＜등록＞을
터치합니다.
ᆞ 노트의 일람 화면이 표시됩니다.

6

키로 등록하려는 노트를 선택합니다

7

키를 누릅니다

기입한 사전의 화면 등록하기
뜻 화면에 터치펜으로 기입한 상태의 화면을 그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습여
장러가지
사용유
하용
기한 기능

ᆞ 또는 소프트 아이콘 ＜등록＞을 터치합니다.
ᆞ 등록이 완료되고, 노트의 MENU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1 기입하려는 뜻 화면을 표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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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 아이콘＜노트＞를 터치
합니다

ᆞ 노트의 MENU화면이 표시됩니
다.

3

키로「사전에 직접 적
기」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 화면에 직접 기입할 수 있는 상
태가 됩니다.

4 화면에 기입합니다
ᆞ MAIN PANEL에 터치펜으로 쓰
기 → 88 페이지

5 다 쓴 후에

키를 누릅니

다

ᆞ 또는 소프트 아이콘＜등록＞을
터치합니다.
ᆞ 노트의 일람 화면이 표시됩니다.

6
7

키로 등록하려는 노트를 선택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또는 소프트 아이콘 ＜등록＞을 터치합니다.
ᆞ 등록이 완료되고, 노트의 MENU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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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보기ᆞ수정하기ᆞ삭제하기
1 노트의 MENU화면을 표시합니다
ᆞ 학습장 선택하기 → 87 페이지

2

키로 「노트 보기」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 노트의 일람 화면이 표시됩니다.

3

키로 사용하려는
노트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등록 건수 중의 순서/ 선택
한 노트 안의 등록 건수

ᆞ 선택한 페이지의 내용이 MAIN
PANEL에 표시됩니다.
ᆞ 이 화면에서 다음 페이지의 조작
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여
장러가지
사용유
하용
기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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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앞뒤 페이지 보기
표시 중인 페이지 수정

표시 중인 페이지(1 건) 삭제

조작
키를 누릅니다. *1
소프트 아이콘＜편집＞을 터치합니다.（수정 방법 →
88 페이지)
수정한 후,
키를 누릅니다. *2
키를 눌러서 *3「표시중인 페이지를 삭제(1 건)」를
키를 누릅니다.
선택하고,

사 용 중인 노트의 페이지를
키를 눌러서 *3「표시중인 노트를 전부 삭제」를 선
전부 삭제
키를 누릅니다. 계속해서 「예」를 선택
택하고,
하고
키를 누릅니다.
모든 노트에 등록된 모든 페
이지 삭제
*1
*2
*3

키를 눌러서 *3「모든 노트를 삭제」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계속해서 「예」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MAIN PANEL 의 ＜NEXT＞＜BACK ＞을 터치해도 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아이콘 ＜등록＞을 터치해도 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아이콘 ＜삭제＞를 터치해도 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노트의 명칭 변경하기
이름을 변경하는 조작은 단어장과 동일합니다.
노트의 MENU 화면을 표시하여,
키로 「노트 명칭 변경」
을 선택하고
키를 누른 후, 95 페이지의 순서３부터 조작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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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사용하기
검색한 표제어의 뜻이나 해설 화면에, 터치펜으로 쓴 메모를 붙일 수 있습니다.
• 메모를 붙일 수 있는 표제어는 단어, 숙어, 예문 등입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메모를 붙일 수 없습니다.
PUZZLE, 일부 학습사전, 본 제품으로 전송한 텍스트( → 127 페이지), 도판 표
시중

표제어에 메모 붙이기
하나의 표제어에 한 건의 메모를 등록할 수 있으며, 총 100 건까지 등록이 가능합니
다.

1 메모를 붙이려는 표제어 화면
을 표시하고 소프트 아이콘
＜메모＞를 터치합니다

2 메모에 문자를 씁니다
ᆞ MAIN PANEL에 터치펜으로 쓰
기 → 88 페이지
이곳에 직접 적습니다.

이콘＜등록＞을 터치합니다

학습장
사용하기

3 메모를 다 쓴 후에 소프트 아
가붙
ᆞ 표시 중인 화면에
습니다 (다른 아이콘 표시에 가
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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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보기ᆞ수정하기ᆞ삭제하기
1 메모의 리스트 화면을 표시합

등록 건수 중의 순서/ 선
택한 메모의 등록 건수

니다

ᆞ 학습장 선택하기 → 87 페이지
키로 표제어를 선택합니
ᆞ
다.
ᆞ 이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메모
기능

키를 누릅니다.
‧HISTORY 등 일부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키를 누르면 일람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메모의 내용 수정하기

표제어 화면으로 만든 후 (위의 화면), 소프트 아이콘
＜메모＞를 터치합니다.
‧메모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터치펜으로 메
모를 수정하고 소프트 아이콘＜등록＞을 터치합니다.
(MAIN PANEL에 터치펜으로 쓰기 → 88 페이지)

표시 중인 메모 1건을
삭제하기

키를 눌러서*「표시중인 메모를 삭제(1건)」를 선택
키를 누릅니다.
하고,

모든 메모를 삭제하기

키를 눌러서*「모든 메모를 삭제」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계속해서「예」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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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메모를 붙인 표제어
화면 보기

소프트 아이콘＜삭제＞를 터치해도 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암기카드 사용하기
터치펜으로 암기카드를 작성하여 단어 암
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암기카드의 앞뒤를 교대로 표시하여
외웁니다.「앞면부터」
「뒷면부터」
「등
록순」
「랜덤순」등 출제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영어단어와 음성을 조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SUB PANEL 을 사용하여 받아쓰기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암기카드 작성하기
최대 6 권의 암기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권당 최대 100 매의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에
• 암기카드는 사전의「뜻이나 해설 화면」을 참조하면서 작성하거나, 「학습장」
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을 참조하며 만들기

1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학습장
사용하기

단어의 뜻이나 해설 화면의 하부 화면에, 암기카드 작성 화면을 표시하고 사전을 참
조하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한 카드에 영어단어(10 만어) 의 음성
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키로 등록하려는 단어
를 상부 화면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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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B PANEL의 ＜암기카드 작
성＞을 터치합니다.

ᆞ 페이지의 하반부에 암기카드 작
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3 SUB PANEL에 카드 앞면을 쓰
고,

키를 누릅니다

ᆞ SUB PANEL에 터치펜으로 쓰
기 → 90 페이지

4 터치펜으로 카드 뒷면을 쓰고
키를 누릅니다

5 암기카드에 음성을 등록할 것인지, 음성을 넣지 않고 등록할 것인
지를 선택합니다

ᆞ 암기카드에 음성을 등록할 때는,
SUB PANEL의 ＜영어음성 등
록＞을 터치하고 순서6부터 조
작합니다.
ᆞ 음성을 넣지 않고 등록할 때에는, ＜위 내용으로 등록＞을 터치하고 순서
10부터 조작합니다.

6 음성을 등록할 단어를 입력하
고,

키를 누릅니다

ᆞ 후보 일람이 표시됩니다.

104

7

키로 등록할 단어를 선
택합니다
ᆞ ＜선택중인 음성 듣기＞를 터치
하면, 음성이 발음됩니다.

8 SUB PANEL의 ＜선택중인 음
성 첨부＞를 터치합니다

ᆞ 암기카드의「음성」란에 음성을
등록할 단어가 표시됩니다.

9 음성을 다시 등록할 것인지, 이 음성으로 등록할 것인지를 선택합
니다

ᆞ 음성을 다시 등록할 때는, SUB PANEL의 ＜영어음성 등록＞을 터치하고
순서 6부터 조작을 반복합니다.
ᆞ 이 음성으로 등록할 때는, ＜위 내용으로 등록＞을 터치하고 순서 10부터
조작합니다.

10

키로 등록하려는
암기카드를 선택합니다
학습여
장러가지
사용유
하용
기한 기능

11 계속해서 다른 암기카드를 작성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를 선택합
니다

ᆞ 다른 암기카드를 계속해서 작성
할 때는, SUB PANEL의 ＜계속
해서 작성＞을 터치하고 순서 3
부터 조작합니다.
ᆞ 종료할 때는 SUB PANEL의
＜등록한 후 종료＞ 또는 소프트
아이콘 ＜등록＞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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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에서 암기카드 작성하기
교과서 등을 참조하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암기카드의 MENU화면을 표
시합니다

ᆞ 학습장 선택하기 → 87 페이지

2

키로「암기카드
작성」을 선택하고,
키
를 누릅니다
ᆞ 암기카드의 작성 화면이 표시됩
니다.

3 터치펜으로 카드 앞면/뒷면을 등록합니다
ᆞ 104 페이지의 순서 3 부터 이어지는 조작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암기카드 사용하기
암기카드 보기ᆞ수정하기ᆞ삭제하기

1 암기카드의 MENU화면을 표시합니다
ᆞ 학습장 선택하기 → 87 페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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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암기카드 보기」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3

키로 사용하려는
암기카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암기카드의「암기카드 테스
트」( → 110 페이지) 의 정답(OK)
과 오답(NG) 수
선택한 암기카드의 음성 등록 수
선택한 암기카드의 등록 카드 수/
카드 총수

4 SUB PANEL 또는 소프트 아

이콘을 터치하여 표시 방법을
선택합니다
ᆞ 표시순서: ＜앞면부터 표시＞,
(카드 앞면부터 표시) 또는
＜뒷면부터 표시＞,
(카드
뒷면부터 표시)를 선택합니다.
(모든 카드를 표시) 또는 ＜OK이외를 표시＞,
ᆞ 표시: ＜전부 표시＞,
(「암기카드로 테스트하면서 외우기」(→ 110 페이지)에서 NG였던
카드와 출제되지 않은 카드를 표시)를 선택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카드가 표시됩니다.
ᆞ 음성이 등록되어 있으면
이 표시됩니다.
ᆞ 이 화면에서 다음 페이지의 조작
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여
장러가지
사용유
하용
기한 기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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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카드의 반대면 보기
앞뒤 카드 보기*1

조작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2

음성 듣기

키를 누릅니다. 또는 MAIN
PANEL의
을 터치합니다.

표시 중인 카드 수정

소프트 아이콘 ＜편집＞을 터치합니다.
(수정 방법 → 90 페이지)
수정한 후,
키를 누르고
＜위 내용으로 등록＞을 터치합니다.

카드 작성 시 참조한 화면 표시하기

소프트 아이콘 ＜참조＞를 터치합니다.
（「학습장」에서 카드를 작성한 경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표시 중인 카드(1매) 삭제

키를 눌러서*3「표시중인 데이터를
키를 누
삭제(1건)」를 선택하고,
릅니다.

표시 중인 암기카드의 OK/NG 정보
(1건) 삭제

키를 눌러서*3「표시중인 OK/NG
키를
를 삭제(1건)」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사용 중인 암기카드를 전부 삭제

키를 누르고*3「표시중인 암기카드
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계속해서「예」를
키를 누릅니다.
선택하고,

표시 중인 암기카드의 OK/NG 정보를
모두 삭제

키를 누르고*3「표시중인 암기카드
의 모든 OK/NG를 삭제」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계속해서「예」를
키를 누릅니다.
선택하고,

등록된 암기카드를 전부 삭제

키를 누르고*3「모든 암기카드의
데이터를 삭제」를 선택하고,
키
를 누릅니다. 계속해서「예」를 선택하
키를 누릅니다.
고,

*1

본 제품을 기울여도 똑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 120 페이지).
MAIN PANEL 의＜전 단어로＞＜다음 단어로＞를 터치해도 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프트 아이콘＜삭제＞를 터치해도 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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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카드의 음성 듣기
다음 조작은, 음성이 등록되어 있는 카드만 대상이 됩니다.

1 암기카드의 MENU화면을 표시합니다
ᆞ 학습장 선택하기 → 87 페이지

2
3

키로「암기카드 듣기」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로 사용하려는
암기카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암기카드의 음성 등록 수

4

키를 누릅니다

5

학습여
장러가지
사용유
하용
기한 기능

ᆞ 첫 카드가 표시되고 등록한 음성
이 발음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카드의 앞면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르면 카드의 앞면
과 뒷면이 바뀝니다.
ᆞ
을 누르거나 MAIN
PANEL의
을 터치하면
발음합니다.

6

키를 누르면 다음 카드에 등록한 음성이 발음되고,
르면 이전 카드에 등록한 음성이 발음됩니다.

키를 누

ᆞ 발음 후,
키를 누를 때마다 카드의 앞면과 뒷면이 바뀝니다.
ᆞ 암기카드를 종료할 때는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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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카드로 테스트하면서 외우기
1 암기카드의 MENU화면을 표시합니다
ᆞ 학습장 선택하기 → 87 페이지

2

키로「암기카드 테스트」를 선택하고,

키를 누

릅니다
ᆞ 이전에「저장하고 종료」를 선택한 경우,「테스트 계속하기」화면이 표시
됩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르십시오. (「테스
트 계속해서 시작하기」를 선택한 경우는 6로 진행합니다)

3

키로 사용하려는
암기카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암기카드의 「암기카드 테
스트」
의 정답(OK) 과 오답(NG) 수
선택한 암기카드의 음성 등록 수
선택한 암기카드의 등록 카드 수/
카드 총수

4 SUB PANEL 또는 소프트 아

이콘을 터치하여 출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ᆞ 표시순서: ＜앞면부터 표시＞,
(카드 앞면에서 뒷면 답 맞
히기) 또는＜뒷면부터 표시＞,
(카드 뒷면에서 앞면 답 맞
히기)를 선택합니다.
(모든 카드를 출제) 또는＜OK이외를 표시＞,
ᆞ 표시: ＜전부 표시＞,
(「암기카드 테스트」에서 OK가 아니었던 카드를 출제)를 선택합니
다.
(카드 등록순으로 표시）또는＜랜덤순＞,
ᆞ 출제순서: ＜등록순＞,
(무작위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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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를 누릅니다
ᆞ 출제가 시작됩니다.
ᆞ 음성이 등록되어 있으면
이 표시됩니다. 이 경
우,
키를 누르거나 MAIN
PANEL의
을 터치하면
발음합니다.

6 SUB PANEL에 답을 쓰고
키를 누릅니다

ᆞ SUB PANEL에 터치펜으로
쓰기 → 90 페이지

정답( 반대면) 이 표시됩니다.

7 입력한 답이 정답이면 SUB

PANEL의 ＜OK＞를, 오답이
면 ＜NG＞를 터치합니다

B

학습여
장러가지
사용유
하용
기한 기능

ᆞ ＜OK＞를 터치한 경우에는, 다
음 카드가 표시됩니다. 순서 6부
결과가 표시됩니다.
터 조작을 반복하여 주십시오.
ᆞ ＜NG＞를 터치한 경우에는, 복
습을 위해 똑같은 받아쓰기를 6
번 실시합니다. 「SUB PANEL
에서 쓰기→
키 누르기」
키
를 6번 반복한 후, 다시
를 누르면 다음 카드가 표시됩니
다.
ᆞ 다음 카드의 답을 맞히기 전에
키를 누르면, 앞 카드까
지의 결과를 저장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저장하고 종료(계속
해서 시작하기)」를 선택하고,
키를 누르십시오.
ᆞ 마지막 카드의 테스트를 끝내면 암기카드의 학습 결과가 표시됩니다.
키를 누르면, 암기카드의 MENU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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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카드의 테스트 결과 보기
1 암기카드의 MENU화면을 표시합니다
ᆞ 학습장 선택하기 → 87 페이지

2
3

키로「테스트 결과」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로 결과를 보
려는 암기카드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 테스트 결과가 그래프 (최대 25
회 분량)로 표시됩니다.
ᆞ 이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
조작
선택한 암기카드 의 테스 트
키를 눌러서*「표시중인 테스트 결과를 삭제」를 선
결과 삭제
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모든 암기카드의 테스트 결
키를 눌러서*「모든 암기카드의 테스트 결과를
과 삭제
삭제」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

소프트 아이콘＜삭제＞를 터치해도 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암기카드의 명칭 변경하기
이름을 변경하는 조작은 단어장과 동일합니다.
암기카드의 MENU 화면을 표시하여,
키로「암기카드 명칭변경」
을선
택하고
키를 누른 후, 95 페이지의 순서 3 부터 조작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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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듣기
검색한 단어/숙어/예문 등의 발음(네이티브음성ᆞ합성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 기능).

음성 들어 보기
스피커로 영어 발음을 들어 봅니다.
여기서는 예로, 「위기상황 돌파 영어 회화」에서 「Where is my seat?」의 발음을
듣습니다.

1 본체 측면의 음성 출력 전환 스

위치를 「SPEAKER」쪽으로
합니다

음성 출력 전환 스위치

2

키를 눌러서 MENU를 표시하고,
택합니다

3

키로 「위기상황 돌파 영어 회화」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키로 「회화１」을 선
키를

ᆞ 「상황별 회화편」→「기내ᆞ입
국」→「기내에서」→「Where is
my seat?」의 순서로 선택합니다.

5

키를 누릅니다
ᆞ

6

도움되는 기
능 사용하기

하여(검색 패턴 ３), 「Where
is my seat?」의 화면을 표시
합니다

학습장
사용하기

ᆞ 「위기상황 돌파 영어 회화」의 초기화면이 표시됩니다.

4 표제어의 선택ᆞ결정을 반복

이 반전되어,

이 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내 자리는 어딥니까?」라는 뜻의 영어 「Where is my seat?」가 스피
커에서 발음됩니다.
키를 계속해서 누르면 발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ᆞ

7

키를 눌러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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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하기
스피커와 이어폰의 전환, 발음속도와 음량 조정 등 음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성출력 중에는, Quick Palette（하드 아이콘）와 SUB PANEL 은 작동하지 않
습니다.
• 「건전지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표시되면, 음성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와 이어폰 전환하기
음성은 내장 스피커 또는 부속된 전용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듣기 전
에, 반드시 본체 측면의 음성 출력 전환 스위치를 전환하여 주십시오.
음성 출력 전환 스위치
PHONES(이어폰)

SPEAKER(스피커)

■스피커로 음성을 듣는 경우
스위치를 「SPEAKER」쪽으로 합니다.

■이어폰으로 음성을 듣는 경우
스위치를 「PHONES」쪽으로 합니다

이어폰으로 음성 듣기
반드시 부속된 전용 이어폰을 사용하십시오. 부속품 이외의 스테레오 이어폰을 사
용하면, 소리가 나지 않거나 음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노럴 이어폰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1 본체 측면의 음성 출력 전환 스위치를 「PHONES」쪽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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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어폰을 연결합니다.
ᆞ 이어폰 플러그는 안쪽까지 깊숙
히 꽂아서 단단히 연결하여 주십
시오.

음량 조절
■ 음량을 출력하지 않은 경우
①

또는
키를 누르면,
음량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②
( 음량 대)
( 음량 소) 로 음량을
키를 누릅니다.
조절하고,

음량 레벨

■ 음성을 출력 중인 경우

( 음량 대) 를 누르면 커지고,
( 음량 소) 를 누르면 작아집니다.
• 16 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반전, 또는 발음시키려는 단어가 선택되었을 때

SUB PANEL 의 ＜＋＞＜―＞를 터치하여
원하는 발음속도( 발음의 스피드) 또는 음
량으로 조정합니다.
• 음량이 크면 음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경우에는 음량을 약간 줄여 주십시오.

도움되는 기
능 사용하기

네이티브의 발음 듣기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네이티브의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태
이 표시
뜻 화면에
되어 있을 때
뜻 화면에 영어단어가 표
시되어 있을 때

설명
네이티브 발음이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영어단어의 네이티브 발음이 수록되어 있는지 본
제품이 탐색하고, 수록되어 있으면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약 10만어). 수록되어 있지 않아
도 합성음성에 의한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발음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19 페이지
• 네이티브 발음을 들을 수 있는 사전의 명칭은 GUIDE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35 페이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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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화면에

이 표시되어 있을 때

■ MAIN PANEL의 아이콘 터치하기

1 터치펜으로

터치하기

ᆞ 같은 화면에 여러 개의
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을 들으려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ᆞ 발음 듣기를 중단하려면 키보드
키를 누릅니다.
의

■ 키보드에서 조작하기

1 단어의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키를 누릅니다.

ᆞ

이 반전하고
가 표시
됩니다.
이 여러 개일 때는
ᆞ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키를 누릅니다
ᆞ

의 좌우 또는 아래에 있는 단어와 예문이 발음됩니다.

3 발음 듣기를 중단하려면
ᆞ

키를 누릅니다.

가 지워집니다.

을 눌러도 발음을 들
• 영어사전에서는 표제어 리스트/ 미리보기 화면에서
을 수 있습니다.
• 일본어/ 중국어 사전에서 네이티브 음성을 지원하는 표제어에 대해서는, 리스트/
미리보기 화면에서
키를 눌러도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영어(약 10만어)/일본어(약 7만어)/중국어(약 2만어)의 네이티브 음성 데이터는
카시오가 독자적으로 녹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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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화면에 영어단어가 표시되어 있을 때
영어사전에서 뿐만 아니라, 뜻 화면에 영어단어가 표시되어 있을 때 그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단어의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키를 누릅니다.

ᆞ 발음을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선
택되고,
이
표시됩니다.

2

키로 발음을 들
으려는 영어단어를 선택합니
다
ᆞ 터치펜으로 문자나 단어를 직접
터치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키를 누릅니다

4 발음 듣기를 중단하려면
ᆞ

도움되는 기
능 사용하기

ᆞ 선택된 단어가 발음됩니다.
ᆞ 발음 후보가 두 개 이상일 때(예를 들어, 동사로 발음할지 명사로 발음할지 등)
는 후보 일람이 표시됩니다.
키로 선택하고,
키를 누르십시오.
ᆞ 네이티브 발음이 수록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합성음성으로 발음을 들을 것
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키로 선택하고,
키
를 누르십시오.

키를 누릅니다.

가 지워집니다.

• 영어 이외의 단어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 일부의 동형이음어는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발음 언어설정이 OFF 로 되어있거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발음을 들을 수
없을 때는, 「발음언어설정」을「영어」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11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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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음성으로 발음 듣기
영어ᆞ스페인어ᆞ독일어ᆞ프랑스어ᆞ이탈리아어의 알파벳(단어‧숙어‧예문 등) 을 텍
스트 발음(합성음성) 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따라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전마다 어떤 언어로 발음할 것인지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만, 읽기 음성기능
이 「OFF」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언어로 발음할 것인지
를 설정합니다. → 11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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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주머
니속의 여행일본어
중국어(단어) : 중한사전ᆞ한중사전ᆞ현대한어대사전ᆞ중영대사전ᆞHSK 어휘ᆞ
HSK 관용어ᆞ주머니속의 여행중국어ᆞ비즈니스 중국어
• 중국어의 병음표기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발음되지 않는 한자가 있습니다.
•「일본문학작품 100 선」과 「세계문학작품 100 선」은 영어를 읽기언어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1 단어의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키를 누른 후에
를 누릅니다

키

ᆞ

가 표시되고, 발음을 들을
수 있는 단어와 예문이 선택됩니
다.
ᆞ 그리고 발음되는 언어의 아이콘
등)이 표시됩니다.
(

2

키로 듣고 싶은 단어와 숙어, 예문을 선택합니다
ᆞ 영어의 숙어와 예문이 선택되었을 때

키를 누르면, 앞 부분의 선택 범위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거나
가 한 단어 분량만큼 짧아집니다.
키를 누르면, 끝 부분의 선택 범위가 한 단어 분량만큼 짧아집니다.
ᆞ 터치펜으로 직접 터치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키를 누릅니다
ᆞ 단어와 예문이 발음됩니다.

4 발음 듣기를 중단하려면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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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가 지워집니다.

B

• 문장을 해석하고 발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형이음어와 숫자 등을 읽을
경우, 바르게 발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본어의 표제어로는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장이 긴 경우, 간격이 벌어지거나 도중에 끊어질 수 있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괄호를 포함하는 문장에서, 괄호 안은 생략하고 발음합니다.

음성기능 설정하기
음성 속도와 언어, 음량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키를 누른 후에
누릅니다

키를

ᆞ 설정항목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키로「발음설정」을 선
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 발음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키로 설정하려는 항목을
ᆞ
키를 누르면, 각
선택하고
각의 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발음언어설정

음량설정

설정 내용
네이티브 발음과 합성음성의 발음 속도는 5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키로 원하는 속도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속도 기준（「최고속」~「최저속」）：표준모드의 약 130% /
120％ / 100％ / 85％ / 75％
표시 중인 사전의 발음언어를 변경하거나 해제(발음하지
않음)할 수 있습니다.
키로 발음시키려는 언어를 선택하고,
ᆞ
키를 누릅니다.
ᆞ발음대상 언어와 다른 언어의 알파벳을 발음했을 때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음량을 16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로 원하는 음량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음성 출력 중에 음량을 조정하고 싶을 때는 → 115 페이
지

도움되는 기
능 사용하기

설정항목
발음속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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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을 기울여서 조작하기
본 제품은 기울기를 감지하는 센서(Action Sensor) 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키보
드나 화면에 손대지 않고 본 제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 JUMP 나 형광펜 등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센서의 ON/OFF 전환 → 211 페이지
•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에 대한 정보는 GUIDE 기능에서도 볼 수 있습니
다. → 135 페이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동작
조작
기능/콘텐츠
동작
①
암기카드 (→ 103 페이지)
「암기카드 보기」
「암기카드 듣기」
오른쪽 또는
카드 화면일 때, 앞 단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기
기울였을 때) 나 다음 단어( 오른쪽
울인 후에 원
으로 기울였을 때) 로 이동합니다.
래로 되돌립
니다
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 위기
예문이나 계산기 화면에서, 화면의
상황 돌파 영어 회화, 일본어 회 상하를 반전시켜서 대화 상대에게
화 사전, 여행 일본어 회화, 비즈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
니스 중국어, 직통 중국여행회화, 면 표시).
주머니속의 여행영어, 주머니속의
②
여행일본어, 주머니속의 여행중국
앞 또는 뒤로
어, 주머니속의 여행독일어, 주머
기울입니다
니속의 여행프랑스어, 주머니속의
여행이탈리아어, 주머니속의 여행
스페인어, Dr. PASSPORT(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
리아어, 중국어, 일본어), 계산기
세로 배치 표시가 가능한 기능/ 세로 배치(세로쓰기/가로쓰기) 표
③
시가 됩니다. （Book Style 표시）
오른쪽으로 콘텐츠（→ 45 페이지）
90°기울입니
다.
세로 배치인 경우, 이전 페이지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④
콘텐츠의 언어나 기울이는 방향에
오른쪽 또는
따라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왼쪽으로 기
ᆞ영어/한국어 콘텐츠
오른쪽으로 기울임 → 다음 페이지로
울인 후에 원
왼쪽으로 기울임 → 앞 페이지로
래로 되돌립니
ᆞ일본어 콘텐츠
다
오른쪽으로 기울임 → 앞 페이지로
왼쪽으로 기울임 → 다음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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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기울인 후에 원래로 되돌립니다

• 천천히 움직여 주십시오. 너무 빠르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②앞 또는 뒤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 화면이 상하가 바뀌어 있을 경우에는, 음성 기능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오른쪽으로 90°기울입니다

• 화면을 세워서 잡으십시오.
• 옆(기울이기 전의 위치) 으로 되돌
리면 화면의 레이아웃도 되돌아갑
니다.
도움되는 기
능 사용하기

• 키를 눌러서「세로 배치」로 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 작동하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 45 페이지
④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인 후에 원래로 되돌립니다

• 천천히 움직여 주십시오. 너무 빠르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 왼쪽으로 너무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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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사용하기
덧셈이나 나눗셈 등의 사칙연산 이외에, 상수계산과 메모리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표시하기

1
2

키를 눌러서 MENU를 표시하고,

키로「편리한 기능」

을 선택합니다

하고,

키로 「계산기」를 선택
키를 누릅니다

ᆞ 계산기가 표시됩니다.

3 계산을 시작할 때는

키를

누릅니다

ᆞ 본 제품을 기울이면 표시의 상하
가 반전합니다（→ 120 페이지).

• 계산기를 종료할 때는

키를 누릅니다.

계산기 조작 방법
계산기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MAIN PANEL 의 키를 터치하거나 키보드에 있는 다음
과 같은 키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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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보통 계산기와 똑같이 조작하여 주십시오.
사칙연산의 예
예제
53 +123 - 63 = 113

계산키 입력

963 ×(23 - 56) = -31779

상수계산의 예
상수를 입력한 후,

23

53
123
63

0.
53.+
176.113.

56
963

-33 ×
-31’779.

중에서 하나를 2 회 누릅니다.

예제
12+23= 35
45+23= 68

계산키 입력

표시

23

12
45

K
K

35. +
68. +

2.3
4.5

K
K

27.6 ×
54. ×

K

68. +

12

2.3×12 = 27.6
4.5×12 = 54
17 +17 +17 +17 = 68

표시

17

클리어(계산 내용 삭제) 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메모리 계산용 독립 메모리내의 수치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됩니다.

도움되는 기
능 사용하기

입력 내용 정정하기
키를 누른 후, 바른 숫자를 입력합니다.
숫자를 잘못 입력했을 때는
) 를 잘못 눌렀을 때는, 바른 기호를 다시 한 번 누른 후
계산기호 (
그대로 계산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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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를 사용한 계산 예
메모리계산에서는 다음의 키를 사용합니다.
: 독립 메모리에 수치를 더합니다
•
: 독립 메모리에서 수치를 뺍니다
•
: 독립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수치를 표시합니다
•
: 독립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수치를 클리어합니다
•
예제

계산키 입력
80
50
20

80×9 = 720
- )50×6 = 300
20×3 = 60
(합계)
480
193.2÷23 =
8.4
193.2÷28 =
6.9
123 - 193.2 = -70.2

193.2
123

표시
9
6
3
23
28

M=720.
M=420.
M=480.
M=480.

720.
300.
60.
480.

M=193.2
8.4
M=193.2
6.9
M=193.2 -70.2

이러한 상황에서는 에러가 됩니다
아래와 같은 상태가 되면 ‘E’
가 표시되고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 계산 도중의 수치 또는 답의 정수 부분이 12 자리를 초과한 경우
• 독립 메모리에 기억된 수치의 정수 부분이 12 자리를 초과한 경우
이 때는 ‘0.’
이 표시됩니다. 단, 독립 메모리내에는 자릿수를 넘기 전의 수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 0 으로 나누는 계산을 실행했을 때
키를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
에러가 발생했거나 계산을 계속할 경우에는
키를 누릅니다.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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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하는 사전을 즐겨찾기에 등록하기
자주 사용하는 사전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으면, 간단한 조작으로 신속하게 사전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즐겨찾기」에 아무 것도 등록되어 있지 않
습니다. 고객의 취향에 맞게, 즐겨찾기 사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록된 사전뿐만 아니라, 전송한 텍스트도 즐겨찾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즐겨찾기에 등록하기
10 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키를 눌러서 MENU를 표시합니다

2 MENU에서 등록하려는 사전

을 선택하고, SUB PANEL의 ＜즐겨
찾기 등록＞을 터치합니다

키로 등록할 장소(A~J)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도움되는 기
능 사용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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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에서 사전 선택ᆞ등록 해제

1

키를 누릅니다

2

키로 사전을 선택합니다

이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
사전 선택(초기화면을 표시함)
선택한 사전의 등록을 해제

조작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선택중인 즐겨찾기 등록을 해
제(1건)」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해제 후
됩니다.

모든 즐겨찾기 등록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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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르면 MENU 화면이 표시

키를 눌러서「모든 즐겨찾기 등록을 해제」
키를 누릅니다.
를 선택하고,
ᆞ해제 후
키를 누르면 MENU 화면이 표시
됩니다.

LIBRARY 활용하기
LIBRARY란 무엇인가?
LIBRARY 는 PC 나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여 본 제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
입니다. 구입 당시에는 「LIBRARY」에 아무 것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객의
취향에 따라 PC 의 텍스트, 사진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LIBRARY 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용 → 128 페이지
• 전용 소프트웨어「EX-word TextLoader」
→ 전자책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본 제품에서 읽음
→ PC 에서 작성한 텍스트 파일을 본 제품에서 읽음
• 별매되는 microSD 메모리카드 사용 → 129 페이지
• 사진 데이터 사용하기 → 131 페이지
주의사항
• 전자책(텍스트 파일) 은, 전자사전 본체 및 별매하는 microSD 메모리카드에 각
각 200 개, 총 400 개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파일명의 문자 수에 따라 전
송 가능한 개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동작 환경
한국어판 OS
소프트웨어
EX-word TextLoader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Mic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XP Professional *

Microsoft
Windows Vista
(32bit판)

Microsoft
Windows 7
(32bit판)

○

○

○

○

도움되는 기
능 사용하기

* Windows XP Professional x64 Edition 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Macintosh/Mac OS 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 PC 의 환경 (CPU/ 하드디스크 용량/ 메모리 용량 등) 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동
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른 OS 에서 업그레이드된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XP
Home Edition/XP Professional, Windows Vista, Windows 7 에서의 동작
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에 관 련된 최신 정보는 아 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http://www.excellent-wor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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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사용을 위한 준비
전자사전의 잔여 메모리 용량 검색
전자사전의 내장 메모리는 노트나 암기카드 사용으로 감소되어 갑니다.
LIBRARY 를 사용하기 전에 메모리 용량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1
2

키를 2회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본체저장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ᆞ

잔여 메모리 용량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르면 MENU화면
이 됩니다.

「EX-word TextLoader」
「EX-word TextLoader」는, PC 의 텍스트 데이터를 본 제품에 전송하기 위한 무상
소프트웨어입니다.
• 「EX-word TextLoader」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설명서와 함께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http://www.excellent-word.co.kr/
• 인스톨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운로드한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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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D 메모리카드 사용하기
시판되는 microSD 메모리카드 및 microSDHC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여 본 제품의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경고
microSD 메모리카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만약 어린이가 삼켰을 경우에는, 바로 의사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도움되는 기
능 사용하기

【중요】
ᆞ반드시 microSD 메모리카드 및 microSDHC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른 메모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작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ᆞmicroSD 메모리카드에 액세스 중일 때는, 다음과 같은 조작을 삼가해 주십시오.
- microSD 메모리카드 꺼내기
- USB 케이블을 꼽거나 빼기
- 본 제품이나 PC 의 강제 종료
-「EX-word TextLoader」및 Windows 의 강제 종료
ᆞmicroSD 메모리카드에는 앞 뒷면, 전후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틀리게 하여 억지로 삽입하려고 하면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ᆞmicroSD 메모리카드의 사용설명서도 읽어 주십시오.
ᆞmicroSD 메모리카드에 따라서는 포맷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
우, microSD 메모리카드를 삽입하고 본 제품의 전원을 켜면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포맷해도 되는 경우에는 메시지에 따라 조작하 여 주십시오. (포맷하면,
microSD 메모리카드의 내용이 소멸됩니다. 포맷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작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ᆞPC 에서 microSD 메모리카드로 파일을 전송한 경우의 파일 용량은 본체의 메
모리로 전송한 경우와 다릅니다. (microSD 메모리카드의 규격상의 차이로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ᆞmicroSD 메모리카드로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EX-word TextLoader」사용
시 표시되는 사이즈보다 많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ᆞ전지의 수명이 다되었을 때 microSD 메모리카드를 사용하면, microSD 메모리
카드의 종류에 따라, 전지 소모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은 채 화면이 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전지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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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D 메모리카드 삽입하기ᆞ꺼내기

1 본 제품의 전원을 끕니다
ᆞ 반드시 전원을 꺼 주십시오.

2 microSD 메모리카드 커버를
엽니다

3 microSD 메모리카드의 잘

린 방향을 그림과 같이 하여,
microSD 메모리카드 삽입부
에 확실하게 밀어 넣습니다

꺼낼 때는
microSD 메모리카드를 누르면, 카드가 조
금 앞으로 나옵니다. 카드를 잡고 당겨서 뺍
니다.
• 무리하게 잡아 빼지 마십시오. 본 제품이
나 microSD 메모리카드의 파손 원인이
됩니다.

4 microSD 메모리카드의 커버를 닫습니다
• microSD 메모리카드 삽입부에 microSD 메모리카드 이외의 것을 넣지 마십시
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만일 microSD 메모리카드 삽입부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본 제품
의 전원을 끄고 전지를 꺼낸 다음, 판매점 또는 카시오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microSD 메모리카드 안의 폴더에 액세스 중일 때는, 메모리카드를 꺼내지 마십
시오.
파일이 제대로 전송되지 않거나 microSD 메모리카드가 파손되는 등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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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데이터 사용하기
microSD 메모리카드에 저장한 사진 데이터(JPEG 형식) 를 볼 수 있습니다 (포토
뷰어).
또, 사진을 본 제품의 MENU 화면이나, 전원 OFF 시의 화면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데이터는 반드시 PC 등에 백업을 저장하여 주십시오. 정전기나 메모리카드
의 파손, 잘못된 사용 등으로 인해, 메모리카드의 사진 데이터가 지워지거나, 읽
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으로 볼 수 있는 사진 데이터
• 대응 파일 포맷 : JPEG(대응 확장자 : jpg, jpe）
• 최대 화상 크기 : 4000 X 3000 도트
• 최대 파일 수 : 한 개의 폴더에 200 개 파일 (폴더도 파일 한 개로 카운트합니다.
또, 최대 5단계까지 폴더 안의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데이터 보기ᆞ확대/축소하기

1 사진 데이터가 저장된 microSD 메모리카드를 본 제품에 삽입합니다.
ᆞ 반드시 본 제품의 전원을 끄고 삽입하십시오.
ᆞ microSD 메모리카드의 삽입 방법 → 130 페이지

2 본 제품의 전원을 켜고
3

키를 2번 누릅니다

키로「포토앨범」을 선
택합니다

4

키로 보려는 사진 데이터를 선택하고,

도움되는 기
능 사용하기

ᆞ microSD 메모리카드에 있는 사
진 데이터의 일람이 표시됩니다.
ᆞ 메모리카드에「DCIM」이라
는 폴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폴더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르면, 한 단계
위를 표시합니다.
ᆞ 메모리카드에는 LIBRARY 제어
용 폴더(CASIO)와 파일이 자동
적으로 작성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사진 데이터가 폴더 안에 있을 때는,
키로 폴더를 선택하고
키
를 누르면, 폴더 안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ᆞ 사진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ᆞ 사진 데이터의 화상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표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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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ᆞ축소
사진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을 때 소프트 아이콘＜확대＞또는＜축소＞를 터치하면,
사진 데이터가 아래와 같이 확대/ 축소 표시됩니다(2 단계).
(처음 확대 시)

（확대 1）

（확대 2）

＜확대＞

＜확대＞

➜

➜
➜

➜

＜축소＞
＜축소＞
• 사진 데이터의 원래 사이즈(화소 수) 가 큰 경우에는, 축소(리사이즈) 표시됩니다.

사진 데이터 등록하기/취소하기
좋아하는 사진 데이터를 MENU 화면에 표시되는 각 카테고리의 아이콘이나, 전원
을 껐을 때의 화면(OFF 화면)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화면에 등록하려는 사진 데이터
를 표시한 후, 소프트 아이콘
＜화면등록＞을 터치합니다

ᆞ 「MENU／OFF화면등록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사진 데이터
가 등록된 카테고리명 옆에는,
사진 데이터의 파일명도 표시됩
니다.

2

키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 「등록했습니다」라고 표시되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ᆞ 등록 후에는, 본 제품에서 microSD 메모리카드를 꺼내도 데이터는 본 제
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키로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ᆞ 등록된 사진 데이터를 취소할 때는,
키를 누르면,「화면등록 변경」화면 이 표시됩니다.
선택하고
키로 「선택 중인 항목의 화면을 처음으로 되돌린다」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MENU화면에서 이미 등록된 사진 데이터를 취소하려면

1 MENU화면에서 사진 데이터가 등록된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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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화면등록 변경」화면이 표시됩니다)
키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본 장의 설명을 보는 방법
사전 이름
카테고리
( → 28 페이지)

⪞

ᣃ⨮#▲⪞▖ⳮ+⪞▖ⳮ,
0#ท♞⅖⢮⠂#㔆⦪⟮#᩶ᖎ♞#ಪጾ#ᒃ◮#ⅲท♞⅖⢮
0#⢿㛿㘂ඊ#Ⅻ⇢㘆#㔪⠞/#㔷Ḫ㘆#❓ᣪ䰢
0#⸆⎊#♞㟂#⢿ᶞ#Ꭺ㒗#⋂ᤇ/#ᎎ☻㘆#♞ᴿ#⢿ᶞ#Ჹ#Ⳣඊ⠺ಪ#ಪᖇ䰢
0#㔆⦪Ꭺท♞⅖⢮⠂#ຆ⢿⟮#⛮ᵧ㘂ശ#᳂⚫/#ⵞ൮⢫⟦ᤆ#⢿ᩖ㘆#⢿㉟#ท♞⅖⢮#

㥆ⴆ⪞#ᅪ△俁㠒㘞#4係=
പⅳ㘂ᣎጾ#᎒♞⠂#ⵂ⟶#ᬱ#ສ⠺ᨦ#⠯ᣏ1#

사전 소개문

사전의 초기화면

⫫•ⱺ#ᅪ△俁㠒㘞#4係=
പⅳ㘂ᣎጾ#⚫♞⠂#ⵂ⟶#ᬱ#ສ⠺ᨦ#⠯ᣏ1
䭽vwh䭾⩪#⠯ᣏ㘂ඊ#䭽vwhdg|#
• ⚲,##
vhoohu䭾ᨦ#പⅳ㘓፲ᎎ1
ᇊ⪞#ᅪ△俁㠒㘞#4係=
പⅳ㘂ᣎጾ#᎒♞⠂#ⵂ⟶#ᬱ#ສ⠺ᨦ#⠯ᣏ1#
䭽⅖䭾⩪#⠯ᣏ㘂ඊ䭽⅖ᠻ䭾⟮#പⅳ㘓፲ᎎ1#
• ⚲,##

①검색 항목【②검색 방법】
③검색 방법의 개요
④검색 방법 보충

①
②
③
④

검색
검색
검색
검색

검색 항목 ①

영문자 검색【패턴 1】
: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ste」까지 입력하고 「steady
seller」를 검색합니다.

항목 : 화면에 표시되는 검색 항목을 나타냅니다.
방법 : 검색 방법을 패턴 1~5 로 나타냅니다.
방법의 개요 : 검색 방법의 개요를 나타냅니다.
방법 보충 : 검색 방법의 예나 보충 설명을 나타냅니다.

도움되는 기
능 사용하기

• 패턴 1~5 의 검색 조작에 대해서는, 「단어 검색하기」(31 페이지) 에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 특수한 검색 방법이나 사전 이외 콘텐츠의 조작에 대해서는, 이 장에 자세한 내
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패턴 1/ 패턴 2 에서 입력 가능한 최대 문자 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 12
문자, 병음 20 문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14 문자, 알파벳 30 문자입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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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주의사항
본 제품에 수록된 각 사전/ 모드의 내용은, 각 저작물을 각 편집자/ 감수자 및 각 발
행소의 협력을 얻어 편집한 것입니다.
본 제품에 수록된 내용 및 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전재ᆞ복사하는 행위
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용도 이외는 저작권법상 각 편집자/ 감수자, 각 발행소 및 당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각 사전/ 모드의 저작권 표기나 수록어 수 등에 대한 정보는, GUIDE 기능의 「저
작권」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의 범례 등을 보기 → 135 페이지)

기타 주의사항
• 화면표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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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가
있습니다.
• 본 제품에 수록된 각 사전은 각각의 서적판 사전을 바탕으로 출판사에서 전자 데
이터로 작성하여 제공받고 있습니다.
각 사전의 오기(오식), 오용에 대해 폐사에는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일부 사전을 제외하고, 사진ᆞ그림ᆞ표ᆞ박스 기사ᆞ부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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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기능
각 검색 기능의 대상 사전/ 모드명 일람, 사용 중인 사전이나 모드의 범례(편집 방침,
이용 방법 등), 수록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별 대상 사전/모드명 보기

1

키를 눌러서 MENU화면
을 표시합니다

2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릅니다

3

키로 보려는 항목을 선
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사전의 범례 등을 보기

1 범례를 보려는 사전의 초기화면
을 표시합니다

2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릅니다

3

키로 보려는 항목을 선
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 GUIDE 기능을 종료할 때는

키를 누릅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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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사전 일람
본 제품에는「학습용 콘텐츠」(아래 표의「＊」표시 ) 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학습용 콘텐츠」는「학습」
「테스트」「복습」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말합
니다.
EW-B3500
카테고리

국어

영어

일본어

학습1

136

사전/모드

페이지

동아 새국어사전 (국어사전)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동아 現代活用玉篇 (옥편)
고사성어 따라잡기
한자능력검정시험＊
두산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두산동아 프라임 한영사전
Oxford Advanced Learner s Dictionary
(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박정 TOEFL insight Vocabulary＊
Remarkable Speeches and Words
세계문학작품 100선
두산동아 프라임 일한사전
두산동아 프라임 한일사전
広辞苑
新漢語林
동아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新明解日語辞典
일본 외래어 사전
カタカナ語新辞典
NHK日本語発音アクセント辞典
일본어능력시험 2ᆞ3ᆞ4급 한자왕＊
일본어시험 JPT 필수단어 3000

140
140
141
142
143
153
154
149
155
156
158
158
159
160
160
161
162
163
163
164
164
165
168

漢字ターゲット1700＊

168

EJU 스코어 UP 독해+청해

170

EJU 스코어 UP 청독해+기술

170

리스닝 일본어

172

일본어문법책

174

しごとの日本語（メールの書き方編）

174

しごとの日本語（電話応対基礎編）

175

카테고리

학습2

학습3

중국어

회화1

편리한 기능

페이지
178
176
168
178
177
178
179
179
179
180
180
180
181
181
183
183
184
186
189
190
190
190
190
191
191
192
192
192
192
192
192
192
192
193
195
196
87
122

수록사전
사용하기

회화2

사전/모드
수준별 일본어 多読 라이브러리
일본문학작품 100선
古文単語・熟語ターゲット270＊
日本古典名作冒頭選
일러스트로 읽는 일본 미니백과
日本語で読む日本文化
明鏡日本語クイズ300
問題な日本語
続弾！問題な日本語
ことば選び辞典
敬語早わかり辞典
日本語○×辞典
日本語知識辞典
고려대학교 중한사전
고려대학교 한중사전
현대한어대사전
중영대사전(제3판)
중국어능력 평가시험 HSK어휘8822＊
우선순위 HSK 관용어
Dr. PASSPORT
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
위기상황 돌파 영어 회화
일본어 회화 사전
여행 일본어 회화
비즈니스 중국어
직통 중국여행회화
주머니속의 여행영어
주머니속의 여행일본어
주머니속의 여행중국어
주머니속의 여행독일어
주머니속의 여행프랑스어
주머니속의 여행이탈리아어
주머니속의 여행스페인어
PUZZLE
영어 통합검색
한중일 통합검색
학습장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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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B6500
카테고리

국어

Oxford

영어

일본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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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모드
동아 새국어사전 (국어사전)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동아 現代活用玉篇 (옥편)
고사성어 따라잡기
한자능력검정시험＊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옥스포드 미국영어사전)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옥스포드 영영대사전)
Oxford Advanced Learner s Dictionary
(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
Oxford Thesaurus of ENGLISH
(옥스포드 유의어사전)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옥스포드 연어사전)
Oxford Idioms Dictionary
(옥스포드 숙어사전)
Oxford Phrasal Verbs Dictionary
(옥스포드 동사구학습사전)
Oxford Learner s Wordfinder Dictionary
(옥스포드 영영활용사전)
두산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두산동아 프라임 한영사전
능률 VOCA 어원편
능률 VOCA 테마편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박정 TOEFL insight Vocabulary＊
Remarkable Speeches and Words
세계문학작품 100선
두산동아 프라임 일한사전
두산동아 프라임 한일사전
동아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新明解日語辞典
일본 외래어 사전
NHK日本語発音アクセント辞典

페이지
140
140
141
142
143
147
148
149
149
150
151
152
153
153
154
154
155
155
156
158
158
159
160
162
163
163
164

카테고리

일본어2

일본어3

중국어

회화1

편리한 기능

페이지
165
168
170
170
174
176
177
179
179
179
180
180

日本語○×辞典
日本語知識辞典
고려대학교 중한사전
고려대학교 한중사전
현대한어대사전
중영대사전(제3판)
중국어능력 평가시험 HSK어휘8822＊
우선순위 HSK 관용어
Dr. PASSPORT
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
위기상황 돌파 영어 회화
여행 일본어 회화
비즈니스 중국어
직통 중국여행회화
주머니속의 여행영어
주머니속의 여행일본어
주머니속의 여행중국어
주머니속의 여행독일어
주머니속의 여행프랑스어
주머니속의 여행이탈리아어
주머니속의 여행스페인어
PUZZLE
영어 통합검색
한중일 통합검색
학습장
계산기

180
181
181
183
183
184
186
189
190
190
190
191
191
192
192
192
192
192
192
192
192
193
195
196
87
122

수록사전
사용하기

회화2

사전/모드
일본어능력시험 2ᆞ3ᆞ4급 한자왕＊
일본어시험 JPT 필수단어 3000
EJU 스코어 UP 독해+청해
EJU 스코어 UP 청독해+기술
일본어문법책
일본문학작품 100선
일러스트로 읽는 일본 미니백과
明鏡日本語クイズ300
問題な日本語
続弾！問題な日本語
ことば選び辞典
敬語早わかり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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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동아 새국어사전(국어사전)
- 국어사전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동아 새국어사전
- 정확하고 상세한 풀이, 풍부한 용례！
- 최신 어휘 정보 대폭 수록, 다양한 어법 정보 및 참고자료가 가득！
- 표준대국어사전의 규정을 완벽하게 반영,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통 국어사전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영문자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ste」까지 입력하고 「steady
seller」를 검색합니다.
고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을 검색합니다.
• 예>「사」까지 입력하고「사랑」

국어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은 ＜Encyclopaedia Britannica ＞를
저본으로 하되, 한국의 독자를 기준으로 동양학과 한국학 분야를 대폭 보
강하여 출간되었습니다.

한글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아시」까지 입력하고「아시아」
를 검색합니다.
영문자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as」까지 입력하고「Asia」를 검
색합니다.
그림으로 검색【패턴 5】：
MAIN PANEL 에 큰 그림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정을 반복합니다.
• MAIN PANEL 에 큰 그림이 표시되었을 때, SUB PANEL 에 해설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르거나 소프트 아이콘 ＜해설화면＞을 터치하면 MAIN PANEL 에 해
설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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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동아 現代活用玉篇(옥편)
- 한자 학습과 실무의 필수 동반자! 현대활용옥편
-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및 인명용 한자를 수록하여 학습과 실무에 꼭 필
요한 사전
- 6 천4 백여 자의 상용한자와 표제어를 수록하여, 초보자부터 전공자까
지 두루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전

한자검색【패턴 2】:
SUB PANEL 에 검색하려는 한자를 입력
키를 누릅니다.
한 후,
한자음【패턴 2】:
１ 검색하려는 한자의 음을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２ 한자를 선택한 후,
다.

키를 누릅니

부수획수【패턴 2】:
１ 부수획수(1~17 획) 를 입력하고,
２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2 번 누릅니다.

３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총획수【패턴 2】:
총획수 (1~33 획 ) 를 입력하고,
니다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합

부수일람【패턴 2】:
검색하려는 한자의 부수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른 후,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합니다.

키를 다시 한 번 누

１「부수획수」를 선택한 후, 부수획수(1~17 획) 를 입력하고
２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３ 총획수(1~33 획) 를 입력한 후,
４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어휘【패턴 2】:
검색하려는 단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부수ᆞ총획수 검색【패턴 4】: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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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고사성어 따라잡기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듣는 고사성어를 위주로 그 관련 고사를 극
화하여 실었다. 단순히 성어의 뜻이나 생성 기원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선인들의 지혜와 철학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엮었다.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태」까지 입력하고「태산북두」
를 검색합니다.
한자검색【패턴 2】:
SUB PANEL 에 검색하려는 한자를 입력
키를 누릅니다.
한 후,
부수획수【패턴 2】:
１ 부수획수(1~16 획) 를 입력하고,
２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2 번 누릅니다.

３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４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3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５

키를 누릅니다.

６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총획수【패턴 2】:
１ 총획수(1~29 획) 를 입력하고,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３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2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４

키를 누릅니다.

５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부수일람【패턴 2】:
１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2 번 누릅니다.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３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2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４

키를 누릅니다.

５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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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부수ᆞ총획수 검색【패턴 4】:
１ 부수획수(1~16 획) 를 입력하고,
２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３ 총획수(1~29 획) 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４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５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4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６

키를 누릅니다.

７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 부수는 획수검색 또는 일람검색의 어느 방법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자음【패턴 2】:
１ 한자의 음을 한글로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３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2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４

키를 누릅니다.

５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국어

키를 누릅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시험 급수 (1 급~6 급) 완벽 대비.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한
자 지침서 전급수 통합판.

• 「한자능력검정시험」은 내용이 6 개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습ᆞ테스
트ᆞ복습과 한자를 검색할 때는 우선
공부하고자 하는 급수를 선택합니다.
(복습은 급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급」선택
１
２

키로「급」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로 공부하려는 급수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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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테스트／복습【패턴 ４】:
■시작 방법
키로「학습／테스트／복습」을 선택하고
•
키로 학습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학습 :

키를 누른 후,

모드

１

키로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전부 표시 (단어, 해석, 설명문을 봅
니다)
ᆞ표제어 감추기(해석, 설명문만 보고
단어를 생각합니다)

２

키로 자음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３

키로 공부하려는 음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
ᆞ한자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표제어 (한자 ) 가 나타내는 뜻을 표시
합니다 .
ᆞ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때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되어 있
는 한자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４

키로 학습하려는 한자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순서 1 에서 선택한 표시 형식으로 내용이 표시됩니다.
ᆞ순서 1 에서「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
키를 누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표시/ 비표시로 전환됩니다.
ᆞ화면에
이 표시되면 터치펜으로 <예문ᆞ해설> 을 터치하여 한자의 필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ESC／LIST ＞를 터치
합니다.
ᆞ내용 표시와 필순 표시를 참조하면서 SUB PANEL로 받아쓰기 연습을 할 수
도 있습니다.
ᆞ다음 단어로 진행하려면 SUB PANEL의 ＜다음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앞 단어로 돌아가려면 SUB PANEL의 ＜전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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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테스트 :
１

키로 출제 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２ 해답을 한자로 입력합니다.
３

키를 누릅니다.
ᆞ화면에 테스트 결과( ○×) 와 해답
을 표시합니다.
ᆞ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르면, 이전 화면(문제 표시) 으로 되돌아갑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르면, 조작 순서 1 보다 하나 이전의
또한, 마지막 문제인 경우에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복습 :
키로 복습 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화면 하부에서 선택된 항목에 대응
하는 한자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정답 : 테스트에서 답을 맞힌 단어
오답 : 테스트에서 답을 틀린 단어
체크 : 체크마크가 표시된 단어
키를 누르면, 정답이나 체크된
단어 리스트로 전환됩니다.
「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표제어(한자)가 나타내는 뜻을 표시
합니다.

２

키를 눌러서 복습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ᆞ조작순서 1 번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응하는 상태로 내용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ᆞ「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표시 /비표시로 전환됩니다.
ᆞ터치펜으로 ＜예문ᆞ해설＞을 터치하면 한자의 필순이 표시됩니다. 원래 화면
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ESC／LIST ＞를 터치합니다.
ᆞ다음 한자로 진행하려면, SUB PANEL 의 ＜다음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키
ᆞ앞 한자로 돌아가려면, SUB PANEL 의 ＜전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릅니다.
를 누른 후
ᆞ항목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순서 １의 리스트를 표시하고 있을 때
키를 눌러서「항목정보 삭제」
화면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을 선택, 실행하여 주
십시오.

수록사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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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검색【패턴 2】:
SUB PANEL 에 검색하려는 한자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한자음【패턴 2】:
검색하려는 한자의 음을 한글로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한 한자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
•
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수획수【패턴 2】:
１ 부수획수를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선택한 급수에 따라 입력 가능한 최대 획수가 다릅니다.
２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2 번 누릅니다.

３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한 한자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
ᆞ
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총획수【패턴 2】:
총획수를 입력하고 ,
키를 누릅니다.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급수에 따라 입력 가능한 최대 획수가 다릅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한 한자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
•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수일람【패턴 2】:
검색하려는 한자의 부수를 선택하고,
키를 2 번 누릅니다. 후보 일람에서 한자
를 선택합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한 한자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
•
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수획수 검색」또는「부수일람 검색」,「총획수 검색」을 조합하여 검색할 수
도 있습니다 .
부록【패턴 ４】:
• 한자와 한글을 입력하여 각 급수의 한자가 사용된 고사성어와 사자성어 등을 검
색할 수 있습니다.
１

키를 눌러「부록」을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ᆞ1 급을 선택한 경우에만「轉義語」가 표시됩니다.

２ 검색하려는 단어의 종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３ 검색 방법을 선택하여 검색을 실시합니다.
ᆞ「리스트」에서는 일람 리스트부터 검색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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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한자검색」에서는 SUB PANEL 에 한자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ᆞ「한글검색」에서는 한글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ᆞ「부수획수」
「총획수」
「부수일람」은 위에 제시한 동명의 검색 방법과 순서가
동일합니다.
４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Oxford

키를 누릅니다.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옥스포드 미국영어사전)(EW-B6500)
OED 제 3 판용 데이터 및 2 백만어에 달하는 US 데이터을 구사해 단어에
관한 최신정보를 반영 편찬한 새로운 미국영어사전.
북미의 문화적 정보도 풍부하게 수록.
명쾌한 설명과 함께 적절한 예문이 풍부하게 실려있는것이 특징. 미국의 지
식인들이 사용하는 표준영어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영어를 전달하는 사전.

표제어 검색 【패턴 1】: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ste」까지 입력하고「steady」를
검색합니다.
스펠링 체크【패턴 2】:
스펠링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단어를 입
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comunicate」라고 입력하고, 올
바른 스펠링의「communicate」
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숙어 검색【패턴 2】:
숙어를 검색하려는 영어단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이라고 입력하고「look after」를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예문 검색【패턴 2】:
예문을 검색하려는 영어단어 또는 숙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 for」라고 입력하고「he looked pretty fit for his age.」를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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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옥스포드 영영대사전)(EW-B6500)
- 최신의 Corpus 정보를 기본으로 편집된 현대영어사전으로 전문영어 또
한 풍부히 수록한 정평있는 영영사전
- 풍부한 예문으로 단어의 자연스러운 사용법을 통해 Native 적인 사고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ste」까지 입력하고「steady」를
검색합니다.
스펠링 체크【패턴 2】：
스펠링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단어를 입
키를 누릅니다.
력한 후,
• 예>「comunicate」라고 입력하고, 올
바른 스펠링의「communicate」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숙어 검색【패턴 2】：
숙어를 검색하려는 영어단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이라고 입력하고「look after」를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를 삽입합니다.
예문 검색【패턴 2】：
예문을 검색하려는 영어단어 또는 숙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 「look for」라고 입력하고,「companies are looking for a sales hook.」
을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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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영 어 (옥스포드 영영사전(제7판))
183,500 의 단어와 숙어및 의미, 85,000 개의 예문, 1,200 개의 유의어
를 포함한 200 개의 특별한 동의어해설을 탑재해, 3,000 만명이상이 사
용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언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으로 수준높은 영어학습자를 위해서는 이 이상의 것이 없는 사
전이다.
표제어 검색 【패턴 1】: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ste」까지 입력하고 「steady」
를 검색합니다.
스펠링 체크【패턴 2】:
스펠링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단어를 입
키를 누릅니다.
력한 후,
• 예>「comunicate」라고 입력하고, 올
바른 스펠링의「communicate」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숙어 검색【패턴 2】:
숙어를 검색하려는 영어단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이라고 입력하고「be just looking」을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를 삽입합니다.
예문 검색【패턴 2】:
예문을 검색하려는 영어단어 또는 숙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 for」라고 입력하고,「Are you still looking for a job?」을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Oxford Oxford Thesaurus of ENGLISH
- 압도적인 수록어수로 영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의어 사전.
- 개정되어 보다 Fresh 한 영어를 수록
- 모든 어의는 샘플 프레이즈가 딸려 있어서 뉘앙스와 사용법이 알기 쉽
고, 영어를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사람에게 최고 적합한 사전입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옥스포드 유의어사전)(EW-B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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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ste」까지 입력하고「steady」의
유의어를 검색합니다.
숙어 검색【패턴 2】:
숙어를 검색하려는 영어단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이라고 입력하고, look 을
사용한 숙어의 유의어를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Oxford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옥스포드 연어사전)(EW-B6500)
연어(collocation) 는 ‘speak fluently’, ‘meet a challenge’,
‘winning formula’
와 같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들은
자연스런 회화와 작문에 없어서는 안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또한 ‘bright
idea’
나 ‘talk freely’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연어(collocation) 는 자
연스러운 영어에 없어서는 안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본 사전에서는 9,000
어의 표제어에 250,000 어를 넘는 연어(collocation) 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일반적인 어구 뿐만 아니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및 전치사등과
같이 표제어와 함께 사용되는 연어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60,000 개
이상의 예문은 연어(collocation) 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시하고, 문법이나 유용한 언어 정보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ste」까지 입력하고「steady」의
연어를 검색합니다.
연어 검색【패턴 4】:
１ 연어를 알고 싶은 단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２ 검색하려는 품사의 조합을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３ 리스트에서 알고 싶은 연어를 선택한 후,
• 예>「take back」이라고 입력하고,「take back」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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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어 검색【패턴 2】:
숙어를 검색하려는 영어단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이라고 입력하고「~ and see」를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예문 검색【패턴 2】:
예문을 검색하려는 영어단어 또는 숙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 for」라고 입력하고「Look for the common ~ in all these cases.」
를 검색합니다 .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Oxford Oxford Idioms Dictionary(옥스포드 숙어사전)

(EW-B6500)
‘flavor of the month’는 1940 년대 아메리카에서 독특한 맛의 아이스
크림을 한달 동안 판매한 아이스크림 가게의 판매 캠페인에서 유래된 것을
아십니까? 또한, ‘off the cuff’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 전에 셔츠의
소맷부리에 메모를 하는 깔끔하지 못한 습관을 뜻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Oxford Idioms Dictionary 제 3 판에서는 이런 숙어들은 물론, 보다
많은 숙어에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사전에서는 영어를 풍부
하고 매력적인 언어로 표현한 관용표현이나 속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요
한 신판에서는 350 개의 완전 신규 항목과 500 개 이상의 새로운 인용문
을 포함해 5,000 개를 넘는 숙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언어
연구 프로그램인 Oxford English Reading Program 의 연구결과를 이
용하여 많은 새로운 숙어를 기재하기 위해 본문을 최신화하였습니다. 표
제항목은 여러가지 범위의 원전과 과거부터 모아온 실제 예등의 풍부한 인
용문에 의해 이루어져 있어, 정확함과 동시에 사용하기 쉽도록 전체적으
로 재설계 되었습니다. 영어의 다채로운 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
라도 이 사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펠링 체크【패턴 2】：
스펠링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단어를 입
키를 누릅니다.
력한 후,
• 예>「com」라고 입력하고, 올바른 스
펠링인「comb」
을 검색할 수 있습
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ste」까지 입력하고 「steady」
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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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어 검색【패턴 2】：
숙어를 검색하려는 영어단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이라고 입력하고「look a sight」을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예문 검색【패턴 2】：
예문을 검색하려는 영어단어 또는 숙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라고 입력하고,「She was on her knees looking for the coin.」
• 예>「look for」
을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Oxford Oxford Phrasal Verbs Dictionary(옥스포드 동사구학

습사전)(EW-B6500)
6,000 어 이상의 자주 사용하는 동사구를 학생들이 바르게 이해하며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ste」까지 입력하고 「steer」를
검색합니다.
스펠링 체크【패턴 2】：
스펠링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단어를 입
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com」라고 입력하고, 올바른 스
펠링인「comb」을 검색할 수 있
습니다.
동사구 검색【패턴 2】：
동사구를 검색하려는 영어단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이라고 입력하고「look around」을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예문 검색【패턴 2】：
예문을 검색하려는 영어단어 또는 숙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 for」라고 입력하고,「I’ll look out that book for you.」를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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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Oxford Learner s Wordfinder Dictionary

(옥스포드 영영활용사전)(EW-B6500)
「의미」에서「단어」를 찾는 획기적인 사전. 600 테마에서 점점 넓어지는
어휘의 세계는 Writing 학습에도 최적의 사전입니다.
키워드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enj」까지 입력하고「enjoy」의
표현을 검색합니다.
관련어검색【패턴 2】:
관련된 단어에 대해 검색하고 싶은 단어
를 입력.
• 예>「good time」이라고 입력하고,
관련된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예문 검색【패턴 2】:
예문을 검색하려는 영어단어 또는 숙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 for」라고 입력하고「I ll look out for you at the concert tonight.」
을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토픽 에리어【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정을 반복합니다.

영어

두산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신어와 새 말뜻을 대폭 수록하였으며, 토익·토플과 같은 주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용례를 엄선하였습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표제어 검색 【패턴 1】: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ste」까지 입력하고「steady」를
검색합니다.
스펠링 체크【패턴 2】:
스펠링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단어를 입
키를 누릅니다.
력한 후,
• 예>「leddish」라고 입력하고, 올바른
스펠링의「reddish」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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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어 검색【패턴 2】:
숙어를 검색하려는 영어단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look」이라고 입력하고「by the look of it」을 검색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를 삽입합니다.
예문 검색【패턴 2】:
예문을 검색하려는 영어단어 또는 숙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라고 입력하고,「I am ~ you are looking for.」를 검색합니다.
• 예>「look for」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영어

두산동아 프라임 한영사전
학습ᆞ실무 위주의 실용 어휘 및 최신 자료 분석에 따른 신어를 대폭 추가
하였으며, 정확하고 참신한 역어를 통해 살아있는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표제어 검색 【패턴 1】:
영어를 검색하려는 한국어의 처음 몇 글
자를 입력.
• 예>「조정」을 입력하고 그 대역어를
검색합니다.

영어

능률 VOCA 어원편(EW-B6500)
- 대한민국 어휘교재의 표준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
단어책) ▶ 400 만부 판매
- 어원을 통해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 함
- 파생어, 동반의어 포함 3,000 여 단어 수록

카테고리 검색【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 하루 분량을 테마 리스트에 있는
「daily test」로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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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test
１ 하루 분량의 테마 리스트에서「daily test」를 선택한 후,
２ 테스트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한 후,
ᆞ문제가 표시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３ 터치펜으로 ＜예문ᆞ해설＞을 터치하여
４ 해답을 표시하고 싶은 아이콘을 선택한 후,

을 반전시킵니다.
키를 누릅니다.

표제어 검색 【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영어

능률 VOCA 테마편(EW-B6500)
- 주제별로 단어를 분류하여 여러 단어를 한번에 묶어서 외울 수 있음
- 그림이나 도표를 통해 암기효과를 극대화 해줌

카테고리 검색【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표제어 검색 【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영어

NEW TOEIC 콩나물 단어장

수록사전
사용하기

뉴토익 출제 경향이 100% 반영된 체계적인 토익 학습서입니다. 파고다 언
어교육연구소 전문 연구진의 철저한 유형 분석으로 최고의 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출과 최신경향을 반영한 토익 출제 단어 총망라
1. 12 년간의 토익 데이터와 최신 기술 경향을 반영하여 파트별로 가장 핵
심적인 단어들을 30 일 완성 코스로 익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문화적인 차이나 비즈니스 경험의 유무로 인해 혼동되는 어휘들은 다시
‘주제ᆞ상황별 어휘’
로 정리하였습니다.
3. 단어의 조합만으로는 알기 힘든 토익 빈출 숙어 800 개를 모아 토익에
필요한 어휘들을 총정리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Daily 에서 출제, Weekly 에서 출제 등 단계별 테스트를 통해 반복 학
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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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박정 TOEFL insight Vocabulary
iBT 토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핵심 요소를 공부할
수 있도록 박정 토플만의 학습 스킬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박정어학원의 토플 기출DB 엄선 어휘 리스트
1. 박정어학원만의 토플 기출 데이터를 엄선하여 표제어를 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풍부한 동의어와 반의어, 예문을 제시하였습니다.
2. 박정어학원의 유학파 전문 강사들이 최신 기출 경향을 반영하여 추출
한 리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3. 실제 토플에 등장하는 문장과 유사한 예문을 학습함으로써 실전 감각
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3 차 베타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어휘리스트를 토플 출제 빈도에 맞추어 중요도
를 표기해 각 어휘별 우선 순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테스트／복습【패턴４】:
■시작 방법
키로「학습／테스트／복습」을 선택하고
•
학습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키를 누른 후,

키로

학습 :
모드

1

키로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전부 표시 (단어, 해석, 설명문을 봅
니다)
ᆞ해석/ 설명문 감추기 (영문만 보고
해석을 생각합니다)
ᆞ표제어 감추기 (해석, 설명문만 보
고 단어를 생각합니다)

２

키로 학습하려는 항목을 선택
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ᆞ「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표제어가 나타내는 뜻을 표시합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한 단
ᆞ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때
어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영어
단어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３

키로 학습하려는 단어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순서 1 에서 선택한 표시 형식으로 내용이 표시됩니다.
ᆞ순서 1 에서 「해석 / 설명문 감추기」,「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
키를 누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표시 / 비표시로 전환됩니다.
ᆞ다음 단어로 진행하려면 SUB PANEL 의 ＜다음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른 후,
키
ᆞ앞 단어로 돌아가려면 SUB PANEL 의 ＜전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릅니다.
를 누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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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테스트 :
１

키로 출제 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２ 해답을 입력합니다.
ᆞ1 번에서「WEEKLY에서 출제」또
는「REVIEW TEST에서 출제」이
외의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입력합니다.
1 번에서「WEEKLY에서 출제」또
는「REVIEW TEST에서 출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정답을 알파벳 키
로 선택합니다.
３

키를 누릅니다.
ᆞ테스트 결과( ○×) 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ᆞ「WEEKLY에서 출제」또는「REVIEW TEST에서 출제」를 선택한 경우,
키를 눌러「정답」을 선택하면 , 정답과 해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키를 누르면 , 이전 화면(문제 표시) 으
ᆞ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로 되돌아갑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르면, 조작 순서 1 보다 하나 이전의
또한, 마지막 문제인 경우에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복습 :
키로 복습 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화면 하부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응
하는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정답 : 테스트에서 답을 맞힌 단어
오답 : 테스트에서 답을 틀린 단어
체크 : 체크마크가 표시된 단어
키를 누르면, 정답이나 체크
된 단어 리스트로 전환됩니다.

２

키를 눌러서 복습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ᆞ조작순서 1 번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응하는 상태로 내용이 표시됩니다.
를 선택한 경우에는,
키를 누
ᆞ“해석/ 설명문 감추기”“표제어 감추기”
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표시/ 비표시로 전환됩니다.
ᆞ다음 단어로 진행하려면, SUB PANEL 의 ＜다음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키
ᆞ앞 단어로 돌아가려면, SUB PANEL 의 ＜전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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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검색 【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단어의 뜻과 그 단어를 사용한 예문이 표시됩니다.
부록【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정을 반복합니다.

영어

Remarkable Speeches and Words
링컨, 케네디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의 미국대통령과 킹 목사의 명
연설, 미국독립선언문,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영어의 명대사를 모은 귀로
듣는 다수의 영어 명문장.
[감수] 松村賢一
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2 개의 연설문에 대한 감수는 桑田健

음성을 연속하여 재생합니다. 도중에 재
생을 중단하려면
키를 눌러 주십
시오.
명연설집【패턴 3】:
명대사집【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항목의 선택, 결정
을 반복합니다.

영어

세계문학작품 100선
세계 고전문학을 수록하였습니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찰스 디킨스, 제인 오스틴, 빅토르 위고를 비롯해
마크 트웨인, 아서 코난 도일, 에드가 알렌 포우 등의 문학작품과 안데르
센 동화, 이솝우화까지 수록.

작자명별로 찾기【패턴 3】：
작품명별로 찾기【패턴 3】：
텍스트가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정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읽은 작품:
키를 누르면 마지막에 표시한 작품
의 가장 나중에 본 지점부터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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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읽은 작품 10선【패턴 3】：
작품을 선택, 결정하여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키를 누르고,
• 표시 이력을 삭제할 때는 리스트 화면에서
록 정보 삭제」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로「읽은 기

■책갈피 기능
기억해 두고 싶은 장소(페이지) 에 「책갈피」를 등록하면, 나중에 그 장소를 쉽게 열
어 볼 수 있습니다.
책갈피 등록하기
１ 기억해 두고 싶은 장소(페이지) 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２

키로「책갈피 등록」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３

키로 책갈피(책갈피 1~4) 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책갈피를 등록한 장소 열기
1 책갈피를 등록한 전자책이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２

키로「책갈피 표시」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이 밖에도「선두 페이지로」「최종 페이지로」「전회 페이지로」이동할 수도 있
습니다.

３

키로 열어 보고 싶은 장소의 책갈피(책갈피 1~4) 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키를

일본어/ 두산동아 프라임 일한사전
일본어1 - 일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예문, 관용구 등을 엄선하여 수록
- 상세한 풀이를 수록하여 정확한 이해를 도모
수록사전
사용하기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일본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
력.
• 예>「さいわ」까지 입력하고「幸い」
를 검색합니다.

• 일본어(약 7 만어) 의 네이티브 음성 데이터는 카시오가 독자적으로 녹음한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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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두산동아 프라임 한일사전
일본어1 - 우리말과 일본어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한 용례를 실어 작문 및 회화의
활용도를 높임
- 표제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실어 일본어 지식의 폭을 넓히도록 함
표제어 검색【패턴 1】:
일본어 해석을 검색하려는 한국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조정」을 입력하고 그 대역어를
검색합니다.

일본어

広辞苑(EW-B3500)
현대어와 백과항목을 상당히 충실하게, 현대 생활에 필요한 언어ᆞ사항을
풍부하게 실은 「일본어사전」＋「백과사전」의 최신판. 약 240,000 항목
수록.
※일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広辞苑 第六版」과는 일부 기술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일본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
력.
• 예>「げん」까지 입력하고「原形」를
검색합니다.
역순 검색【패턴 2】:
검색하려는 단어의 끝말을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ゆき」라고 입력하고「細雪」를
검색합니다.
관용구 검색【패턴 2】:
검색하려는 관용구의 키워드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예>「かお」라고 입력하고「顔が利く」,「涼しい顔」등을 검색합니다.
• 키워드가 동사ᆞ형용사인 경우에는, 기본형을 입력합니다 (「立つ鳥跡を濁さず」
를 검색할 때「にごす」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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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자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battery」,「case」등 알파벳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그림으로 검색【패턴 5】:
MAIN PANEL 에 큰 그림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정을 반복합니다.
• MAIN PANEL 에 큰 그림이 표시되었을 때, SUB PANEL 에 해설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르거나 소프트 아이콘 ＜해설화면＞을 터치하면 MAIN PANEL 에
해설이 표시됩니다.
• 일본어(약 7만어)의 네이티브 음성 데이터는 카시오가 독자적으로 녹음한 것입
니다.

일본어

新漢語林(EW-B3500)
다년간의 실적과 신뢰를 쌓아온 학습한화( 漢和) 의 결정판. 어조자나 한자
의 성립등 한문관련 사항은 물론 JIS 한자, 인명용한자, 표외한자 자체표등
현재 일본의 한자 정책에도 완벽대응. 한문학습에 중요한 예문을 약2,100
개 「新漢語林用例プラス」에 추가 수록.

한자검색【패턴 2】:
SUB PANEL 에 검색하려는 한자를 입력
키를 누릅니다.
한 후,
부수획수【패턴 2】:
１ 부수획수(1~17 획) 를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２ 부수를 선택한 후,
릅니다.

키를 2 번 누

３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총획수【패턴 2】: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부수일람【패턴 2】:
검색하려는 한자의 부수를 선택하고,
른 후,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１ 총획수(1~34 획) 를 입력하고,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다시 한 번 누

• 「부수획수」또는「부수일람」,「총획수」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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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훈검색【패턴 2】:
１ 검색하려는 한자의 음 또는 훈을 히라가나 또는 가타카나로 입력한 후,
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숙어 검색【패턴 2】:
검색하려는 숙어를 입력하고

키

키를 누른 후,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합니다.

일본어/ 동아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일본어1 - 국내 최초의（일본어）외래어 겸용 사전으로 일석이조의 효과
한자음【패턴 2】:
１ 검색하려는 한자의 음을 한글(1 문자)
로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２ 한자를 선택한 후,
다.

키를 누릅니

日本語読み【패턴 2】:
１ 검색하려는 한자를 히라가나로 입력하
키를 누릅니다.
고,
２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부수획수【패턴 2】:
１ 부수획수(1~16 획) 를 입력하고,
２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2 번 누릅니다.

３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총획수【패턴 2】:
총획수(1~29 획) 를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합니다

• 「부수획수」와「총획수」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한자검색【패턴 2】:
SUB PANEL 에 검색하려는 한자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日本国字【패턴 3】:
한자 리스트에서 검색하려는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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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어휘【패턴 2】:
검색하려는 일본어 문자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일본어/ 新明解日語辞典
일본어1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국어 (일본어) 사전.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어 (일본어) 사전. 실감나는 풍부한 예문을 수록. 운용 악
센트 정보도 다수수록.
표제어 검색 【패턴 1】:
검색하려는 일본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
력.
• 예 >「さいわ」까지 입력하고「幸い」
를 검색합니다.
• 일본어(약 7만어)의 네이티브 음성 데
이터는 카시오가 독자적으로 녹음한
것입니다.

일본어/ 일본 외래어 사전
일본어1 - 국내 최초의(일본어) 외래어 겸용 사전으로 일석이조의 효과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일본어 외래어의 처음 몇 글
자를 입력.
• 예 >「レオ」까지 입력하고
「レオロジ -」를 검색합니다.
알파벳약어【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 >「ja」까지 입력하고「JARO」를
검색합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163

일본어

カタカナ語新辞典(EW-B3500)
각 분야의 전문어, 첨단기술 용어, 일본식 영어에 멀티미디어 관련어를 대
폭으로 늘린 「カタカナ語新辞典」을 수록.

표제어 검색 【패턴 1】:
검색하려는 일본어(가타카나) 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 >「バリア」까지 입력하고 「バリ
アフリ -」를 검색합니다.
알파벳약어【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 >「it」을 입력하고「IT」를 검색합
니다.

일본어/ NHK 日本語発音アクセント辞典
일본어1 현재 방송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악센트를 중심으로 약 69,000 어를 엄
선하여 게재. 1943 년 초판 이래,「구어」의 바이블로 절대적인 신뢰를 얻
어 온 사전을 최초로 전자화함.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 >「おんせ」를 입력하고「温泉」을
검색합니다.
영문자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 >「guid」를 입력하고「guide」의
악센트를 검색합니다.
• 일본어( 약 7 만어) 의 네이티브 음성 데이터는 카시오가 독자적으로 녹음한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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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１/ 일본어능력시험 2·3·4급 한자왕
일본어2 일본어능력시험 출제 기준에 따른 한자 2급 740개를 수록하였다. 한자와 해
당 한자의 음독과 훈독으로 읽히는 단어, 각각의 단어가 사용된 예문을 실
었으며, 수록된 모든 한자를 필순에 맞게 쓰면서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했
다. 출제 기준에 따른 2급 기출 한자 어휘를 수록하여 일본어능력시험 2급
의 한자와 어휘를 섭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본어 능력시험 기준 3, 4급 한자 284자를 수록하였다. 부수와 획수, 훈
독, 음독에 따른 응용 단어를 제시하였으며, 예문은 기본적으로 예로 든 음
독과 훈독에서 각각 단어 하나씩 들어가도록 했고, 세번째 예문은 가장 많
이 쓰이는 단어를 골라 예문으로 만들었다. 약자의 경우 우리 나라 한자도
함께 수록하였다.
＊
출제기준단어는 GUIDE에 수록하였습니다.
• 「일본어능력시험 2·3·4 급 한자왕」
은 3 개의 급수로 구성되며, 각 급수의
내 용 이 4 가 지 로 나 누 어 져 있 습 니 다.
학습ᆞ테스트ᆞ복습을 검색할 때는, 우
선 공부하고자 하는「급」을 선택합니
다. (복습은 급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급」선택
１

키로「급」을 선택하고,

２

키로 공부하려는 급수를 선택하고,

학습／테스트／복습【패턴 ４】:
■시작 방법
키로「학습／테스트／복
•
습」을 선택하고
키를 누른 후,
키로 학습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모드

학습 :
１

수록사전
사용하기

키 로 학 습 방 법 을 선 택 하 고,
키를 누릅니다.
ᆞ전부 표시 (단어, 해석, 설명문을 봅
니다)
ᆞ표제어 감추기 (해석, 설명문만 보고 단어를 생각합니다)
ᆞ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때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한 한자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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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키로 학습하려는 한자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순서 1 에서 선택한 표시 형식으로 내용이 표시됩니다.
ᆞ순서 1 에서 「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
키를 누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표시/ 비표시로 전환됩니다.
ᆞ화면에
이 표시되면 터치펜으로 < 예문ᆞ해설> 을 터치하여 한자의 필순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ESC／LIST ＞를 터
치합니다.
ᆞ내용 표시와 필순 표시를 참조하면서 SUB PANEL 로 받아쓰기 연습을 할 수
도 있습니다.
ᆞ다음 단어로 진행하려면 SUB PANEL 의 ＜다음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ᆞ앞 단어로 돌아가려면 SUB PANEL 의 ＜전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
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테스트:
１

키로 출제 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２ 해답을 한자로 입력합니다.
３

키를 누릅니다.
ᆞ화면에 테스트 결과(○×) 와 해답을 표시합니다.
ᆞ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르면, 이전 화면(문제 표시) 으
로 되돌아갑니다.
ᆞ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르면, 조작 순서 1 보다 하나 이전의
또한, 마지막 문제인 경우에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복습:
１

키로 복습 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화면 하부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응하는 한자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정답 : 테스트에서 답을 맞힌 단어
오답 : 테스트에서 답을 틀린 단어
체크 : 체크마크가 표시된 단어
키를 누르면, 정답이나 체크된 단어 리스트로 전환됩니다.

２

키를 눌러서 복습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과 동일합니다.
ᆞ복습하는 방법은 「학습」
키
ᆞ항목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순서 １의 리스트를 표시하고 있을 때
를 눌러서「항목정보 삭제」화면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을 선택, 실행하여 주십
시오.

한자검색【패턴 2】:
SUB PANEL 에 검색하려는 한자를 입력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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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한자음【패턴 2】:
검색하려는 한자의 음을 한글로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한 한자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수획수【패턴 2】:
１ 부수획수를 입력하고,
２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2 번 누릅니다.

３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한 한자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
ᆞ
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
습니다.
총획수【패턴 2】:
총획수를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합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한 한자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
•
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수일람【패턴 2】:
검색하려는 한자의 부수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를 다시 한 번 누
른 후,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합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한 한자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
•
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수획수 검색」또는「부수일람 검색」,「총획수 검색」을 조합하여 검색할 수
도 있습니다.
日本語読み【패턴 2】:
검색하려는 한자의 음을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한 한자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
•
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한자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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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１/ 일본어시험 JPT 필수단어 3000
일본어2 - JPT 시험 출제 빈도 높은 유형별 필수단어 엄선
- 각 분야별(청취 2363/ 독해 846) 로 단어 분류
-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통째 암기

청취부문, 독해부문【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 리스트의「돌다리건너기」를 선택하면,
연습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１「돌다리건너기」를 선택한 후,
키
를 누릅니다.
ᆞ「 돌 다 리 건너기」이외를 선택한 후
키를 누르면, 그 테마 에 맞는
상세화면이 표시됩니다.
또는
２ ＜예문ᆞ해설＞을 터치하고
키를 누릅니다.
을 선택한 후,

으로 풀려는 문제 옆에 있는

３ 문제를 풉니다.
을 누르면 선택지가 발음됩니다.
ᆞ
４
５

학습1

키를 누른 후,

를 누르고「해답」옆에 있는

을 반전시킵니다.

키를 눌러서 해답을 확인합니다.

漢字ターゲット1700 (EW-B3500)
한자의 읽기 쓰기의 과거 입시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문제를 배
열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자가 서투른 고교생,
대학 수험생들에게 딱 맞는 사전입니다.

학습2

古文単語・熟語ターゲット270 (EW-B3500)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연구한 일본센터시험 대책
의 고문(古文) 단어ᆞ숙어집.
한 개의 단어에는 한 개의 본질적인 의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의미만을
게재. 그대로 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숙어도 다수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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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테스트／복습【패턴 4】：
■시작 방법
키로「학습／테스트／복습」을
•
키를 누른 후,
선택하고
키로 학습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 여기에서는「漢字ターゲット1700」화
면을 예로 설명합니다. 다른 콘텐츠인
경우에도 조작 방법은 같습니다.

모드

학습 :
1

키 로 학 습 방 법 을 선택 하 고,
키를 누릅니다.
ᆞ전부표시(표제어, 설명문을 봅니다)
ᆞ해석/ 설명문 감추기 (표제어만 보
고 설명문을 생각합니다)
ᆞ표제어 감추기 (설명문만 보고 표제
어를 생각합니다)
키로 문제의 종류를 선택하고,

２
３

키를 누릅니다.

키로 문제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순서 1 에서 「해석/ 설명문 감추기」,「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
키를 누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표시/ 비표시로 전환됩니다.
ᆞ다음 단어로 진행하려면 SUB PANEL 의 ＜다음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른 후,
키
ᆞ앞 단어로 돌아가려면 SUB PANEL 의 ＜전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릅니다.
를 누른 후
ᆞ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때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르면, 선택한 항
목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SUB PANEL 의
＜체크마크 등록/ 해제＞를 터치합니다.

테스트 :
１

키로 테스트의 종류를 선택하고,
키로 출제 방법을 선택하고,
ᆞ출제하지 않은 문제에서 출제
ᆞ틀린 문제에서 출제
ᆞ체크한 단어에서 출제
ᆞ모든 문제에서 단원별로 출제
ᆞ모든 문제에서 번호별로 출제

３

키로 문제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２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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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
1

키로 복 습 방 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 내용은「학습」과 동일합니다.

2

키로 복습하 려는 단 어를 선택
키를 누릅니다.
하고,
ᆞ복습하는 방법은 「학습」과 동일
합니다.
ᆞ항목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순
서 3 의 리스트를 표시하고 있을 때
키를 눌러서 「항목 정보 삭제」
화면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을 선택,
실행하여 주십시오.

테스트에서 정답과 체크마크를 등
오답의 수를 나타 록한 수를 나타
냅니다
냅니다

＜漢字ターゲット1700＞
표제어 검색 【패턴 1】：
검색하려는 한자음이나 한자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古文単語・熟語ターゲット270＞
표제어 검색 【패턴 1】：
검색하려는 고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학습１/ EJU 스코어 UP 독해+청해
일본어2 『EJU 스코어 UP 독해+청해』편은 일본유학시험 수험생들에게 독해ᆞ청
해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나아가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풍부한 해설과 모든 문제
에 대한 자세한 해설 및 어드바이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학습１/ EJU 스코어 UP 청독해+기술
일본어2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청독해와 기술은 일본어 능력시험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시험 문제입니다. 청독해에서는 회화나 스피치 등을 들으면서 표나
그림 등을 이해하고 물음에 답합니다. 기술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일본어로 원고 용지에 쓰는 문제입니다. 문제형식도 요구되는 능력
도, 선택식 문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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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독해+청해), Writing (청독
해+기술)【패턴 ４】:
１ 풀고 싶은 문제를 선택한 후,
를 누릅니다.
ᆞ문제가 표시됩니다.

키

２ 문제를 풉니다.
ᆞ 「Reading」의 경우는
키를 눌
러「선택 」 을 선택하고, 숫자 키로
답을 입력합니다. SUB PANEL에
표시된 숫자를 직접 터치하여 입력
할 수도 있습니다.
ᆞ 「Writing」의 경우에는 문제를 읽은 후, 종이 등에 해답을 씁니다.
키를 사용하여 문제에 관한 토픽 등 다른 항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ᆞ
3

키를 누릅니다.
ᆞ 테스트 결과( ○×) 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 이전화면으로 돌아간 다음,
키를
ᆞ 정답을 보려면,
눌러 「정답」을 선택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또
ᆞ 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해답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눌러도
한, 2 번에서 선택한 각 문제 리스트의 마지막 문제에서는,
키를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되돌아
다음 문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 「Writing」을 선택한 경우, 정답 예를 보려면
합니다.

키를 눌러「정답예」를 선택

Listening(독해＋청해), Listening＋Reading(청독해＋기술)【패턴 ４】:
１ 풀고 싶은 문제를 선택한 후,
ᆞ문제가 표시됩니다.
２
３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문제가 발음됩니다.
키를 눌러「선택」을 선택합니다.

５

B

키를 누릅니다.
ᆞ테스트 결과( ○×) 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 이전화면으로 돌아간 다음,
키를
ᆞ정답을 보려면,
눌러 「정답」을 선택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또
ᆞ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해답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눌러도
한, 2 번에서 선택한 각 문제 리스트의 마지막 문제에서는,
다음 문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키를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４ 숫자 키로 답을 입력합니다.
키를 사용하여 문제에 관한 토픽 등 다른 항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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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눌렀을 때 문제 표시가 전체 화면
• 「Listening+Reading」의 경우에는,
키를 누르면 원래 표시로 되돌아갑니다.
표시로 전환됩니다.
모의테스트【패턴 ４】:
１「모의테스트」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２ 풀고 싶은 테스트 리스트를 선택한 후,
ᆞ문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３ 풀고 싶은 테스트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ᆞ문제가 표시됩니다.
ᆞ2 번에서 Listening 테스트를 선택한 경우에는
때
키를 누르면 문제가 발음됩니다.
４

가 선택됩니다. 이

키를 눌러「선택」을 선택합니다.

５ 숫자 키로 답을 입력합니다.
ᆞSUB PANEL 에 표시된 숫자를 직접 터치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키를 사용하여 문제에 관한 힌트 등 다른 항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ᆞ
６

키를 누릅니다.
ᆞ테스트 결과( ○×) 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ᆞ정답을 보려면,
키를 눌러서 이전화면으로 돌아간 다음,
키를
눌러 「정답」을 선택합니다.
ᆞ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해답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릅니다. 또
키를 눌러도
한, 2 번에서 선택한 각 문제 리스트의 마지막 문제에서는,
키를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되돌아갑
다음 문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니다.

을 눌렀을 때 문제 표시가 전체 화면표시로
• 「청독해+ 기술」인 경우에는,
키를 누르면 원래 표시로 되돌아갑니다.
전환됩니다.

학습1

리스닝 일본어(EW-B3500)
다양한 형식의 듣기연습을 통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기
초부터 회화, 리스닝, 독해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본어 학습이 가능
한 교재이다.

카테고리 검색【패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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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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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arming up
１

키를 누릅니다.

２ 학습하고 싶은 장을 선택한 후,
ᆞ장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３「Warming up」을 선택한 후,
ᆞ문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４ 답을 맞히고 싶은 문제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５

키를 누릅니다.
ᆞ문제가 발음됩니다.

６

키로 보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ᆞ문제의 해석/ 코멘트/ 단어/ 정답을 볼 수 있습니다.
ᆞ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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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3 의 선택항목 이외는「リスニング練習」과 조작이 동일합니다 .
다음은「リスニング練習」에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１

키를 누릅니다.

２ 학습하고 싶은 장을 선택한 후,
ᆞ장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３「リスニング練習」을 선택한 후,
ᆞ문제가 표시됩니다.
ᆞ
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ᆞ「リスニングクリニック ( 間違い例 )」의 경우는
가 ,「リスニングクリ
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ニック ( クイズ )」의 경우는
키를 누릅니다.
ᆞ문제가 발음됩니다.

５

키로 보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ᆞ리스닝내용／문제／문제 정답／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ᆞ「리스닝내용」이 선택었을 때
키를 누르면 문제를 발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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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
( クイズ )」의 경우는「정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４

■文法・文型まとめ【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정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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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1/ 일본어문법책
일본어2 이 책에는 우리말과 비교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냥 술술 읽
으면 일본어가 우리말처럼 쉽게 됩니다!
이 책이 기존의 문법책과 가장 대비되는 점은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잘 살려 가능하면 쉽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독창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카테고리 검색【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연습문제【패턴 3】:
１「연습문제」를 선택한 후,
누릅니다.

키를

２ 연습하려는 항목을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３ 순서 2 에서 지정한 항목에 있는 문제를 리스트에서 선택한 후,
니다.
ᆞ문제가 표시됩니다.

키를 누릅

키를 누릅니다.
４ 문제를 읽은 후,
ᆞ정답이 표시됩니다.
ᆞ
키를 누르면 문제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키를 누르면 항목 리스트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ᆞ문제 화면일 때

학습1

しごとの日本語（メールの書き方編）(EW-B3500)
비지니스에서 필요한 일본어로 메일쓰기의 기본을 효율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용가능성이 높은 메일의 예를 게재하고 있으
므로 비지니스중에도 참고할 수 있는 핸드북으로써 도움이 됩니다.

비지니스 메일의 기본【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 일본어 설명이 표시되어 있을 때
키를 눌러서, 설명의 중국어 해석ᆞ한
국어 해석ᆞ영어 해석을 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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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편【패턴 ４】:
１ 보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ᆞ「학습」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문제」를 선택합니다.

２

３ 알파벳 키로 답을 입력합니다.
ᆞSUB PANEL 에 표시된 알파벳을 직접 터치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키를 사용하여 활용예 등, 다른 항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ᆞ
４

키를 누릅니다.
ᆞ테스트 결과( ○×) 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서 이전화면으로 돌아간 다음,
키를
ᆞ정답을 보려면,
눌러「정답」을 선택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해답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응용편【패턴 ４】:
１ 보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ᆞ문제가 표시됩니다.
２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정답예」를 선택합니다.
키를 눌러「문제」를 선택한 후
키를
ᆞ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눌러 카테고리 선택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SUB PANEL 의 < 다음 표제어>
키를 누른 후,
키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를 터치하거나

학습1

しごとの日本語（電話応対基礎編）(EW-B3500)
일본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본식의 비지니스 전화응대의 매너와 빈출
도가 높은 어휘ᆞ숙어등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전화에서 상대방의 일본
어를 이해하고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자【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전화받기, 전화걸기, 공통【패턴 ４】:
１ 보고자 하는 상황을 선택한 후,
２ 학습하려는 항목을 선택한 후,
ᆞ활용 문장이 표시됩니다.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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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키를 눌러「문제」를 선택합니다.

４ 알파벳 키로 답을 입력합니다.
ᆞSUB PANEL 에 표시된 알파벳을 직접 터치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ᆞ
키를 사용하여 어휘 등, 다른 항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５

키를 누릅니다.
ᆞ테스트 결과( ○×) 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ᆞ정답을 보려면,
키를 눌러서 이전화면으로 돌아간 다음,
키를
눌러「정답」을 선택합니다.
ᆞ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해답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릅니다.

학습2/ 일본문학작품 100선
일본어2 ※인터넷 무료 전자도서관 「青空文庫」（http://.aozora.gr.jp）로부터 수

록하였습니다.
수록작품의 저자명(50 음순)
芥川龍之介・有島武郎・石川啄木・泉鏡花・伊藤左千夫・尾崎紅葉・梶井基次
郎・鴨長明・菊池寛・紀貫之・楠山正雄・国木田独歩・小泉八雲・小林多喜二・
坂口安吾・島崎藤村・鈴木三重吉・高村光太郎・太宰治・田山花袋・中島敦・
中原中也・夏目漱石・新美南吉・萩原朔太郎・葉山嘉樹・樋口一葉・福沢諭吉・
二葉亭四迷・堀辰雄・宮沢賢治・森鷗外・夢野久作・渡辺温

작자명별로 찾기【패턴 3】：
작품명별로 찾기【패턴 3】：
텍스트가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정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읽은 작품:
키를 누르면 마지막에 표시한 작품
의 가장 나중에 본 지점부터 표시됩니다.
최근에 읽은 작품 10선【패턴 3】：
작품을 선택, 결정하여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키를 누르고,
• 표시 이력을 삭제할 때는 리스트 화면에서
록 정보 삭제」
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로「읽은 기

■책갈피 기능
기억해 두고 싶은 장소(페이지)에 「책갈피」를 등록하면, 나중에 그 장소를 쉽게 열
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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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등록하기
１ 기억해 두고 싶은 장소(페이지) 가 표시되었을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때
２

키로「책갈피 등록」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３

키로 책갈피(책갈피 1~4) 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책갈피를 등록한 장소 열기
１ 책갈피를 등록한 전자책이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２

키로「책갈피 표시」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이 밖에도「선두 페이지로」「최종 페이지로」「전회 페이지로」이동할 수도 있
습니다.

３

키로 열어 보고 싶은 장소의 책갈피(책갈피 1~4) 를 선택하고,
누릅니다.

키를

■루비 표시 기능
전자책의 루비(후리가나) 를 표시/ 비표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１ 전자책이 표시되었을 때
２
３

키를 누른 후,

키로「루비설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키로「ON」(루비 표시) 또는「OFF」(루비 비표시) 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ᆞ구입 시 설정은「ON」으로 되어 있습니다.
ᆞON/OFF 설정은, 모든 전자책에 반영됩니다.

키

학습2/ 일러스트로 읽는 일본 미니백과
일본어2 일본 문화 전반에 걸친 필수지식과 흥미로운 소재를 풍부한 일러스트와 키
워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카테고리 검색【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색인검색【패턴 3】：
한글순으로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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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2

수준별 일본어 多読 라이브러리(EW-B3500)
일본어 수준에 맞게 부담없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読みもの」시리즈. 초
급전반부터 중급까지 4 단계 수준별로 옛날이야기, 소설, 전기등을 즐길수
있다. 여러가지를 읽어가는 동안 어휘ᆞ표현등을 자연스럽게 익힐수 있다!

음성을 연속하여 재생합니다. 도중에 재생
을 중단하려면
키를 눌러 주십
시오.
【패턴 3】:
초기화면에서
키를 눌러 레벨을 선
키를 눌러서 설명이 표시
택한 후,
될 때까지 항목의 선택, 결정을 반복합니
다.

학습2 日本古典名作冒頭選 (EW-B3500)
日本古典名作冒頭選에서는『徒然草』
『枕草子』
『源氏物語』
『奥の細道』등의
11 편의 명작 冒頭부분을 일본 고등학교에서의 학습범위를 기준으로 수록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일본어의 낭독ᆞ암송에 있어 최적의 지침서입니다.
작품명으로 찾기【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항목의 선택, 결정
을 반복합니다.

학습2 日本語で読む日本文化 (EW-B3500)
일본어로만 구성하여 일본의 문화와 언어를 동시에 학습하도록한 것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일본 이야기 16 가지를 뽑아 구성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검색【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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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3/ 明鏡日本語クイズ300
일본어3 언어력 향상에 정평이 나 있는『明鏡国語辞典』이 선사하는 일본어 퀴즈.
한자의 읽고 쓰기ᆞ경어ᆞ말 사용법등 초급편부터 달인편까지 즐기면서 일
본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서적판은 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급편, 중급편, 상급편, 달인편【패턴 4】:
１ 문제의 수준을 선택한 후,
누릅니다.
２ 문제를 선택한 후,
다.

키를

키를 누릅니

３ 문제를 읽고, 터치펜으로 해답을 입력
합니다.
４

키를 눌러서 해답을 표시합니다.

• 정답을 보려면
키를 눌러서 해답 입력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 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해답 결과 화면에서
키를 누릅니다.

학습3/ 問題な日本語
일본어3 마음에 걸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문제인 일본어”를 채택
하여, 그것이 어떤 이유로 생겨났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알기 쉽
게 해설！

학습3/ 続弾！問題な日本語
일본어3 베스트셀러인『문제인 일본어』의 제 2탄.「千円からお預かりします」
「〜させていただきます」「微妙」등 , 요즘시대의 경어나 마음에 걸리는 표
현을 채택하여 그안에 담겨있는 의도 및 적절한 사용법을 정중하게 설명！

어느쪽을 사용?【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문제인 일본어【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일본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 >「あじ」까지 입력하고「あじわう」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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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3/ ことば選び辞典
일본어3 문장작성시에 사용하고 싶은 표현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일본어 유의어
사전. 600개의 키워드별로 한자어 및 관용구를 약13,400어 수록.
편지나 비지니스 문서등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어휘력 향상에 도움
이 됩니다.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일본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
력.
• 예 >「かれ」까지 입력하고「かれい
( 華麗 )」를 검색합니다 .
키워드를 분야/내용에서 찾기【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학습3/ 敬語早わかり辞典
일본어3 경어의 기본적인 지식부터 실전 예문까지 경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습니
다.「회화를 하기위한 경어」
를 전제로 회화체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학습3/ 日本語〇×辞典
일본어3 틀리기 쉬운 언어의 정오를 〇× 로 명확히 표시하여, 왜 틀린가를 알기쉽
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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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3/ 日本語知識辞典
일본어3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일본어백과」「사람의 일생을 나타내는 말」등 생
활에 도움이 되는 일본어를 해설.
【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중국어 고려대학교 중한사전
- 中韓大辭典 23 년 大役事에 이은 또 하나의 快擧!
- 最多 語彙 最高 權威에 最新 情報!
- 最高의 專門性을 자랑하는 집필진과 교열진
- 中辭典 규모 最大의 180,000 여 어휘 수록
이런 점에서 이 사전은 絶對 優位에 있습니다.
-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높인 檢字 기능
- 활용빈도에 따른 收錄 어휘의 대폭 조정ᆞ보강
- 情報通信 분야를 비롯한 다수 영역의 新造語 추가
- 簡體字ᆞ異體字 자형의 정확한 구현
- 우리말 音訓 표기로 字典 기능 겸비
병음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중국어의 처음 몇 글자를 병
음으로 입력.
• 예 >「gong」을 입력하고「功」을 검
색합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한자검색【패턴 2】:
검색하려는 중국어를 SUB PANEL 에 입
력.
• 한자는 13 문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 예 >「格」을 입력하고「格言」을 검색합니다.
부수획수【패턴 2】:
１ 부수획수(1~16 획) 를 입력하고,
２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2 번 누릅니다.

181

３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４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3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５

키를 누릅니다.

６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총획수【패턴 2】:
１ 총획수 (1~36획 )를 입력하고,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３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2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４

키를 누릅니다.

５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부수일람【패턴 2】:
１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2번 누릅니다.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３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2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４

키를 누릅니다.

５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 「부수획수」또는「부수일람」,「총획수」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한자음【패턴 2】:
１ 한글로 한자의 음을 입력한 후,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３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 (13 문자까지 ) 할 때는 순서 1~2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
자를 입력합니다.
４

키를 누릅니다.

５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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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중국어 고려대학교 한중사전
- 35 여년의 노하우와 최신 정보 처리 방법론
- 한국어학과 중국어학을 연계한 언어정보 처리의 새로운 방법론
- 급속하게 움직이는 현대 중국의 사회 상황과 언어 반영
- 최고 전문가들에 의한 집필과 교열
번역ᆞ작문 등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내용과 체제
- 일상생활과 학습ᆞ실무에 필요한 학술어ᆞ전문어ᆞ외래어ᆞ신조어 총 망라
- 참신하고도 다양한 어휘들의 광범한 수록
- 정확하고 충실한 중국어 대역어 및 뜻풀이
- 활용도 높은 예문과 풍부한 용례 제시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영문자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영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예 >「pia」까지 입력하고「piano」를
검색합니다 .

중국어 현대한어대사전
본 사전은 한 글자 표제어를 15,312 어, 한 글자 이상의 표제어를 10 만여
어를 수록. 총문자수가 850 만자. 지금까지의 현대한어사전중에서 수록
범위가 가장 넓으며 가장 많은 표제어와 정보량의 대형중국어 학습사전이
다. 발음, 의미해석에 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상세하고 적절한 해
설을 기재. 항목별 해설이외에 참고서적, 용례 및 어휘의 어원고증등을 기
재해 학술성을 추구함.
병음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중국어의 처음 몇 글자를 병
음으로 입력.
수록사전
사용하기

한자검색【패턴 2】:
검색하려는 중국어를 SUB PANEL 에 입
력.
• 한자는 13 문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부수획수【패턴 2】:
１ 부수획수 (1~17 획 )를 입력하고,
２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2 번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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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４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3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５

키를 누릅니다.

６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총획수【패턴 2】:
１ 총획수(1~36 획) 를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３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2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４

키를 누릅니다.

５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부수일람【패턴 2】:
１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2 번 누릅니다.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３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2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４

키를 누릅니다.

５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 「부수획수」또는「부수일람」,「총획수」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어 중영대사전(제3판)
중국 국내에 있어서 가장 크고, 수록어휘가 가장 완전한 종합 중영사전이
다. 가장 빠른 유행어 어휘를 포함해 약 1.5 만개의 신어를 수록했다. 예를
들어 「宅男」
「躲猫猫」
「卧槽族」등의 문과ᆞ이과ᆞ공업ᆞ농업ᆞ의학ᆞ법학ᆞ
비즈니스등의 많은 분야를 총망라했다. 또한, 200 여개의 전문학과는 물론
일반적인 중영사전과 과학중영사전의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성어,
속담, 내기말, 관용구, 경구, 상용동사연어, 백과어휘와 중국어ᆞ영어의 관
련어도 수록했다.
병음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중국어의 처음 몇 글자를 병
음으로 입력.
한자검색【패턴 2】:
검색하려는 중국어를 SUB PANEL 에 입
력.
• 한자는 13 문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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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획수【패턴 2】:
１ 부수획수(1~17 획) 를 입력하고,
２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2 번 누릅니다.

３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４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3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５

키를 누릅니다.

６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총획수【패턴 2】:
１ 총획수(1~36 획) 를 입력하고,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３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2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４

키를 누릅니다.

５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부수일람【패턴 2】:
１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2 번 누릅니다.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３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2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４

키를 누릅니다.

５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 「부수획수」또는「부수일람」,「총획수」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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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중국어능력 평가시험 HSK어휘8822
실력에 맞춰 공부한다!
HSK 어휘는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다!
- 어휘 등급 표시
- 발음순 정리
- 동의어 병기
병음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키를
•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때
키를 누르면, 선택한
누른 후에
단어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단
어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한자검색【패턴 2】:
검색하려는 한자를 SUB PANEL 에 입력.
• 한자는 13 문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르면, 선택한 단어
•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때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단어는 테스
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수획수【패턴 2】:
１ 부수획수(1~16 획) 를 입력하고,
２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2 번 누릅니다.

３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４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3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５

키를 누릅니다.

６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ᆞ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때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르면, 선택한
단어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단
어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총획수【패턴 2】:
１ 총획수(1~23 획) 를 입력하고,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３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2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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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５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ᆞ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때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르면, 선택한
단어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단
어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수일람【패턴 2】:
１ 부수를 선택한 후,

키를 2 번 누릅니다.

２ 후보 일람에서 한자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３ 여러 개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순서 1~2 의 조작을 반복하여, 한자를 입력합니다.
키를 누릅니다.

４

５ 후보 일람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른 후에
키를 누르면, 선택한
ᆞ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때
단어 옆의 □에 체크마크를 등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마크가 표시된 단
어는 테스트나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수획수」또는「부수일람」,「총획수」을 조합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학습／테스트／복습【패턴 ４】:
■시작 방법
키로「학습／테스트／복습」을 선택하고
•
키로 학습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학습 :
키로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전부 표시 (단어, 해석, 설명문을
봅니다)
ᆞ해석/설명문 감추기 (단어만 보고
해석을 생각합니다)
ᆞ표제어 감추기 (해석, 설명문만 보
고 단어를 생각합니다)

２

키로 리스트를 선택하고,

３

모드

수록사전
사용하기

１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릅니다

키로 항목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순서 1에서「해석/설명문 감추기」,「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
를 누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표시/비표시로 전환됩니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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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다음 단어로 진행하려면 SUB PANEL의 ＜다음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른 후,
ᆞ앞 단어로 돌아가려면 SUB PANEL의 ＜전 표제어＞를 터치하거나
키를 누릅니다.
를 누른 후

키

테스트 :
１

키로 출제 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번호순으로 출제」를 선택한 경우
에는, 테스트하려는 번호를 입력 한
후
키를 누릅니다.

２ 해답을 한자로 입력합니다.
３

키를 누릅니다.
ᆞ화면에 테스트 결과( ○×) 와 해답
을 표시합니다.
ᆞ다음 문제로 진행하려면, 테스트 결과가 표시되었을 때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르면, 조작 순서 1 보다 하나 이전의
또한, 마지막 문제인 경우에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복습 :
１

키로 복습 방법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ᆞ화면 하부에 선택한 항목에 대응하
는 단어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정답 : 테스트에서 답을 맞힌 단어
오답 : 테스트에서 답을 틀린 단어
체크 : 체크마크가 표시된 단어
키를 누르면, 정답이나 체크
된 단어 리스트로 전환됩니다.

２

키를 눌러서 복습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ᆞ조작순서 1 번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응하는 상태로 내용이 표시됩니다.
ᆞ「해석/설명문 감추기」,「표제어 감추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
키를 누
를 때마다 감춰진 부분이 표시/ 비표시로 전환됩니다.
키를
ᆞ항목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순서 １의 리스트를 표시하고 있을 때
눌러서「항목정보 삭제」
화면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을 선택, 실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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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우선순위 HSK 관용어
-

HSK 응급 처방!
HSK 출제빈도순 관용어 수록
기출문제를 분석한 관용어 해설
응용문제를 통한 실전 해결 능력 배양

출제빈도순으로 학습한다【패턴 3】:
문제가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 검색한 중국어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키
１ 검색한 중국어가 표시되었을 때
를 선택합니다.
를 눌러서
ᆞ문제와 선택항목이 표시됩니다.
２ 문제를 읽고, 해답을 입력합니다.
３

키를 눌러서 해답을 표시합니다.

병음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출제빈도순으로 학습한다」와 마찬가지로 검색한 중국어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출제빈도순으로 학습한다」를 참조하여 주
십시오.
한자검색【패턴 2】:
검색하려는 한자를 SUB PANEL 에 입력.
• 한자는 13 문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 「출제빈도순으로 학습한다」와 마찬가지로 검색한 중국어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문제를 푸는 방법은, 「출제빈도순으로 학습한다」를 참조하여 주십시
오.

수록사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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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1 Dr. PASSPORT
해외에서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적에 자신의 증상과 아픈정도
등을 현지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회화집입니다. 「찌르는 듯이 아프다」
「쿡
쿡 쑤시다」등, 애매한 표현도 실려 있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체질과 습관【패턴 3】：
증상【패턴 3】：
용어집【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한글예문검색【패턴 2】：
예문 을 검 색하 려는 한 글 을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

회화１ 홈스테이 유학 영어 회화
해외여행이나 해외생활에 꼭 필요한 영어회화와 생활정보를 풍부하게 수
록.

회화１ 위기상황 돌파 영어 회화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SOS
여행 영어회화집.
기본 표현편, 상황별 회화편【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회화１ 일본어 회화 사전(EW-B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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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로 말하는 재미가 솔솔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다 있다 !
오랜 일본 경험에 기초한‘체험형’일본어 회화 사전이다 .
실제 상황에 맞게 모아놓은‘살아있는’표현만을 모았다 .
초급에서 고급까지 망라하여‘체계적인’회화 학습이 가능하다 .

카테고리 검색, 용어집, 문례집【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상황별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한글
로 입력.
한글예문검색【패턴 2】:
예문을 검색하려는 한글을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회화１ 여행 일본어 회화
혼자서도 일본여행이 가능하도록, 알차고 풍부한 기본회화를 상황별로 수
록.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활용 예문을 소개.
기본 회화편, 상황별 회화편【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회화１ 비즈니스 중국어
중국 비즈니스 OK 북!
- 비즈니스에 관련된 상황 필수 회화
- 기본 표현을 활용한 응용 표현
- 중국어 초보자를 위한 발음 표기
- 각종 무역 서신문 수록
수록사전
사용하기

비즈니스 회화, 비즈니스 서신【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상황별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한글
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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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예문검색【패턴 2】:
예문을 검색하려는 한글을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

회화１ 직통 중국여행회화
-

현지에서 바로 활용하는 중국여행 필독서!
5 분 만에 익히는 핵심 중국어 발음
30 분 투자로 중국어 핵심 패턴 익히기
바로 찾아 활용하는 1300 개의 다양한 표현
90 가지 중요 상황별 회화 수록

출발 전 챙기기, 30분 훈련으로 핵심 패턴
익히기, 내 맘대로 골라쓰는 다양한 표현,
용감하게 대화하기【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상황별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한글
로 입력.
한글예문검색【패턴 2】:
예문을 검색하려는 한글을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 단어 사이에 「 」(SPACE) 를 삽입합니다 .

회화2 주머니속의 여행영어, 주머니속의 여행일본어, 주머니속의

여행중국어, 주머니속의 여행독일어, 주머니속의 여행프랑
스어, 주머니속의 여행이탈리아어, 주머니속의 여행스페인
어
해외 여행자를 위한 주머니여행 시리즈!
1) 여행안내서 뺨치는 알짜 여행 정보가 가득!
2) 초간편 기본회화 10 가지를 중요순으로 정리
3) 가장 세분화된 상황 설정으로 각 챕터를 아주 찾기 쉽게 배열
4) 비즈니스 출장을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 첫인사에서 계약성공까지의 기
본 비즈니스 회화 특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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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3】: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표제어의 선택, 결
정을 반복합니다.

편리한 PUZZLE
기능 규칙에 따라 숫자를 입력해 나가는 3 가지「수학 PUZZLE」탑재.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GUIDE 기능」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
기화면에서
누른 후에
키를 누릅니다.
■시작 방법
초기화면의 「스탠다드편」, 「부등호편」,
「연산편」중에서 퍼즐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수록사전
사용하기

■사용법
PUZZLE 스탠다드편:
규칙
키로 빈 칸을 선택하여 숫
•
자를 채워갑니다.
• 세로열 9 칸, 가로열 9 칸에 1~9 의 숫
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합니다.
• 굵은 선으로 둘러싸인 ３×３의 ９칸
안에서도 1~９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
도록 입력합니다.
키를 누릅
• 입력한 숫자를 삭제하려면,
니다.
키를 누른 후에 숫자 키를 누르면, 작은 숫자가 칸에 입력됩니다 (임시 입
•
력). 임시 입력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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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 부등호편 :
규칙
키로 빈 칸을 선택하여 숫
•
자를 채워갑니다.
• 부등호가 성립되도록 1~5 까지의 숫자
를 중복되지 않게 입력합니다.

５

１

＞

？

＞

＞

３

예>
？는「３＞？」에 의해 ２ 또는 １임을 유추할 수 있
습니다.
또한 , 윗칸이 1 이므로 , ? 는 2 임을 유추할 수 있습
니다 .
키를 누릅니다.
• 입력한 숫자를 삭제하려면,
• 임시 입력을 사용하여 임의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PUZZLE 연산편 :
규칙
키로 빈 칸을 선택하여 숫
•
자를 채워갑니다.
• 칸과 칸 사이의 작은 숫자는 그 칸과 칸
의 연산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연산결과가 성립되도록 1~5 까지의
숫자를 중복되지 않게 입력합니다.
• 작은 숫자에는 양수와 음수가 있습니다.
양수는 좌우 또는 상하 칸의 숫자를 더한
결과입니다.
음수는 좌우 또는 상하 칸의 숫자의 한 방
향에서 다른 방향을 뺀 결과입니다.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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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예>
공백과 3 을 더하면 7 이 되기 때문에 공백에는 4
가 들어갑니다.

공백에서 2 를 빼면 -1 이 되고, 또는 2 에서 공백
을 빼면 -1 이 되기 때문에 공백에는 1 또는 3 이
들어갑니다.

키를 누릅니다.
• 입력한 숫자를 삭제하려면,
• 임시 입력을 사용하여 임의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적을 볼 때는
정답을 맞출 때까지 걸린 시간과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에서「성적」을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전환합니다.
• 다른 수준이나 퍼즐의 성적을 볼 때는
키를 눌러서 삭제하려는 내용을 선택하고
• 성적을 삭제할 때는 성적 화면에서
키를 누릅니다.

편리한 영어 통합검색
기능 여러 사전을 대상으로 하여 알파벳으로 단어 / 예문 / 숙어를 검색할 수 있
습니다.
ᆞ검색 대상이 되는 사전 / 모드명은 GUIDE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135 페이지
표제어 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63 페
• 「알파벳으로 단어 검색하기」
이지)
예문 검색【패턴 2】:
예문을 검색하려는 영어단어 또는 숙어를
키를 누릅니다.
입력한 후,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SPACE) 를 삽입합니다 .
• 「알파벳으로 예문과 숙어 검색하기」（→ 64 페이지）

수록사전
사용하기

숙어 검색【패턴 2】:
숙어를 검색하려는 영어단어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때는, 단어 사이에「 」(SPACE) 를 삽입합니다 .
• 「알파벳으로 예문과 숙어 검색하기」( → 6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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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한중일 통합검색
기능 여러 사전을 대상으로 하여「일본어(가나 )」,「한어(병음)」,「국어(한글 )」
로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ᆞ검색 대상이 되는 사전 / 모드명은 GUIDE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135 페이지
일본어표제어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 「일본어 (가나 ) 로 단어 검색하기」
(→ 65 페이지)
중국어표제어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 「병음으로 단어 검색하기」(→ 66 페이
지)
국어표제어검색【패턴 1】:
검색하려는 단어의 처음 몇 글자를 입력 .
• 「한글로 단어 검색하기」(→ 6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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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할 때는
이러한 때에는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찾을 수 없다
표제어를 전환해도 목적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거나 검색하려는 단어를 바르게 입
력하였는데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하이픈(-)이나 SPACE(공백), &는 어떻게 입력？
영어를 입력할 때, 검색하려는 단어가 하이픈 (-) 을 포함하는 경우는 생략합니다.
어구 등에 포함된 SPACE (공백) 도 생략합니다.
「&」는「and」로 입력합니다.
→「heaven-sent」는「heavensent」라고 입력
→「absolute altitude」는「absolutealtitude」라고 입력
→「A&M」은 「aandm」라고 입력

영어의 스펠링과 병음의 철자, 일본어의 철자를 모를 때는?

수록사전
사용하기
도움되는
정보 보기

「표제어 검색」이나「스펠링 체크」를 할 때, 영어단어의 스펠링이나 병음, 일본어 철
자가 애매하고 불확실한 부분은「?」(와일드 카드) 또는「＊」(블랭크 워드) 로 대신
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広辞苑」，「新明解日語辞典」이
• 일본어의 경우는「두산동아 프라임 일한사전」
대상입니다.
→「subordinate」의 밑줄 부분의 스펠링이 애매할 때는 「sub?rdi??te」라고 입력
→「zàibăn」의 밑줄 부분의 철자가 애매할 때는「zà＊n」라고 입력
→「ななかまど」의 밑줄 부분의 철자가 애매할 때는 「な＊ど」라고 입력
키를 누른 후에
• 「？」는 하나가 1 문자를 대신합니다.「？」를 입력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키
• 「＊」는 하나로, 연속하는 여러 문자를 대신합니다.「＊」를 입력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를 누른 후에
• 「＊」는 한 곳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검색이 가능한 사전 등에 대한 정보는, GUIDE 기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숙어 검색」
등, 이 검색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 1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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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를 기호선택화면에서 입력하려면
기호선택화면을 사용하여 「？」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키를 누르면 기호선택화면이 표시됩니다.

키로 입력하려는 기호를 선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 기호선택화면을 닫을 때는

일본어 장음부 ( ー )를 포함하는 가타카나어 수록 순서에 주의
「-」(장음부) 을 포함하는 가타카나어는「-」의 음을 가나로 고친 위치에 수록된
사전이 있습니다.
→「ナイーブ」는「ナイイブ」의 위치에 있습니다.
「ぢ」「づ」와 「じ」「ず」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전에 따라서는 표제어가 현대 가나표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年中」는「ねんぢゅう」가 아니고「ねんじゅう」로 입력
→「稲妻」는「いなづま」가 아니고「いなずま」로 입력
「バ」나 「ヴ」를 입력해 봅니다 .
사전에 따라서는 영어와 기타 외래어의「V」발음이「ヴァ행」이 아니고「バ행」으
로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violin」의 음을 「ヴァイオリン」이 아니라「バイオリン」으로 입력.
「バ행」을 입력하여 검색해도 표제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ヴァ행」으로 입력하
여 검색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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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하는 문자의 종류를 입력할 수 없을 때는?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할 경우, 여러 종류의 문자(히라가나와 숫자 등) 를 섞어서 입
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필기입력에서는 화면에 표시된 아이콘의 문자 종류를 입
력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과 입력 가능한 문자의 종류
아이콘

입력 가능한 문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일본어 한자, 우리나라 한자
알파벳
숫자
중국어 간체자
한글

터치펜 입력의 원 포인트
터치펜 문자의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 좋은 예

• 문자를 기울여 쓰지 않
을것

• 흘려 쓰지 않을 것

• 해서체로 정성들여 쓸 것

•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크게
쓸것

도움되는
정보 보기

• 점을 찍을 때는 약간 길게(2 도트
크기 이상) 쓸 것 (1 도트 크기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 올바른 필순에 따라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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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는 한자로 쓸 것 (가나 한자 변환 기능은 없습니다)
등) 를 보고 입력 가능한 문자의 종류를 확인 (터치
• 화면 상부의 마크 (
펜 입력이 가능할 때 → 55 페이지)
히라가나ᆞ가타카나를 쓸 때의 포인트
큰 글자

작은 글자 (「ゃ」와「っ」등 )

☧#63(#⠞Ⅻ
☧#63(#Ტ᩶
☧#63(#⠞Ⅻ

☧#63(#Ტ᩶

• 테두리에 대해 가로 세로 모두 30% 미만의
크기로 쓸 것
• 테두리 아래쪽에 쓸 것
닮은 모양의 문자 인식에 대하여
• 夕(저녁)＝タ/工(공)＝エ/力(힘)＝カ/口(입)＝□ 등 닮은 한자와 가타카나의 경우,
한자가 우선적으로 표시됩니다. 단, 검색어 입력란의 바로 앞 글자가 가타카나일
때는 가타카나가 우선적으로 표시됩니다.
• へ＝ヘ／り＝リ 등 닮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경우, 히라가나가 우선적으로 표
시됩니다. 단, 검색어 입력란의 바로 앞 글자가 가타카나일 때는 가타카나가 우
선적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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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숫자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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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자「X」와 소문자「x」를 쓰는 포인트
영어 대문자 X

영어 소문자 x

☧#:3(#⠞Ⅻ#

☧#:3(#Ტ᩶

도움되는
정보 보기

☧#:3(#⠞Ⅻ

☧#:3(#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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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본 기기의 동작에 이상이 발생하면, 우선 알칼리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확인을 마치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상태

원인과 대처 방법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전지의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지로 교환하십시오. → 208 페이지
연결된 PC가 꺼졌거나, 대기모드 또는 수면모드 상
태로 되어 있습니다.
PC를 켜 주십시오.
PC쪽의 원인(설정에서 USB가 무효로 되어 있음. 전
력 공급 능력 등)으로 USB 급전을 할 수 없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전지를 사용하십시오. → 208 페이지

USB 급전을 할 수 없다

■동작
상태
잠시 보지 않은 사이에
전원이 꺼졌다

자동 절전 시간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갑자기 표시화면이 꺼져
버린다
갑자기 언어설정 화면이
된다
키 터치음 설정을
「ON」으로 했는데 키
터치음이 나지 않는다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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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대처 방법
자동 절전 시간 기능에 의해 전원이 꺼졌습니다.
전원을 켜 주십시오. → 17 페이지
전지의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지로 교환하십시오. → 208 페이지
자동 절전 시간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211 페이지
전지의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지로 교환하십시오. → 208 페이지

음성 출력 전환 스위치가「PHONES」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SPEAKER」쪽으로 하거나 이어폰을 사용하십시
오. → 114 페이지
시판되는 보호필름이 바르게 부착되지 않았을 가능
성이 있습니다.
「■SUB PANEL」의「터치한 문자와 아이콘이 바르
게 인식되지 않는다..」를 참조하십시오. → 204 페이
지

■LIBRARY 기능
상태
통신이 되지 않는다

microSD 메모리카드에
액세스할 수 없다
텍스트 파일을「EXword TextLoader」로
전송할 수 없다
사진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다

원인과 대처 방법
바르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과 PC가 USB 케이블로 바르게 연결되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EX-word TextLoader 사용설명서
microSD 메모리카드가 바르게 세트되지 않았습니다.
microSD 메모리카드를 바르게 세트해 주십시오.
→ 130 페이지
텍스트 파일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압축파일을 풀고 다시 전송해 주십시오.
→EX-word TextLoader 사용설명서
데이터 크기가 너무 크거나 데이터 형식이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 131 페이지

■발음
원인과 대처 방법
음량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 115 페이지
음성 출력 전환 스위치가「PHONES」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SPEAKER」쪽으로 하십시오. → 114 페이지
음량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 115 페이지
음성 출력 전환 스위치가「SPEAKER」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PHONES」쪽으로 하십시오. → 114 페이지
이어폰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잭 안쪽까지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114
페이지
부속품이 아닌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속된 전용 이어폰을 사용하십시오. → 114 페이지
음량이 너무 큽니다.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 115 페이지
전지의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지로 교환하십시오. → 208 페이지
전지의 수명이 다된 상태에서 긴 문장의 음성 데이터
를 재생했습니다.
새로운 전지로 교환하십시오. → 208 페이지

이어폰에서 발음이 들리
지 않는다

소리가 이상하거나 표시
화면이 가물거린다

음성 데이터를 재생하는
도중에 표시화면이 꺼진
다

도움되는
정보 보기

상태
스피커에서 발음이 들리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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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MAIN PANEL)
상태
MAIN PANEL이 켜지지
않거나 깜빡인다
터치해도 인식되지 않는
다
터치한 위치와 표시된 문
자의 위치가 맞지 않는다

원인과 대처 방법
전지의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지로 교환하십시오. → 208 페이지
터치하는 위치와 인식되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MAIN PANEL을 조정하십시오. → 214 페이지

■SUB PANEL
상태
터치해도 인식되지 않는
다

터치한 위치와 표시된 문
자의 위치가 맞지 않는다
터치한 문자와 아이콘이
바르게 인식되지 않거나
터치펜 입력 시의 증상
이 개선되지 않는다.
또는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 없다

원인과 대처 방법
터치하는 위치와 인식되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SUB PANEL을 조정하십시오. → 214 페이지
터치펜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도중에 본 제품의 키가
눌려졌습니다.
터치펜 입력 중에는 본 제품의 키를 누르지 마십시오.
터치펜으로 입력한 문자가 사용하는 사전에서 지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펜으로 입력할 수 있는 문자의 종류를 확인하여 주십
시오. → 55 페이지
터치하는 위치와 인식되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SUB PANEL을 조정하십시오. → 214 페이지
시판되는 보호필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필름이 패널
(MAIN/SUB)과 패널 테두리의 틈새에 끼었거나, 보
호필름과 패널 사이에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갔습니
다.
예> SUB PANEL

• 보호필름을 일단 벗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입력되
는지 확인하십시오.
• 보호필름은 패널 테두리 안쪽에 바르게 부착해 주십
시오.
• 보호필름과 패널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시판되는 보호필름에 동봉된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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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면…
본 제품을 사용할 때 표시되는 메시지와 대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된 후, 원래의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기
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시지

원인과 대처 방법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
를 중단해 주세요.
ENTER를 누르면 이 가
이드를 닫습니다.
이하의 상태의 메모리카
드가 삽입되어 있기 때
문에, PC링크는 할 수
없습니다.
●기입금지
●포맷 이상
●데이터카드

통신 중에 본 제품을 조작하여 통신 상태를 해제했습
니다.
PC를 조작하여「EX-word TextLoader」를 종료하
십시오.
PC 등 다른 기기에서 포맷된 microSD 메모리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전자사전 본체의「LIBRARY」화면의「본체저장리스
트」를 선택하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지워집
니다만, 카드를 포맷하겠습니까？ ○예 ●아니오
선택 후 ENTER 를 누르세요」라고 표시되므로 포맷
을 실행하여 주십시오.
단, microSD 메모리카드를 포맷하면, 기록된 데이터
는 모두 소거됩니다.
정전기의 영향이나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 등이 가해
졌습니다.
가까운 카시오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microSD 메모리카드가 없거나 바르게 세트되지 않
았습니다.
바르게 세트하여 주십시오. → 130 페이지
불법 복사된 microSD 메모리카드가 삽입되어 있습
니다.
정품 microSD 메모리카드를 삽입하십시오.

에러코드01
에러코드02
카드가 없습니다.

통신 중에 USB 케이블이 빠졌습니다.
USB 케이블을 바르게 연결하고 통신 조작을 다시 하
십시오. →EX-word TextLoader 사용설명서
통신 중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통신 조작을 다시
하십시오.
다시 똑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카
시오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도움되는
정보 보기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카
드입니다.
카피된 데이터카드가 삽
입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데이터카드를 삽
입해 주세요.
ENTER를 누르면 이 가
이드를 닫습니다.
PC링크 에러가 발생했
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05

메시지
메모리카드의 포맷이 다
르거나
데이터가 파손되어 있습
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카드를 삽입한
채,
카드저장리스트에 이동
해 주세요.
ENTER를 누르면 이 가
이드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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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대처 방법
microSD 메모리카드가 다른 제품 전용으로 포맷되
어 있는지, 카드에 이상이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에 따라 조작하십시오.
그리고, microSD 메모리카드를 포맷하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RESET할 때에는
정전기의 영향 등으로 동작이 이상해지거나 조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제품을 RESET 해 주십시오.
• 반드시 전원을 끄고 RESET 하십시오.
전원을 끄지 않고 RESET 하면 HISTORY 나 설정 등의 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
다.

1

전원이 켜져 있으면

키를 눌러, 전원을 끕니다

2

본체 뒷면에 있는 RESET 버튼을
부속 터치펜으로 누릅니다
ᆞ 이쑤시개나 연필 등, 끝이 부
러지기 쉬운 물건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
다.

RESET
(리셋) 버튼

3

터치펜

중앙 부분에 손가락을 걸어 본 제품
을 열고, 화면에 따라 조정합니다
ᆞ 자세한 내용은「처음 사용할 경
우」의 순서 4 이후의 조작(→ 15
페이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ᆞ 화면(액정패널)의 밝기는 「３」으
로 되돌아갑니다. 필요에 따라 다시
설정해 주십시오(→ 213 페이지)

도움되는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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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교환
화면에「건전지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표시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전
지를 교환하십시오.
전지교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1 년에 한 번은 반드시 교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지를 교환해 주십시오. 전원을 끄지 않고 전지를 교환하면,
HISTORY 나 설정 등의 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교환할 때는 반드시 2 개 모두 새로운 AA 알칼리 건전지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지정된 전지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새 전지와 오래된 전지를 혼합하여 사용하
면, 전지의 수명이 현저히 짧아지거나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2
3

AA 알칼리 건전지 2개를 준비합니다
키를 눌러, 전원을 끕니다
전지덮개를 떼어냅니다
ᆞ 2곳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4

오래된 전지를 빼낸 후, 새 전지
를 넣고 전지덮개를 끼웁니다
ᆞ 전지
지를
ᆞ 전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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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내기용 리본을 당겨서 전
꺼냅니다.
꺼내기용 리본 위에 전지를
놓습니다.

전지 꺼내기용 리본

5

본체 뒷면에 있는 RESET 버튼을
부속 터치펜으로 누릅니다
ᆞ 이쑤시개나 연필 등, 끝이 부
러지기 쉬운 물건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
니다.

6

본 제품을 열고 화면에 따라
각종 조정을 합니다

RESET
터치펜
(리셋) 버튼
ᆞ 자세한 내용은「처음 사용할
경우」의 순서 4 이후의 조작(→ 15 페이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ᆞ 화면(액정패널)의 밝기는「３」으로 되돌아갑니다. 필요에 따라 다시 설
정해 주십시오(→ 213 페이지)
위험

전지에 대하여
전지에서 누출된 액체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다음과 같은 처치를 하십시오.
1. 눈을 비비지 말고 바로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2.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실명의 원인이 됩니다.
전지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만약에 삼키면 바로 의사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경고
전지에 대하여
전지를 잘못 사용하면, 액누출로 인한 주위 오염이나 파열로 인한 화재ᆞ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 분해하지 말 것, 단락시키지 말 것
• 가열하지 말 것, 화기가 있는 곳에 넣지 말 것
• 새 전지와 오래된 전지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종류가 다른 전지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충전하지 말 것
• 극성 (+ 와 - 의 방향) 에 주의하여 바르게 넣을 것
도움되는
정보 보기

주의
전지에 대하여
전지를 잘못 사용하면, 액누출로 인한 주위 오염이나 파열로 인한 화재ᆞ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 본 제품에서 지정하는 전지 이외의 것은 사용하지 말 것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본 제품에서 전지를 빼 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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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때는
부속된 USB 케이블로 본 제품과 PC 를 연결하여, PC 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
습니다 (USB 급전).

USB 급전에 관한 주의사항
• 소모되지 않은 전지를 본 기기에 넣어 주십시오. 전지가 들어 있지 않으면, USB
케이블이 빠지거나 PC 의 전원이 끊어진 경우에, 본 기기에 리셋이 걸려서
HISTORY 나 설정 등의 정보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지 잔량 아이콘이
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제품과 PC 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본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USB 케이
블을 연결하십시오.
• 본 제품에 건전지가 삽입된 상태에서 PC 와 USB 를 연결하면, USB 급전이 우선
시되어 자동으로 PC 에서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 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USB 케이블을 빼 주십시오.

USB 급전하기（PC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1 본 제품의 전원을 끄고, 부속된 USB 케이블로 그림과 같이 본 제품의
USB 케이블 연결 커넥터와 PC 「본체」의 USB 포트를 연결합니다

USB 포트로

USB 케이블
연결 커넥터로

2 본 제품의 전원을 켭니다
ᆞ PC 에서 본 제품으로 급전이 시작됩니다.
ᆞ 본 기기에 전지가 들어 있지 않거나, 들어 있는 전지가 잔량이 없는 상태에
서 전원을 공급하면, 본 기기가 리셋되어 「언어설정」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 기기의 전원을 끄고, USB 케이블을 뺀 후 전
지를 교체( 또는 삽입) 하여 주십시오.
전지 잔량
아이콘
USB 급전 중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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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변경
본 제품은 여러가지 설정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가능한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입 시 설정은 밑줄이 그어진 굵은 서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환경설정
항목
키 터치음 설정

자동 절전 시간설정

필기입력 인식설정

내용
ON
OFF
3분 / 6분 / 10분 /
15분 / 30분 / 45
분 / 60분 / 90분
수동
자동

센서 설정

근접어검색 설정

ON

SUB PANEL에 문자를 쓴 후,
＜인식＞을 터치하면 인식됩니다
SUB PANEL에 문자를 쓴 후,
＜인식＞을 터치하지 않아도 약 1초
후에 인식됩니다
Action Sensor（→ 120 페이지)를 사
용할 수 있게 합니다

OFF

Action Sensor를 무효로 합니다

ON

근접어검색 설정(→ 32 페이지)을 사
용하여 검색합니다
일본어 음이나 스펠링을 입력해도 후
보 일람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키를 누
후보 일람을 표시하려면
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 화면 타이틀,
아이콘 등의 언어를 변경합니다

OFF

언어설정

설명
키를 누르면 이어폰 또는 스피커에서
「삐」하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동 전원 OFF까지의 시간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도움되는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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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정
항목

설명

밝기 설정
점등시간 설정
MAIN PANEL 조정

SUB PANEL 조정

MAIN PANEL과 SUB PANEL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 213 페이지)
MAIN PANEL과 SUB PANEL의 백라이트 점등 시간을 3
단계(30초/1분/3분)로 설정합니다
터치펜을 보는 시선과 MAIN PANEL을 보는 시선이 일치
하도록 조정합니다
MAIN PANEL에서 터치펜으로 터치하는 위치와 표시되는
필기입력 문자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패널조정」을 합니다(→ 214 페이지)
터치펜을 보는 시선과 SUB PANEL을 보는 시선이 일치
하도록 조정합니다
SUB PANEL에서 터치펜으로 터치하는 위치와 표시되는
입력 문자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 「패널조정」을 합니다.(→ 214 페이지)

• 「발음설정」( → 119 페이지),「우선설정」( → 64 페이지)

■설정 변경
설정을 변경할 때는, 각 사전의 초기화면에서 조작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이밖의 화
면에서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센서 설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MENU 화면에서 조작을 시작하십시오.
예> 루비(후리가나) 를 표시합니다
「일본문학작품 100선」( → 176 페이지) 과 본 제품에 전송한 텍스트 파일은 루비
(후리가나) 표시「ON」/ 비표시「OFF」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2
3
4

텍스트 내용의 화면을 표시한다
키를 누른 후,

키를 누른다

키로 「루비설정」을 선택하고
키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키를 누른다

키를 누른다

ᆞ 《 》안의 문자가 루비(후리가나)가 되어, 루비(후리가나)가 붙는 문자의
첫머리는 |로 표시된다
(예) 昔 | 気質《かたぎ》→ 昔気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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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액정패널(MAIN PANEL 과 SUB PANEL) 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임의의 사전의 초기화면을 표시합니다
ᆞ 다음 조작은, 키보드의 키를 눌러서 조작하여 주십시오.

키를 누른 후에

2

키를 누릅니다

ᆞ 「설정항목」화면이 표시됩니다.

3
하고,

4

5

키로 「화면설정」을 선택
키를 누릅니다

키로 「밝기 설정」을 선
택하고,
키를 누릅니다

키로 원하는 밝기가 되도록 설정하고,

키를 누릅니다

도움되는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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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SUB PANEL 을 조정합니다

1

임의의 사전의 초기화면을 표시합니다

2

키를 누른 후,
릅니다

키를 누

ᆞ 「설정항목」화면이 표시됩니다.

3

키로 「화면설정」을 선
키를 누릅니다
택하고,

4

키로 「SUB PANEL 조
키를 누
정」을 선택하고,
릅니다

5

SUB PANEL에 표시되는 4개의
십자 마크의 중심을 터치펜으로
하나하나 모두 터치합니다
ᆞ 십자 마크를 터치하면 색이 엷어지
고, 4개 모두 터치하면 사전의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중심을 터치합니다
을 선택하
• MAIN PANEL 을 조정할 경우에는, 순서 4 에서「MAIN PANEL 조정」
고, 순서 5 에서 MAIN PANEL 에 표시되는「 」를 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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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이콘의 명칭과 기능
●키

1

2

d
3

c

4
5
6

b

78

90

a

● Quick Palette
(하드 아이콘)
● 아이콘 (SUB PANEL)

i
j
k
l
m
n

e

g

h

• 본 사용설명서의 키 및 아이콘은 간략화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보기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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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 아이콘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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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ᆞ 각각의 키에 등록된 사전의 초기화면을 표시합니
다.
ᆞ 키를 누를 때마다, 위 행의 사전과 아래 행의 사
전으로 전환됩니다.
ᆞ 전원을 켜거나 끌 때 사용합니다.
(전원) 키
→ 17 페이지
ᆞ 문자 키에 인쇄된 성조기호(중국어 입력용)나 한
키
글문자/「 ?」또는「＊」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
다. → 197 페이지
ᆞ 사전/모드 키의 아래 행에 있는 사전이나 모드,
GUIDE 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 우선 이 키를 누
른 후 사전/모드키를 누르는 사용 방법도 가능합
니다. → 30 페이지
ᆞ 현재 검색 중인 단어의 하나 앞 또는 하나 뒤에
있는 단어의 뜻을 볼 때, 우선 이 키를 누른 후
또는
키를 누릅니다. (＜전 표제어＞또는
＜다음 표제어＞를 터치한 경우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42 페이지
ᆞ 조금 전에 검색한 단어를 다시 검색할 수 있습니
키
다. → 68 페이지
ᆞ 표시된 단어를 더욱 자세하게 검색하거나 숙어/
키를 누른 후에
예문을 추려서 검색할 때
이 키를 누릅니다. → 71, 74, 82 페이지
ᆞ 화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크기를 변경하고 싶을
키
때 누릅니다. → 43 페이지
ᆞ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같은 사전의 관련항목으로
키
JUMP하거나, 화면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다른 사
전에서 검색할 때 누릅니다. → 76, 77 페이지
ᆞ GUIDE를 볼 때는
키를 누른 후, 손가락을
떼면서 이 키를 누릅니다. → 135 페이지
ᆞ 화면의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싶을 때 누릅니다.
키
→ 44 페이지
(페 이 지 이 ᆞ 화면표시에 연속되는 부분이 있을 때 누르면, 지
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표시됩니다. → 41 페이지
동)키
ᆞ 현재 검색 중인 단어의 하나 앞 또는 하나 뒷단
어의 뜻을 보고 싶을 때,
키를 누른 후에 이
키를 누릅니다. → 42 페이지
사전/모드 키

키 /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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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 네이티브 발음으로 음성을 들을 때 누릅니다.
→ 116 페이지
ᆞ 합성음성(텍스트 발음)으로 발음을 들을 때는,
키를 누른 후에 이 키를 누릅니다. → 118
페이지
ᆞ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갈 때 누릅니다.
키
ᆞ 각 사전/모드의 초기화면에서 누르면 MENU화면
이 표시됩니다.
ᆞ 검색하려는 단어를 입력하거나 항목을 선택한 다
키
음, 이 키를 눌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 29, 33 페이지
ᆞ 사전이나 항목 등의 선택 장소와 반전 표시를 움
키
직일 때나, 커서를 이동시킬 때 누릅니다.
→ 29 페이지
ᆞ 발음의 음량을 조정할 때 누릅니다. → 115 페이
지
ᆞ 잘못 입력한 문자를 정정할 때 사용합니다.
키
→ 54 페이지
ᆞ 본 제품의 여러가지 설정을 변경하고 싶을 때,
키를 누른 후에 이 키를 누릅니다.
→ 212 페이지
ᆞ 문자나 숫자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문자 키
→ 50, 54 페이지
*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2, 198 페이지를 참
조하여 주십시오.
＜전 표제어＞
지금 검색 중인 단어의 하나 앞 또는 하나 뒤에 있
는 단어의 뜻을 보고 싶을 때 터치합니다.
＜다음 표제어＞아
이콘
키를 누른 후에
또는
키를 누른 경
（
우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 42 페이지
＜암기카드 작성＞
검색한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암기카드를 작성할
아이콘
때 터치합니다. → 104 페이지
＜숙어＞아이콘
뜻이나 해설 화면에서, 검색 중인 단어를 사용한
숙어를 검색할 때 터치합니다. → 85 페이지
＜예문ᆞ해설＞아
예문이나 해설이 있는 사전에서, 그 내용을 볼 때
이콘
터치합니다. → 86 페이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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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 아이콘

설명

j

＜MENU＞ 아이콘 ᆞ 아이콘을 터치할 때마다 MENU화면과「학습
장」의 화면이 전환됩니다.
ᆞ 「학습장」화면을 직접 표시할 때는,
키를
누른 후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JUMP＞ 아이콘
키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6의

k

＜ 발음 ＞ 아이콘

9의

l

＜ESC/LIST＞ 아
이콘
＜ENTER＞ 아이콘

0의

i

m
n

아이콘

a의
8의

키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키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키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키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 계산기 기능에서 사용하는 키에 대해서는, 122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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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의 가나 대응표
로마자의 가나 대응표입니다.
あ行
か行

が行
さ行

ざ行

あ
A
か
KA
CA

い
I
き
KI

が
GA
さ
SA

ぎ
GI
し
SI
SHI
じ
ZI
JI
ち
TI
CHI
ぢ
DI
に
NI
ひ
HI

ざ
ZA

た行

た
TA

だ行

だ
DA
な
NA
は
HA

な行
は行

ば行
ぱ行
ま行

び
BI
ぴ
PI
み
MI

え
E
け
KE

お
O
こ
KO
CO

げ
GE
せ
SE

ご
GO
そ
SO

ず
ZU

ぜ
ZE

ぞ
ZO

つ
て
TU
TE
TSU
づ
で
DU
DE
ぬ
ね
NU
NE
ふ
へ
HU
HE
FU
ぶ
べ
BU
BE
ぷ
ぺ
PU
PE
む
め
MU ME
ゆ
いぇ
YU
YE

と
TO

くゎ行

ど
DO
の
NO
ほ
HO

ぐゎ行

わ行
ん行

きゃ行
ぎゃ行

ぼ
BO
ぽ
PO
も
MO
よ
YO

くぁ行

しゃ行

じゃ行

ちゃ行

ぢゃ行

ら
RA
LA
わ
WA
ん
NN
きゃ
KYA
ぎゃ
GYA
くぁ
QA
くゎ
KWA
QWA
ぐゎ
GWA
しゃ
SYA
SHA
じゃ
ZYA
JA
JYA
ちゃ
TYA
CYA
CHA
ぢゃ
DYA

り
RI
LI
ゐ
WI

る
RU
LU
う
WU

れ
RE
LE
ゑ
WE

ろ
RO
LO
を
WO

きぃ きゅ きぇ きょ
KYI KYU KYE KYO
ぎぃ ぎゅ ぎぇ ぎょ
GYI GYU GYE GYO
くぃ
くぇ くぉ
QI
QE QO
くぃ くぅ くぇ くぉ
KWI KWU KWE KWO
ぐぃ ぐぅ
GWI GWU
しゅ
SYU
SHU
じぃ じゅ
ZYI ZYU
JU
JYI JYU
ちぃ ちゅ
TYI TYU
CYI CYU
CHU
ぢぃ ぢゅ
DYI DYU

ぐぇ
GWE
しぇ
SYE
SHE
じぇ
ZYE
JE
JYE
ちぇ
TYE
CYE
CHE
ぢぇ
DYE

ぐぉ
GWO
しょ
SYO
SHO
じょ
ZYO
JO
JYO
ちょ
TYO
CYO
CHO
ぢょ
D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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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行

ば
BA
ぱ
PA
ま
MA
や
YA

ら行

う
U
く
KU
CU
QU
ぐ
GU
す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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つぁ行

つぁ
TSA
てゃ行 てゃ
THA
でゃ行 でゃ
DHA
とぅ
どぅ
にゃ行

にゃ
NYA
ひゃ行 ひゃ
HYA
びゃ行 びゃ
BYA
ぴゃ行 ぴゃ
PYA

つぃ
つぇ つぉ
TSI
TSE TSO
てぃ てゅ てぇ てょ
THI THU THE THO
でぃ でゅ でぇ でょ
DHI DHU DHE DHO
とぅ
TWU
どぅ
DWU
にぃ にゅ にぇ にょ
NYI NYU NYE NYO
ひぃ ひゅ ひぇ ひょ
HYI HYU HYE HYO
びぃ びゅ びぇ びょ
BYI BYU BYE BYO
ぴぃ ぴゅ ぴぇ ぴょ
PYI PYU PYE PYO

ふぁ行
ふゃ行
ぶゃ行
みゃ行
りゃ行

ゔぁ行
ヴァ行

ふぁ
FA
ふゃ
FYA
ぶゃ
VYA
みゃ
MYA
りゃ
RYA
LYA
ゔぁ
ヴァ
VA

ふぃ
FI
ふぃ
FYI
ぶぃ
VYI
みぃ
MYI
りぃ
RYI
LYI
ゔぃ
ヴィ
VI

ふゅ
FYU
ぶゅ
VYU
みゅ
MYU
りゅ
RYU
LYU
ゔ
ヴ
VU

작은 글자(요음ᆞ촉음)
あ
XA
＋A

い
XI
＋I

や
XYA
Y

う
XU
＋U

ゆ
XYU
A

Y

よ
XYO
U

Y

つ
XTU、XTSU、LTU
T
U、TS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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え
XE
＋E
わ
XWA

O

W

A

お
XO
＋O

ふぇ
FE
ふぇ
FYE
ぶぇ
VYE
みぇ
MYE
りぇ
RYE
LYE
ゔぇ
ヴェ
VE

ふぉ
FO
ふょ
FYO
ぶょ
VYO
みょ
MYO
りょ
RYO
LYO
ゔぉ
ヴォ
VO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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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EW-B3500/EW-B6500
• 수록 내용 :‘수록사전 일람’( → 136 페이지) 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표시 : MAIN PANEL(528×320 도트 TFT 컬러 액정 표시),
SUB PANEL(240×96 도트* TFT 컬러 액정 표시)
*
배경 전용 4 도트( 가로) 와 3 도트( 세로) 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산기 기능 : 12 자리ᆞ사칙연산ᆞ사칙상수계산ᆞ독립메모리계산ᆞ혼합계산
ᆞ 소수점은, 상위자리 우선의 플로팅(부동) 방식
ᆞ 메모리 내용은, 상시 표시
• 기억용량(LIBRARY 기능용 본체 사용자 영역) : 약 100MB
ᆞ 표기된 용량은 1KB=1024 바이트, 1MB=10242 바이트, 1GB=10243 바
이트의 환산치입니다.
• 소비전력 : 1.0W
• 사용 가능 전지： 알칼리 AA 건전지 2 개
：
• 전원 및 전지 수명(새 알칼리 건전지, 사용온도 25℃인 경우）
알칼리 AA 건전지 2 개 LR6 (AM3):
ᆞ 영한사전 풀이화면에서 연속 표시할 경우
표시의 밝기 3 에서, 표시상태가 된 30 초 후에 어두워지는 경우
…………………………………………………………………………약 130 시간
입력ᆞ검색 4 분간/ 스피커로 1 분간 음성출력/ 영한사전 풀
ᆞ １시간 동안
이화면 55 분간 표시 표시의 밝기 3 에서 표시상태가 된 30 초 후에 어두
워지는 경우를 반복했을 때 …………………………………………약 70 시간
ᆞ 스피커 또는 헤드폰으로 음성출력을 반복했을 때 표시의 밝기 3 인 경우
…………………………………………………………………………약 15 시간
* 전지 수명은 대략의 기준치입니다. 또한, microSD 메모리카드의 종류와 사
용 상황, 전지의 종류, 사용 환경, 사용 방법(화면의 밝기 설정, 점등 시간
설정, 음량과 음성출력의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USB 급전 기능： PC 에서도 USB 를 경유하여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전원 꺼짐 기능 : 8 가지 설정 가능 (3 분ᆞ 6 분ᆞ 10 분ᆞ 15 분ᆞ 30 분ᆞ
45 분ᆞ 60 분ᆞ 90 분)
• 리줌기능 : 전원을 OFF 한 시점까지의 화면이나 데이터를 저장
• 사용온도 범위 : 0℃~40℃
• 크기 (가로× 세로× 두께) : 148.0×105.5×17.0mm (덮개를 닫은 상태, 가장
얇은 부분), 두께 19.7mm(덮개를 닫은 상태, 가장 두꺼운 부분)
• 중량 : 약 300g (전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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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사의 필기체 인식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FineArt Copyright
Handwriting Recognition Engine V2.2

• 본 제품의 영어ᆞ프랑스어ᆞ독일어ᆞ이탈리아어ᆞ스페인어의 텍스트 발음 방식
발음 기능은, 한국 HCI Lab. 사의 PowerTTS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본 제품의 중국어 텍스트 발음 방식 발음 기능은 중국 SinoVoice 사의 jTTS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본 제품의 일본어 텍스트 발음 방식의 발음기능은 Animo Limited 사
의 FineSpeech Basic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FineSpeech 는 Fujitsu
Limited 사의 등록상표입니다.)
텍스트 발음 방식 발음 기능은, 문장 읽기에 있어서 완벽한 기능을 보장하는 것
은 아닙니다.
텍스트 발음 방식 발음 기능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ᆞ이익 손실 또는
제삼자의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당사 및 사용 허가권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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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O COMPUTER CO., LTD.
6-2, Hon-machi 1-chome
Shibuya-ku, Tokyo 151-8543,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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