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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ord TextLoader
LIBRARY 기능
사용설명서

【중요】
본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종료할 때까지 절대로 PC와 전자사전을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연결하면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본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설명서는 다 읽으신 후에도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본 설명서는「EX-word TextLoader」소프트웨어 및 전자사전
본체의「LIBRARY 기능」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PC나 별매품을 이용하여 활용 범위 확대하기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Free eBook을 읽기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텍스트 형식(확장자가 .txt)의 eBook을 읽을 수
있습니다.
PC에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전자사전으로 전송하여 사용합니다.
→4페이지
● 텍스트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기
텍스트 형식(확장자가 .txt)의 파일을 PC에서 전자사전으로 전송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 microSD 메모리카드 또는 SD 메모리카드 사용하기
시판되는 microSD 메모리카드 또는 SD 메모리카드로 전자사전의 저장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19, 22페이지
* 텍스트 파일을 전송하려면「EX-word TextLoader」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4페이지
* 전자사전 본체에 전송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은, EW-A시리즈에서 최대 200개ᆞ
EW-A시리즈 이외에서는 최대 100개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 microSD 메모리카드 또는 SD 메모리카드에 전송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은,
EW-A시리즈에서 최대 200개ᆞEW-A시리즈 이외에서는 최대 100개까지 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사전에 표시되는 메모리 잔여량은 대략적인 것으로, 잔여량보다 작은 파일인
경우에도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이나 microSD 메모리카드 또는 SD 메모리카드로 전송한 PC측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시고 백업용으로 보관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의 고장, 수리 등으로 인
해 저장한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능이나 조작에 대해서는 전자사전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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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주의사항
● 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권리 및 본 설명서의 저작권은 CASIO COMPUTER
CO., LTD.에 귀속됩니다.
● 본 소프트웨어는 Windows용 입니다. Macintosh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작동 환경」(3페이지)

본 설명서에 관한 주의사항
● 본 설명서에 기재된 사례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금전상의 손해 또는 제삼자에
의한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점 미리 양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폐사의 서류상의 동의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할
수 없습니다.
● 본 설명서의 내용은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에 기재된 표시화면은 실제 제품과 다소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사오니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Windows 자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본 설명서는,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최소한 다음과 같은 Windows의 기
본 조작을 숙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Windows 자체의 조작에 대해
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ᆞ 클릭, 더블 클릭, 오른쪽 클릭, 드래그, 드래그 앤드 드롭 등의 마우스 조작
ᆞ 마우스를 사용한 메뉴 조작
ᆞ 키보드입력
ᆞ Windows에 공통된 창 사용법
이러한 Windows의 기본적인 조작에 관해서는 고객의 PC 또는 Windows
패키지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상표ᆞ상표의 표기에 대하여
다음 용어는 각각 해당 회사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또한, 본 사용설명서에서는 다음 용어에 ™ 마크, ® 마크를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 Microsoft, Windows, Windows Vista는 미국 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
및 기타 국가의 등록상표입니다.
● Macintosh 및 Mac O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 microSD, microSDHC는 SD Card Association의 상표입니다.
● microSD 로고, microSDHC 로고, SD 로고는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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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프트웨어 작동 환경
OS(한국어판):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XP Home Edition/XP Professional,
Windows Vista, Windows 7
● PC의 구성(CPU/하드 디스크 용량/메모리 용량 등)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른 OS에서 업그레이드된 Windows 2000 Professional/XP Home Edition/
XP Professional, Windows Vista, Windows 7에서의 작동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 Windows Vista, Windows 7은 32bit판에서만 작동합니다.
● Windows XP Professional x64 Edition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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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eBook」읽기
전자사전과 PC는 반드시 사용하시는 PC에「EX-word TextLoader」
를 설치한 후에 연결하십시오.

「Free eBook」이란?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 및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은 무료 eBook
(전자책)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Free eBook」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ᆞProject Gutenberg
http://www.gutenberg.org/wiki/Main_Page
ᆞ 空文庫
http://www.aozora.gr.jp/
* 각 웹사이트의 설명을 잘 읽으신 후, 고객의 책임하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웹사이트에서 읽고 싶은 작품의 파일을 PC에 다운로드합니다.
ᆞ 인터넷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읽고 싶은 작품의 파일을 PC에
다운로드합니다.
ᆞ 전자사전에는 텍스트 형식(확장자가 .txt)의 파일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ᆞ 텍스트 파일은 zip형식 등으로 압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기 전에
「압축풀기」를 해 주십시오.
ᆞ EW-EV/EW-H 시리즈에서 파일 명칭은 최대 12문자(.txt 확장자를 포함)까
지 표시 됩니다.
- 파일 명칭이 12문자(.txt 확장자를 포함)를 초과할 경우는 12문자(.txt 확장
자를 포함)이내의 반각영문자 또는 숫자로 변경해 주십시오.
EW-EV/EW-H 시리즈 이외에서는 Windows 최대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
다.(최대 255문자(.txt확장자를 포함))

2 웹사이트에서 「EX-word TextLoader」를 PC에
다운로드합니다.
ᆞ 「EX-word TextLoader」는 다음의 웹사이트(http://www.excellentword.c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기재된 조작
순서에 따라 사용하시는 PC에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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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word TextLoader」를 PC에 설치합니다.
1 압축 파일 풀기를 합니다.
를 더블 클릭합니다.
2 표시되는 메시지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ᆞ Windows Vista/Windows 7의 경우,「사용자 계정 컨트롤」화면이 표시됩
니다. [예(Y)] 또는 [아니요(N)]를 클릭해 주십시오.
「이 장치 소프트웨어를~」화면이 표시된 경우는 「설치(I)」를 클릭해 주십
시오.
3 설치가 끝나면 바탕화면에

가 표시됩니다.

4 PC에 설치된「EX-word TextLoader」를 기동합니다.
ᆞ EX-word TextLoader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EX-word
TextLoader」를 기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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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사전과 PC를 연결합니다.
ᆞ 반드시 전자사전에 동봉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중요!
PC와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EX-word TextLoader」를 설치해
주십시오.
① 「EX-word TextLoader」가 기동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② 전자사전의 전원을 끕니다.
③ USB 케이블의 한쪽 끝을 PC 본체의 USB 단자에 직접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전자사전의 USB 케이블 접속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EW-H/EW-L/EW-SF 시리즈)

(EW-A/EW-EV 시리즈)

ᆞ 반드시 PC 본체의 USB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PC 본체 이외의 USB
단자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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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사전과 PC를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합니다.

1 전자사전의 전원을 켭니다.
2 EW-A 시리즈의 경우는 「LIBRARY」화면을, EW-A 시리즈 이외의 경우는
「즐겨찾기/LIBRARY」화면을 표시합니다.
ᆞ EW-EV5500 등 “LIBRARY”가 키의 아래쪽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는
키를 2번 누릅니다.
ᆞ EW-EV8000 등 “LIBRARY”가 키의 위쪽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는
키를 누릅니다.
ᆞ EW-H/EW-L/EW-SF 시리즈의 경우는
키를 2번 누릅니다.
키를 2번 누릅니다.
ᆞ EW-A 시리즈의 경우는

3 전자사전의
키를 눌러서 「PC링크」를 선택 후,
ᆞ 「주의」화면이 표시된 경우는 전자사
키를 눌러 화면내의 항목
전의
을 선택하고
키를 누른 후, 다시
키를 누릅니다.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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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릅니다.

중요!
전자사전과 PC를 처음 연결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Windows XP Service Pack1 (SP1)을
사용하시는 경우

Windows XP Service Pack2 (SP2) 이
후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

「소프트웨어 자동으로 설치(권장)」
를 선택하고 [다음(N)>]을 클릭하십
시오.

「아니오, 지금 연결 안 함(T)」을 선택
하고 [다음(N)>]을 클릭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자동으로 설치(권장)」
를 선택하고 [다음(N)>]을 클릭하십
시오.

클릭
[계속(C)]을 클릭하고 설치를 계속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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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전 화면 (EW-A 시리즈)

PC 화면 / 메시지

7 1에서 PC에 다운로드한「읽고 싶은 작품의 파일」을
전자사전에 전송합니다.
ᆞ PC에서 「EX-word TextLoader」에
「읽고 싶은 작품의 파일」을 드래그
앤드 드롭하면 전자사전으로 전송이 시
작됩니다.

본체 메모리에 전송할
때는 여기에 드롭합니다.

microSD 메모리카드 또
는 SD 메모리카드에 전
송할 때는 여기에 드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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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사전으로의 전송이 끝나면「EX-word TextLoader」를
종료합니다.

9 전자사전의 전원을 끄고, USB 케이블을 뺍니다.
10 전자사전으로 작품을 읽습니다.
1 전자사전의 전원을 켭니다.
2 EW-A시리즈에서는 「LIBRARY」화면
을, EW-A시리즈 이외에서는 「즐겨찾
기/LIBRARY」화면을 표시합니다.
ᆞ EW-EV5500 등 “LIBRARY”가 키의
아래쪽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는
키를 2번 누릅니다.
ᆞ EW-EV8000 등 “LIBRARY”가 키의 위쪽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는
키를 누릅니다.
키를 2번 누릅니다.
ᆞ EW-H/EW-L/EW-SF 시리즈의 경우는
ᆞ EW-A시리즈에서는
키를 2번 누릅니다.
3

키를 눌러서 「본체저장리스트」 또는 「카드저장리스트」 (7에서 파
일을 전송한 곳)를 선택합니다.
키를 눌러서 읽고 싶은 파일을 선택 후,
키를 누릅니다.
4
ᆞ텍스트가 표시됩니다.
ᆞ표시된 텍스트의 문자가 깨진 경우에는 언어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18페이지

● 표시 가능한 텍스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형식(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자), EW-EV/EW-H시리즈에서
파일 명칭은 최대 12문자(.txt 확장자를 포함), EW-A/EW-L/EW-SF시리즈
는 Windows 최대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최대 255문자(.txt 확장자를 포
함)) 전자사전상에서의 파일명은 표시 가능한 범위까지만을 표시합니다. 확장
자는 「.txt」, 최대 파일 크기는 「5MB」.
● 표시된 텍스트에 대해서 전자사전의 다음과 같은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JUMP 기능, 표시전환 기능, ZOOM 기능, 발음 기능(텍스트 발음 방식)
● 표시된 텍스트에 책갈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책갈피 기능 →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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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데이터 읽기
전자사전과 PC는 반드시 사용하시는 PC에「EX-word TextLoader」
를 설치한 후에 연결하십시오.

텍스트 데이터란?
확장자가 「.txt」라고 표기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1 PC에 텍스트 데이터를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2 PC에「EX-word TextLoader」가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Free eBook』 읽기」의 조작순서 4(5페이지) 이후와 동
일한 조작을 합니다.
PC에「EX-word TextLoader」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Free eBook』 읽기」의 조작순서 2(4페이지) 이후와 동
일한 조작을 합니다.
ᆞ 표시된 텍스트의 문자가 깨진 경우에는 언어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18페이지

● 표시 가능한 텍스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형식(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자), EW-EV/EW-H시리즈에서
파일 명칭은 최대 12문자(.txt 확장자를 포함), EW-A/EW-L/EW-SF시리즈
는 Windows 최대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최대 255문자(.txt 확장자를 포
함)) 전자사전상에서의 파일명은 표시 가능한 범위까지만을 표시합니다. 확장
자는 「.txt」, 최대 파일 크기는 「5MB」.
● 표시된 텍스트에 대해서, 전자사전의 다음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JUMP 기능, 표시전환 기능, ZOOM 기능, 발음 기능(텍스트 발음 방식)
● 표시된 텍스트에 책갈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책갈피 기능 →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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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한 텍스트 파일을 삭제할 경우는
전자사전에 전송한 텍스트 파일을 개별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사전의 기종에 따라 화면의 내용이 다소 틀립니다. 여기에서는 EW-A 시리즈
를 예로 설명합니다.

1 PC 화면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기동합니다.
2 전자사전과 PC를 연결하고 전자
사전의「PC링크」가 선택된 화
키를 누릅니다.
면에서
ᆞ 통신준비가 완료되면 PC화면의
「EX-word TextLoader」에 이미
전송한 파일이 표시됩니다.

3 「EX-word TextLoader」화면에서 삭제할 텍스트 파일을 선
택합니다.

4

를 클릭합니다.
ᆞ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며 [예]를 클릭하면 삭제됩니다.
ᆞ 삭제가 완료되면 파일명이 없어집니다.

5 본 소프트웨어를 종료한 후에, 전자사전의 전원을 끄고, USB
케이블을 뺍니다.

본 소프트웨어 삭제(언인스톨) 하기
Windows의「시작」메뉴에서「제어판」→「프로그램 추가/제거」를 클릭해 삭제
합니다.(또는「시작」메뉴에서「제어판」을 선택→「프로그램」의「프로그램 및
기능」을 선택해 삭제함)
● Windows Vista, Windows 7의 경우는 삭제한 후에 반드시 재기동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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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하여 사용하기
인터넷의 웹페이지의 화면에서 문장을 복사하여 전자사전에서 읽
을 수 있는 파일을 작성합니다.

1 인터넷의 웹페이지의 화면에서 문장을 복사합니다.

일례로 일본어의 웹사이트를 복사합니다.
ᆞ 컨텐츠는 각 웹사이트의 설명을 잘 읽으신 후, 고객님의 책임하에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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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ndows에 부속된 메모장에 복사한 문장을 붙여넣기합니다.
ᆞ 이 때 , 문자가 깨질 경우에는 메모장의 폰트 설정을 바꿔 보십시오.

3 “다른 이름으로 저장(A)”을 선택하여 문장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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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이름「(xxx.txt)」를 기입, 파일 형식을「텍스트 문서」,
인코딩을「유니코드」로 하고「저장(S)」을 클릭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파일 이름을 임시로 soccer.txt로 하였습니다.
저장할 폴더는 제한이 없습니다.
ᆞ 메모장에「Unicode」선택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메모장 대신에 워드패드를 사
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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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한 파일을 전자사전으로 보내려면 5페이지의 4번 조작부터
시작합니다.
컴퓨터에 인스톨한「EX-word TextLoader」를 기동합니다.
9페이지의 7번 조작에서 조금 전에 저장한 파일을 「EX-word
TextLoader」에 드래그 앤드 드롭합니다.

6 드래그 앤드 드롭한 텍스트 파일의 문자코드가 「Unicode」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한국어ᆞ일본
어ᆞ중국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OK」를 클릭하십시오.
ᆞ 영어 파일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선택하십시오.

7 파일 전송이 종료되면 10페이지의 8번 이후의 조작으로 텍스트
파일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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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확장자가 .txt인 데이터)은 책갈피
기능을 사용하면 보고 싶은 부분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 등록

(화면 예는 EW-A 시리즈)

1 텍스트 표시중에 설정 윈도우를 표시
합니다.
ᆞ EW-A/EW-H/EW-L/EW-SF 시리즈의 경
우는,

키를 누른 후
ᆞ EW-EV 시리즈의 경우는,

2
3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책갈피 등록」을 선택 후,
키를 누릅니다.
키 또는
키를 눌러서 등록하고 싶은 책갈피(책갈
키를 누
피 1등록~책갈피 4등록)에 ●를 이동시킨 후,
릅니다.
ᆞ 책갈피가 등록되었습니다.
ᆞ microSD 메모리카드 또는 SD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텍스트에 책갈피를 등록한
경우, 메모리카드를 전자사전으로부터 분리하면 등록된 책갈피는 해제됩니다.

책갈피 표시

1 텍스트 표시중에 설정 윈도우를 표시합니다.
ᆞ EW-A/EW-H/EW-L/EW-SF 시리즈의 경우는,
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EW-EV 시리즈의 경우는,

2
3

키를 누른 후

키

키를 눌러서 「책갈피 표시」를 선택 후,
키를 누릅니다.
키 또는
키를 눌러서 표시하고자 하는 책갈피 옆
키를 누릅니다.
에 ●를 이동시킨 후,
ᆞ 책갈피에 등록된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ᆞ 이 외에도 「선두 페이지로」의 이동, 「최종 페이지로」의 이동이나 「전회 페
이지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17-

언어설정 변경
표시된 텍스트의 문자가 깨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언어설정을 변경해 주십시오.

1 텍스트 표시중에 설정 윈도우를 표시합니다.
ᆞ EW-A/EW-H/EW-L/EW-SF 시리즈의 경우는,
를 누릅니다.
키를 누릅니다.
ᆞ EW-EV 시리즈의 경우는,

2
선택 후,

3

키를 누른 후

키를 눌러서 「텍스트뷰어 언어설정」을
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서 표시하고자 하는 언어 옆에 ●를
키를 누릅니다.
이동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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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microSD 메모리카드 사용하기 (EW-A/EW-L/EW-SF 시리즈)
●EW-L/EW-SF 시리즈의 경우
ᆞ 시판되는 microSD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여 저장용량을 늘릴 수 있
습니다.
ᆞ microSD 메모리카드 1GB까지만 지원합니다.(microSDHC 메모
리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W-A 시리즈의 경우
ᆞ 시판되는 microSDHC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여 저장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ᆞ EW-A 시리즈의 경우는「microSD 메모리카드」또는「microSDHC 메
모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EW-A 시리즈의 경우만, 본 설명서
의「microSD 메모리카드」는「microSD 메모리카드」및「microSDHC
메모리카드」의 명칭을 나타냅니다.)

중요!
● 메모리카드는 반드시 microSD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메모리카드를 사
용할 경우, 정상적인 작동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 microSD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파일을 화면에 표시하고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작은 하지 마십시오.
ᆞmicroSD 메모리카드의 설치, 제거
ᆞUSB 케이블의 연결, 제거
ᆞ전자사전 및 PC의 강제 종료
ᆞEX-word TextLoader 및 Windows의 강제 종료
● 카드는 삽입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넣으면 카드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microSD 메모리카드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도 함께 읽어 주십시오.
● microSD 메모리카드에 따라서는 포맷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microSD 메모리카드를 넣고 「즐겨찾기/LIBRARY」 화면을 표시하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에 따라 포맷을 하십시오.
단, microSD 메모리카드를 포맷하면 microSD 메모리카드내의 데이터가 삭제되
며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으므로 포맷해도 될 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C에서 microSD 메모리카드로 데이터를 전송하였을 때의 데이터 용량은
microSD 메모리카드의 규격상, PC에서 전자사전의 본체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와 다릅니다. microSD 메모리카드에 전송할 경우 표시되는 크기(사
용 용량)보다 많은 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전지가 소모되었을 때 microSD 메모리카드를 사용하면 microSD 메모리카드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지 소모에 대한 메시지 없이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 전지로 교환해 주십시오.
● 전자사전에 시판되는 microSD 메모리카드를 사용할 때는 어린이가 삼키지 않도
록 취급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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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D 메모리카드를 전자사전 본체에 설치하기
● 다음은 EW-L 시리즈의 설명입니다. EW-A/EW-SF 시리즈는 전자사전 본체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사전의 전원을 끕니다.
2 전지덮개를 엽니다.
3 카드의 모서리가 깎인 부분이
그림과 같이 되도록 방향을
맞추어, microSD 메모리카드
삽입부에 확실하게 밀어
넣습니다.

4 전지덮개를 닫습니다.
중요!
●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microSD 메모리카드 삽입부에는 microSD 메모리카드 이
외의 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 만일, 이물질이나 액체 등이 microSD 메모리카드 삽입부에 들어간 경우에는 전
자사전의 전원을 끄고 전지를 꺼낸 후,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 microSD 메모리카드를 삽입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사전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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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전 본체에서 microSD 메모리카드 꺼내기
● 다음은 EW-L 시리즈의 설명입니다. EW-A/EW-SF 시리즈는 전자사전 본체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사전의 전원을 끕니다.
2 전지덮개를 엽니다.
3 카드를 누르면, 카드가 약간 나
옵니다.

4 카드의 좌우를 잡고 꺼냅니다.
5 전지덮개를 닫습니다.
중요!
● microSD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파일을 화면에 표시하고 있을 때에는 카드를 빼지
마십시오.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되거나 카드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무리하게 꺼내면 microSD 메모리카드 삽입부나 카드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microSD 메모리카드를 꺼낼 때에는 반드시 전자사전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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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메모리카드 사용하기 (EW-EV 시리즈/EW-H 시리즈)
시판되는 SD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여 저장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중요!
● 메모리카드는 반드시 SD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메모리카드를 사용할
경우, 정상적인 작동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ᆞSD메모리카드 1GB까지만 지원합니다.
● SD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파일을 화면에 표시하고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작은
하지 마십시오.
ᆞSD 메모리카드의 설치, 제거
ᆞUSB 케이블의 연결, 제거
ᆞ전자사전 및 PC의 강제 종료
ᆞEX-word TextLoader 및 Windows의 강제 종료
● 카드는 삽입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넣으면 카드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SD 메모리카드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도 함께 읽어
주십시오.
● 쓰기방지 스위치를 「해제」 상태로 하여 사용하십시오. 작동 중에 파일을
저장하기 때문에 「해제」 상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SD 메모리카드에 따라서는 포맷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SD 메모리카드를 넣고 「즐겨찾기/LIBRARY」 화면을 표시하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에 따라 포맷을 하십시오.
단, SD 메모리카드를 포맷하면 SD 메모리카드내의 데이터가 삭제되며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으므로 포맷해도 될 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C에서 SD 메모리카드로 데이터를 전송하였을 때의 데이터 용량은
SD 메모리카드의 규격상, PC에서 전자사전의 본체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와 다릅니다. SD 메모리카드에 전송할 경우 표시되는 크기(사용 용량)
보다 많은 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전지가 소모되었을 때 SD 메모리카드를 사용하면 SD 메모리카드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지 소모에 대한 메시지 없이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 전지로 교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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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메모리카드를 전자사전 본체에 설치하기

1 전자사전의 전원을 끕니다.

(일러스트는 EW-H 시리즈)

2 SD 메모리카드 삽입부의 커버를
엽니다.

3 카드의 모서리가 깎인 부분이
그림과 같이 되도록 방향을
맞추어, SD 메모리카드
삽입부에 확실하게 밀어
넣습니다.

4 SD 메모리카드 삽입부의 커버를
닫습니다.

중요!
●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SD 메모리카드 삽입부에는 SD 메모리카드 이외의 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 만일, 이물질이나 액체 등이 SD 메모리카드 삽입부에 들어간 경우에는 전자사전
의 전원을 끄고 전지를 꺼낸 후,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 SD 메모리카드를 삽입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사전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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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전 본체에서 SD 메모리카드 꺼내기

1 전자사전의 전원을 끕니다.
2 SD 메모리카드 삽입부의 커버를

(일러스트는 EW-H 시리즈)

엽니다.

3 카드를 누르면, 카드가 약간 나
옵니다.

4 카드를 꺼냅니다.
5 SD 메모리카드 삽입부 커버를 닫습니다.
중요!
● SD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파일을 화면에 표시하고 있을 때에는 카드를 빼지 마십
시오.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되거나 카드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무리하게 꺼내면 SD 메모리카드 삽입부나 카드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SD 메모리카드를 꺼낼 때에는 반드시 전자사전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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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면…
LIBRARY 기능을 사용할 때 전자사전에 표시되는 메시지와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시지 내용은 기종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PC링크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상되는 원인

처리방법

참조
페이지

통신중에 USB 케이 USB 케이블을 바르
블이 빠졌습니다.
게 연결하고 통신 조
작을 다시 하십시오.

6

통신중에 이상이 발 바르게 연결되었는
생했습니다.
지 확인하고 통신 조
작을 다시 하십시오.
동일한 메시지가 다
시 표시되면 가까운
카시오 서비스센터
에 문의하십시오.

6

데이터 전송(통신)
소프트웨어를 중단해
주세요.
ENTER를 누르면 이
가이드를 닫습니다.

통신중에 본 기기의 PC를 조작하여 전
조작으로 통신상태 송 소프트웨어를 종
를 해제하였습니다. 료하십시오.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ENTER를 누르면 이
가이드를 닫습니다.

microSD 메모리카 바르게 설치해 주십
드/SD 메모리카드 시오.
가 잘못 설치되었습
니다.

20,
23

SD 메모리카드가 기 기입금지 상태를 해
입금지 상태로 되어 제하십시오.
있습니다.

-

데이터 일부에 이상 다시 한 번 동일한 조
이 발생했습니다.
작을 반복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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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microSD 메모리카드/SD 메모리카드 사용시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EW-A시리즈의 경우는 전자사전 본체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메시지

예상되는 원인

처리방법

SD메모리카드가 기입금 SD 메모리카드가 기 SD 메모리카드의
입금지 상태입니다. 「Lock」을 해제하
지로 되어있습니다.
십시오.
사용하기 위해서는,
SD메모리카드의 Lock을
해제해 주세요.
ENTER를 누르면 이
가이드를 닫습니다.
microSD 메모리카드/
SD메모리카드의 포맷이
다른 지, 데이터가 파손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카
드를 삽입한 채, 데이터 전
송 소프트웨어와 접속해
서 PC링크해 주세요.
ENTER를 누르면 이 가이
드를 닫습니다.

microSD 메모리카
드/SD 메모리카드
가 다른 제품 전용
으로 포맷되어 있거
나 카드에 이상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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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표시되는 메
시지에 따라 조작하
십시오.또한, microSD 메모리카드/
SD 메모리카드를 포
맷하면 데이터를 복
구할 수 없으므로 주
의하십시오.

참조
페이지

-

-

메시지
이하의 상태의 메모리카
드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
에, PC링크는 할 수 없
습니다.
ᆞ기입금지 (SD 메모리
카드)
ᆞ포맷 이상
ᆞ데이터카드
ENTER를 누르면 이
가이드를 닫습니다.

콘텐츠가 없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예상되는 원인

처리방법

참조
페이지

기입금지
ᆞSD 메모리 카드
의 Lock

ᆞ카드의 Lock 을 해
제하십시오.

포맷 이상
ᆞ다른 기기
(Windows 등)에서
포맷된 microSD
메모리카드/SD 메
모리카드를 사용하
였습니다.

ᆞ전자사전 본체의
「즐겨찾기/
LIBRARY」화면의
「본체저장리스트」
또는 「카드저장리
스트」를 선택하면,
포맷 이상인 경우
[기록되어 있는 데
이터가 지워집니다
만, 카드를 포맷하
겠습니까?
○예
● 아니오
를 선택 후 ENTER를
누르세요.] 가 자동
적으로 표시되므로
포맷을 해 주십시오.
단, microSD 메모리
카드/SD 메모리카드
를 포맷하면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지워
집니다.

-

전자사전/microSD
메모리카드/SD 메모
리카드에 콘텐츠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콘텐츠(텍스트 파일)
를「EX-word
TextLoader」에서
전송하십시오.

-

microSD 메모리카
드/SD 메모리카드
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microSD 메모리카
드/SD 메모리카드를
삽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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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3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LIBRARY 기능 사용시 전자사전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우선「알칼리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는지」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신 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오.
상태
통신을 할 수 없다.

예상되는 원인

처리방법

바르게 연결되어 있 USB케이블이 전자
지 않습니다.
사전과 PC에 바르
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microSD 메모리카드/SD microSD 메모리카
메모리카드에 액세스할 드/SD 메모리카드
수 없다.
가 바르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microSD 메모리카
드/SD 메모리카드
를 바르게 설치하
십시오.

텍스트 파일을 전송할 수 텍스트 파일이 압축 압축 파일을 풀고, 다
없다.
되어 있습니다.
시 전송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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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페이지

6

20,
23
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