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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파워딕 제품 소개 

제품 개요 

㈜디오텍에서 개발한 PowerDic for Cowon O2는 O2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 사전입니다. 일반 종이 사전의 내용을 100% 동일하게 수록하고 

영어와 한글 필기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로 고려하여 O2의 활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제품 특징 

1. O2의 특징을 반영한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2. 영한/ 한영/ 일한/ 한일/ 중한/ 한중/ 영영/ 한국어 사전 검색 기능 지원  

3. 국내 유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필기 검색 

4. 영어 원어민 발음 기능 지원 

5. 통합 검색, 결과 내 검색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검색  

6. 퀴즈/암기모드 등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까지 지원하는 강력한 단어장 기능 

7. 폰트 색상 설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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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파워딕 설치 및 삭제하기 

파워딕 설치 

설치 환경 

 USB 연결이 가능한 Windows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PC  

펌웨어 업데이트 

 PC에 O2 단말기를 연결하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PowerDic2 폴더를 .system 폴더에 설치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PowerDic 폴더는 그대로 둔채 단말기를 PC에서 연결 해제하고 전원을 

켭니다. 이때 PowerDic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장, 히스토리등 사전 데이터(DATA 폴더)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후 PowerDic 폴더는 삭제하시길 권장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만 

진행하고 PowerDic2 폴더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 실행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림 2-1. 펌웨어 업데이트 오류 메시지 

탑재 사전 목록 

- 영    어 : YBM Sisa e4u 영한/한영 사전 

- 일본어: YBM Sisa 엘리트 일한 사전 

    민중서림 엣센스 한일 사전 

- 중국어:  YBM Sisa 올인올 중한/한중 사전 

- 영    영 : Chambers 21
st
 Century Dictionary 

- 국    어 : 대한민국 나라말 사전 (고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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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파워딕 둘러보기 

메인 단어 목록 화면  

 

그림 3-1. 메인 단어 목록 화면 

단어 설명 화면  

 

그림 3-2. 단어 설명 화면 

 

그림 3-3. 단어 설명 FULL 화면 

back: 이전화면으로 이동 

검색어 입력창 

M: 메인화면으로 이동 

back: 이전화면으로 이동 

 

비어있는 공간을 길게 탭하면 Full 화면으로 이동 

단어장 단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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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색  

 

그림 3-4. 사전 검색 

 

단어장  

 

그림 3-5. 단어장 메뉴 

 

단어장 메인 

찾아본 단어 목록 열기 

 

사전 종류 선택 

단어장 암기모드 
단어장 퀴즈모드 

사전 종류 선택 

원어민 발음 듣기 

단어 저장 

형광펜 



 

5  

  

그림 3-6. 단어장 폴더 선택 

 

  

그림 3-7. 단어장 –암기 모드 

 

 

          그림 3-8. 단어장 –퀴즈모드 

현재 단어장 이름 (저장 단어 개수/총 단어 개수) 
 

[현재 단어 위치/총 단어 개수] 
 

필기 연습 영역 
 

단어장 목록에서 이전 단어로 이동 
 단어장 목록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 
 

① 

② 

③ 

사전 종류별 단어장 이동 

[영한-한영-국어-영영-중한-한중-일한-한일] 

 
 

힌트 보기 

 
 
정답 입력 

 
 

[현재 단어 위치/총 단어 개수] 
 점수 
 

다음 문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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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  

 

                         그림 3-9. 히스토리 

설정  

 

그림 3-10. 폰트 컬러 설정 화면 

 

그림 3-10. 폰트 컬러 설정 화면 

 

단어 삭제 

전체 단어 삭제 

찾아본 단어 리스트 

사전 종류별 히스토리 이동 

[영한-한영-국어-영영-중한-한중-일한-한일] 

 
 

폰트 설정 저장  

 설정 종료 

 

설정 초기화 

 

폰트 컬러 테마 종류 

설정 종료 

 

설정 초기화 

 

폰트 설정 저장  

폰트 크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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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파워딕 사용하기  

파워딕 실행 

초기 화면에서 사전 종류를 선택하면 그림 4-1 의  화면과 같이 파워딕이 실행됩니다. 

 

그림 4-1. 파워딕 실행 

파워딕 입력기 

아래 그림 4-2 는 키보드 모드, 그림 4-3 은 필기 입력 모드로 버튼 위치 설명입니다. 

      

 

                    필기입력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숫자 

그림 4-2. 키보드 모드 

 

 

입력기 종료 

back space (길게 누르면 일괄 취소) 

엔터 

문자 중간에 커서 놓고 Del 눌러 뒤에 문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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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필기 입력 모드 

다음은 입력기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키보드)버튼 또는  

 (필기 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그림 4-4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하단에 파워딕 입력기가 열립니다.  

    

그림 4-4. 파워딕 입력기 실행 

문자 입력도중 입력기의  (종료) 버튼을 누르거나 단어 입력 완료 후 입력기의  Enter 버튼을 누르면 

입력기가 닫히고 단어 설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그림 4-5 의 왼쪽 화면에서  (필기 입력 모드) 버튼을 누르면 필기 입력 모드로 전환되고 다시 그림 4-

5 의 오른쪽 화면에서  (키보드 모드) 버튼을 누르면 키보드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음에 다시 입력기를 

띄우면 사용자가 이전에 동작했던 마지막 상태의 키보드가 실행됩니다. 

  

입력기 종료   키보드 

back space (길게 누르면 일괄 취소) 

 

엔터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숫자 

중국어   숫자 

 

Space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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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입력기의 필기 입력 모드와 키보드 모드로의 상호전환 

영어 사전 검색 

영어 사전은 영한 사전/한영 사전 검색이 가능하고 입력기는 영어, 한글 키보드와 필기 입력기를  제공합니다. 

[영한 사전 검색하기] 

1. 키보드로 검색하기 

화면 하단 메뉴 중  (검색)을 눌러  (영한/한영 사전)을 선택합니다.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키보드) 버튼을 눌러 입력기를 띄운 후 “search”라는 단어를 검색해 봅니다. 입력기에 

“search”를 입력하면 후보단어 영역에 추천단어가 나타납니다. Enter 버튼을 누르거나 후보단어를 선택하면 

그림 4-6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후보단어는 영한 사전에서만 제공합니다. 

    

그림 4-6. 영한 사전 키보드 검색 

2. 필기 입력으로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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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필기 입력) 버튼을 눌러 “argument”를 검색해 봅니다. 필기 

영역에 “argument”를 한 문자씩 필기 하면 후보단어 영역에 추천단어가 나타납니다. 입력기의  (엔터) 

버튼을 누르거나 후보단어를 선택하면 그림 4-7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후보단어는 

영한 사전에서만 제공합니다. 

   

그림 4-7. 영한 사전 필기 입력 검색 

[한영 사전 검색하기] 

1. 키보드로 검색하기 

화면 하단 메뉴 중  (검색)을 눌러  (영한/한영 사전)을 선택합니다.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키보드) 버튼을 눌러 입력기를 띄웁니다.  (한글) 버튼을 눌러 한글 입력 모드로 

전환하여 “달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봅니다. 입력기에 “달력”이라고 입력하고 Enter 버튼을 누르면 그림 4-

8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8. 한영 사전 키보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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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기 입력으로 검색하기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필기 입력) 버튼을 눌러 “설명”을 검색해 봅니다. 필기 영역에 

“설명”을 한 문자씩 필기 하고 입력기의  (엔터) 버튼을 누르면 그림 4-9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9. 한영 사전 필기 입력 검색 

중국어 사전 검색 

중국어 사전은 중한 사전/한중 사전 검색이 가능하고 입력기는 한글, 중국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와 필기 인식을 제공합니다. 중국어 키보드에서는 병음 성조 입력, 중국어 필기 인식에서는 간체 

입력이 가능합니다.  

[중한 사전 검색하기] 

1. 키보드로 검색하기 

병음 검색이란 중국어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병음`과 중국어의 악센트인 사성을 나타내는 `성조`를 

같이 찾을 수 있는 검색 방법을 말합니다. 중국어 키보드 모드로 전환하면 그림 4-10 과 같이 입력 가능한 

발음은 활성, 입력 불가능한 발음은 비활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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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중국어(병음) 키보드 

화면 하단 메뉴 중  (검색)을 눌러  (중한/한중 사전)을 선택합니다.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키보드) 버튼을 눌러 입력기를 띄웁니다.  “xie”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봅니다. 입력기에 

“xie”이라고 입력하면 그림 4-11 의 왼쪽 화면과 같이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후보 문자 영역‟에 나타납니다. 

성조 표시 영역에서 「4 성」을 선택하면 후보 문자에서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11. 중국어(병음 성조) 검색으로 후보 문자에서 단어 선택 

2. 필기 입력으로 검색하기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필기 입력) 버튼을 눌러 “你”을 검색해 봅니다. 필기 영역에 

“你”을 한 문자씩 필기 하고 입력기의  (엔터) 버튼을 누르면 그림 4-12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후보 문자 영역 
성조 표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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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중한 사전 중국어 필기 인식 단어 검색 

[한중 사전 검색하기] 

1. 키보드로 검색하기 

화면 하단 메뉴 중  (검색)을 눌러  (영한/한영 사전)을 선택합니다.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키보드) 버튼을 눌러 입력기를 띄웁니다.  (한글) 버튼을 눌러 한글 입력 모드로 

전환하여 “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봅니다. 입력기에 “한국”이라고 입력하고 Enter 버튼을 누르면 그림 4-

13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13. 한중 사전 키보드 검색 

2. 필기 인식으로 검색하기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필기 입력)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을 검색해 봅니다. 필기 

영역에 “휴대전화”을 한 문자씩 필기 하고 입력기의  (엔터) 버튼을 누르면 그림 4-14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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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14. 한국어 필기 인식 단어 검색 

일본어 사전 검색 

일본어 사전은 일한 사전/한일 사전 검색이 가능하고 한글, 일본어 키보드와 필기 인식을 제공합니다. 일본어 

키보드는 히라가나/가타가나/ 로마자 입력(히라가나/가타가나) 3 개 모드와 필기 인식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은 일본어 키보드에서 그림 4-15 로마자 키보드, 그림 4-16 히라가나 키보드, 그림 4-17 가타가나 

키보드의 3 가지 모드로의 전환과 버튼 설명입니다. 

 

그림 4-15. 로마자 키보드 

 

히라가나 키보드로 전환 

히라가나 입력 모드 

가타가나 입력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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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히라가나 키보드 

 

그림 4-17. 가타가나 키보드 

 

[일한 사전 검색하기] 

1. 키보드로 검색하기 

화면 하단 메뉴 중  (검색)을 눌러  (일한/한일 사전)을 선택합니다.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키보드) 버튼을 눌러 입력기를 띄웁니다. 로마자 검색입니다. “あい(愛)”를 검색해 봅시다. 

입력기에 “ai”이라고 입력하고 Enter 버튼을 누르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요음 촉음  

반탁음 

가타가나 키보드로 전환 

탁음 

요음 촉음  

반탁음 

영어 키보드로 전환 

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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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로마자 키보드 검색 

히라가나 검색입니다. 로마자 모드에서  (히라가나 모드) 버튼을 누르면 히라가나모드로 바뀝니다. 

일본어 “かわいい（可愛い）”를 검색해 봅시다. 일본어 히라가나 모드에서 “かわいい”이라고 입력하고 

Enter 버튼을 누르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19. 히라가나 키보드 검색 

히라가나 키보드에서  (요음, 촉음) 버튼을 누르면 그림 4-20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요, 촉음 키의 글자 

크기가 작게 변하고 이 키를 사용하여 요음, 촉음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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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히라가나 입력기 요음 촉음 변환 버튼 

가타가나 검색입니다. 히라가나 모드에서  (가타가나 모드) 버튼을 누르면 가타가나 모드로 

바뀝니다. 일본어 “ワイフ”를 검색해 봅시다. 가타가나 모드에서 “ワイフ” 이라고 입력하고 Enter 버튼을 

누르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21. 가타가나 키보드 검색 

가타가나 키보드에서  (요음, 촉음) 버튼을 누르면 그림 4-22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요, 촉음 키의 글자 

크기가 작게 변하고 이 키를 사용하여 요음, 촉음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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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가타가나 입력기 요음 촉음 변환 버튼 

[한일 사전 검색하기] 

1. 키보드로 검색하기 

화면 하단 메뉴 중  (검색)을 눌러  (일한/한일 사전)을 선택합니다.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키보드) 버튼을 눌러 입력기를 띄웁니다.  (한글) 버튼을 눌러 한글 입력 모드로 

전환하여 “맛있다”를 검색해 봅시다. 입력기에 “맛있다”이라고 입력하고 Enter 버튼을 누르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23. 한일 사전 키보드 검색 

2. 필기 인식으로 검색하기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필기 입력) 버튼을 눌러 “편지”을 검색해 봅니다. 필기 영역에 

“편지”을 한 문자씩 필기 하고 입력기의  (엔터) 버튼을 누르면 그림 4-9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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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한일 사전 필기 입력 검색 

3. 한자(간지) 필기 인식으로 검색하기 

필기 영역에서 “大”자를 검색해 봅시다. 필기 영역에  “大”자를 필기하면 후보 문자 영역에서 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본어 필기 인식 모드에서만 간지 목록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림 4-25. 한자(간지) 목록 검색 

국어 사전 검색 

국어 사전은 국어 사전/고어 검색이 가능하고 입력기는 한글 키보드와 한글 필기 입력을 제공합니다. 

[국어 사전 검색하기] 

화면 하단 메뉴 중  (검색)을 눌러  (국어 사전)을 선택합니다.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키보드) 버튼을 눌러 입력기를 띄운 후 “삼강”라는 단어를 검색해 봅니다. 입력기에 “삼강”을 

입력하고 Enter 버튼을 누르면 그림 4-26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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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26. 국어 사전 키보드 검색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필기 입력) 버튼을 눌러 “오륜”를 검색해 봅니다. 필기 영역에 

“오륜”를 한 문자씩 필기 하고 입력기의  (엔터) 버튼을 누르면 그림 4-27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27. 국어 사전 필기 입력 검색 

[고어 사전 검색하기] 

고어 사전은 필기 입력 모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단 메뉴 중  을 눌러  (국어 사전)을 

선택합니다. 국어 사전으로 실행한 후 검색어 입력창에  (고어) 버튼을 누르면  (고어) 버튼이 선택된 

상태로 변합니다.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입력기) 버튼을 눌러 입력기를 띄운 후 

“ ”를 검색해 봅니다. (고어 검색에서는 한글 자음(예: ㄱ,ㄴ,ㄷ…)만 입력됩니다.) 입력기에 “ㄱ”을 

입력하고 Enter 버튼을 누르면 그림 4-28 의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단어 목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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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이용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찾은 후 리스트에서 선택된 단어를 탭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되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28. 고어 사전 키보드 검색 

영영 사전 검색 

화면 하단 메뉴 중  (검색) 을 눌러  (영영 사전)을 선택합니다.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키보드) 버튼을 눌러 입력기를 띄웁니다. 검색 방법은 영어사전 검색 방법과 동일합니다. 

고급 검색 

Wild card 검색 

찾고자 하는 단어의 전체 철자를 모르고 일부만 알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모르는 문자의 위치에 ‘ ?’ 를 

대신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찾고자 하는 단어가 „supper‟인데 가운데 두 자를 모르는 경우. 

검색어 입력 창을 탭하여 „su??er‟이라고 입력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면 유사한 스펠링을 가진 단어 

목록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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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Wild card 검색 

모르는 문자의 개수를 모르는 경우 ‘ *‘ 를 대신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pply‟로 끝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검색어 입력 창에 ‘ *pply’ 라고 입력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단어 목록이 보여집니다. 

    

그림 4-30. Wild card 검색 

통합 검색 

등록된 모든 사전을 대상으로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 하단 메뉴 중  (검색) 메뉴를 눌러  을 선택한 후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그림 4-

31 화면 하단의  (키보드) 버튼을 눌러 입력기를 띄워 검색합니다. 검색 방법은 각 사전 별 검색 

방법과 동일합니다. ( * 9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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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통합검색 

원어민 발음 듣기 

원어민 발음으로 들려 주는 기능으로 단어 설명 화면에서 상단의  (원어민 발음 듣기) 버튼을 누르면 

원어민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영한사전에서 원어민 발음 데이터가 존재하는 단어만 들을 수 

있습니다.)  

형광펜 

검색한 단어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표시하여 다음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림 4-32 

단어 설명 화면에서  (형광펜)을 누르면 단어에 형광펜 표시가 되고, 다시 형광펜 버튼을 누르면 형광펜 

표시가 해제 됩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후 다음에 그 단어를 다시 찾을 경우 단어에 형관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형광펜은 단어 설명 화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32. 형광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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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는 단어 설명 내용 중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문장 내의 단어를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이퍼텍스트 기능은 사전 단어 설명 화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림 4-33 의 화면과 

같이 검색할 단어를 드래그한 후 탭 또는 더블 탭하면 하이퍼텍스트 팝업이 뜨고 검색할 사전의 종류를 

선택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림 4-33. 하이퍼텍스트 

일치하는 단어가 없을 시에는 그림 4-34 의 화면과 같이 해당 단어의 근접어 목록 팝업이 뜨고, 목록 중 

단어 선택하면 단어 설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4-34. 사전에 일치하는 단어가 없을 때 근접어 단어목록 

단어장 

검색한 단어를 단어장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어장 별 200 개의 

단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모두 단어 목록 화면에서 실행되는 사용 예와 단어 설명 화면에서 실행되는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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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단어장에 저장 

단어 설명 화면에서  (단어장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처음 단어를 저장하는 경우 단어장 생성을 

먼저 합니다. 단어장의 이름을 만든 후 다시  (단어장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림 4-35 과 같이 

단어장에 저장된 것을 알리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단어 저장 시 단어장 선택 후 단어를 저장합니다. 

 

그림 4-35. 단어장에 저장 

영어 사전에서 저장한 단어는 영한 단어장/한영 단어장에, 한국어 사전에서 저장한 단어는 국어 단어장, 영영 

사전에서 저장한 단어는 영영 단어장에 저장됩니다. 각 8 개 언어 사전 별 단어장에 저장이 됩니다. 

단어 삭제 

단어장의 단어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단어를 선택한 후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단어 삭제 확인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그림 4-36. 단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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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모드 

단어장에서만 실행 가능한 기능으로 단어를 필기하여 학습이 가능한 „단어 암기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암기를 도와주며 단어의 표제어와 기본 뜻만 보여줍니다. 

하단의  (단어장) 버튼을 눌러  을 선택합니다. 암기할 단어장 선택 후 그림 4-37 같이 화면 

전체에 단어를 쓰면서 단어 암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필기 

연습 한 단어가 지워집니다.  

 

그림 4-37. 단어장 암기모드 

그림 4-37 ,  (이전 단어), (다음 단어)버튼을 누르면 단어장에 저장된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퀴즈모드 

단어장에서만 실행 가능한 기능으로 단어장에 저장된 단어를 퀴즈 형식으로 단어의 뜻만 보여주고 

철자를 맞추는 학습 모드입니다.  

하단 왼쪽의  (단어장) 버튼을 눌러  을 선택합니다. 퀴즈를 풀 단어장을 선택하면 그림 4-

38 과 같이 퀴즈모드 화면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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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단어장 퀴즈모드 

검색어 입력창을 탭하거나 하단의  (입력기) 버튼을 눌러 입력기를 띄워 입력 창에 단어 설명에 

맞는 단어를 입력한 후 입력기의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정답이면 그림 4-39 의 왼쪽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고, 오답이면 그림 4-39 의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림 4-39. 단어장 퀴즈모드- 정답, 오답 메시지 

위 그림 4-39 의 왼쪽 정답 화면에서 “확인”을 누르면 다시 퀴즈모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위 그림 4-39 의 

오른쪽 오답 화면에서 “확인”를 누르면 그림 4-40 와 같이 정답 화면이 나타나고 “취소”를 누르면 퀴즈모드 

화면으로 전환되어 퀴즈모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8  

그림 4-40. 단어장 퀴즈모드- 정답화면 

그림 4-23 화면에서  (힌트) 버튼을 누르면 그림 4-41 과 같이 해당 두 개의 단어 철자와 나머지 단어 

개수가 “*”로 표시됩니다. 

  

그림 4-41. 단어장 퀴즈모드- 힌트 화면 

퀴즈 문제를 다 풀면 그림 4-42 과 같이 정답률에 따른 결과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그림 4-42. 단어장 퀴즈모드- 결과 

폰트 설정 

폰트 컬러 

(설정) 버튼을 눌러 폰트 컬러를 선택하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색상을 보여주는 화면이 그림 4-43 

오른쪽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표제어 색상, 발음 기호 색상, 품사, 설명 색상, 숙어 색상, 예제 색상의 컬러 

값이 Color Set 1~5 폰트 테마로 제공됩니다. 변경된 폰트 컬러는 화면의 예제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Save) 버튼을 누르면 단어 설명 화면에 선택된 테마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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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폰트 컬러 설정 

폰트 크기 

(설정) 버튼을 눌러 폰트 크기를 선택하면 현재 설정되어 폰트 크기를 보여주는 화면이 그림 4-

44 오른쪽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폰트 크기를 선택하면 3 단계로 폰트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Save) 버튼을 누르면 단어 설명 화면에 선택된 크기가 반영됩니다. 

     

그림 4-44. 폰트 크기 설정 

사전 정보 

폰트 설정 화면에서 상단 박스 영역을 눌러 '사전 정보' 선택하면 파워딕 사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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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사전 정보 

 

제 5 장. 파워딕 부록 

저작권 

“YBM All in All e4u English Dictionary” ©  YBMsisa Co.,Ltd. 

“YBM All in All Chinese Dictionary” © YBMsisa Co.,Ltd. 

“Elite Japanese-Korean Dictionary” © YBMsisa Co.,Ltd. 

“Essence Korean-Japanese Dictionary” © Minjungseorim Co.,Ltd 

“YBM All in All Chinese/Korean Dictionary" ⓒ2004 by YBMSisa.com 

 “대한민국 나라말 Korean Dictionary” ©  YBMsisa Co.,Ltd. 

“Chambers 21st Century Dictionary" ©  Chambers Harrap Publishers 2004  

Copyright ©  2008 DIOTEK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 (콘텐츠 포함)를 무단으로 복제, 변경, 배포하는 행위는 민사 및 형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며, 기소의 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