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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Partner® EKS430T 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 
Ectaco 의 언어 전문가, 엔지니어 및 프로그래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의 통합된 
교육용 도구입니다. 
Partner® EKS430T 기능: 

 속어, 숙어 및 일반적인 표현을 비롯하여 의학, 기술, 법률 
및 비즈니스 용어를 포함한 약 650,000 단어에 이르는 주요 
어휘(영어-한국어, 영어-스페인어, 스페인어-한국어 양방향 
사전) 

 전자 영어 문법책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국 숙어 정선 
 영어 불규칙 동사 
 일반적인 영어 관용구를 제공하는 12 개 항목의 책자 
 고급 영어 및 스페인어 발음 재생 
 새로운 단어 기록 기능 
 즉석의 역 번역 
 두 가지 한국어 입력 방법 제공 
 조회 기능 
 수상 경력이 있는 Vector Ultima  3 개 국어 철자 검사 
시스템 

 찾기 기능을 포함한 일정, 전화 번호를 관리할 수 있는 
128KB 영어/한국어/스페인어 개인용 전자수첩  

 현지 및 세계 시간  
 PC 와 고속 데이터 교환 
 3 개 국어 인터페이스 
 데이터 보호 시스템 
 속어 잠금 기능 
 AC 전원 연결을 위한 외부 전원 잭 
 저희는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가진 제품인 Partner®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신 제품의 일부 
특징은 본 설명서의 내용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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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다음 그림에서는 EKS430T 제품의 모양과 외부 기능을 
보여줍니다. 

 
 

전원 공급장치 

EKS430T 는 2 개의 AAA(LR03)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배터리가 약해지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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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과도하게 방전되고 RAM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전원이 약해지면 Say(말하기) 기능과 
통신 채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기기의 전체 기능을 복원하고 사용자 데이터가 손실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와 새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덥터를 연결시키면 1 분후에  표시가 사라집니다. 그 

후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방법  

 전원을 끕니다. 온/오프를 눌러 기기를 끕니다. 
 전원이 켜져 있을 때는 절대로 기기에서 배터리를 빼지 
마십시오. 기기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기의 
전원을 끄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RESET 버튼( O 버튼 위)을 눌러 시스템을 재설정하십시오. 

 배터리 덮개를 기기 바깥쪽로 밀어서 떼어냅니다. 

 사용한 배터리를 꺼내고 새 배터리를 넣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할 때 2 분 내에 새 배터리로 교체하면 RAM 에 
저장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2 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당사와 판매업체 모두 사용자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극성(+/-)을 맞춰 배터리를 끼워야 합니다. 

 배터리 덮개를 기기쪽으로 밀어서 닫습니다. 덮개가 제대로 

끼워지는지 확인하십시오. 

 EKS430T 에는 외부 전원 공급장치용 잭이 있습니다. 
 잘못된 외부 전원을 사용하면 기기가 고장날 수 있으며 
품질보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C/DC 어댑터는 
6V(최소 300mA) DC 를 제공해야 합니다. 

 PC 와의 통신 중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항상 외부 전원 공급장치를 이용하십시오. 

초기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초기화가 시작됩니다. 
▫  EKS430T 를 처음 켤 때 

▫  배터리를 제거할 때(예: 배터리 교체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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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T 버튼으로 시스템을 재설정한 후. 
 RESET 버튼은 키보드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O 버튼 위쪽). 
종이 클립과 같은 가느다란 물건을 사용해서 이 버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기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늘이나 
핀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초기화합니까? (y/n) 화면에서 N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 및 사용자 정의가 중지합니다. 

시스템 초기화 완료 및 출고시 기본값 재설정을 나타내는 모든 
시스템이 초기화되었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 후 데이터를 삭제합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N 버튼을 누르십시오.   
키보드 

표준 미국 QWERTY 키보드는 한국어 및 스페인어 표준 
레이아웃도 함께 제공합니다. 
추가로 스페인어 기호(버튼의 왼쪽 상단의 파란색 기호)를 
입력하려면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원하는 버튼을 누르십시오.1  
대문자로 입력하려면 SHIFT +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원하는 
버튼을 누르십시오. 
추가로 한국어 글자를 입력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원하는 문자 두 개를 누르십시오. 

 PC 키보드와 달리, 다른 버튼을 누른 동안 키(예: SHIFT 
키)를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누르고 떼어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언어 입력 모드가 선택되었는지에 따라 사용되는 문자가 
달라집니다.  버튼을 눌러 언어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ENG, 
SPA 또는 KOR 이 화면 오른쪽 위에 표시됩니다. 
 기능 단축 키 

온/오프 기기를 켜거나 끕니다. 
RESET 시스템을 다시 초기화합니다. 

                                                           
1 여기의 Key1+Key2 는 사용하는 키의 조합을 의합니다. – 먼저 

Key1 을 누르고 Key1 을 뗀 후 Key2 를 누르고 Key2 를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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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LLER 
(SHIFT+ u또는 t) 

철자 확인을 시작합니다. 

다른 단축 키는 버튼 위에 표시된 섹션을 여는 데 
사용됩니다(SHIFT + 단축키). 
 제어 및 편집 키 

,  커서 이동/강조 표시/주 메뉴로 이동  
,  강조 표시/라인 스크롤/주 메뉴로 이동/값 

변경. 삽입 또는 겹쳐쓰기 모드로 
이동하려면 를 사용하십시오. 

u, t 페이지 스크롤 

ENTER 실행  
SPACE 공백 입력 

ESC 활성 창 닫기/취소/이전 페이지로 이동 

ALT 키 위에 표시된 기호 입력2 

SHIFT 대문자 입력 

BS 커서 왼쪽에 있는 문자 삭제 
 언어 또는 번역 방향 전환 

SHIFT+  추가 기호 열기3  
SHIFT+  편집할 레코드 열기 

SHIFT+BS 레코드 삭제 

SAY 주요 단어 또는 어휘 발음(영어 또는 
스페인어) 

SHIFT+SAY 번역 발음(영어 또는 스페인어) 
A, P AM 또는 PM 지정(12 시간 형식이 지정된 

경우) 

                                                           
2 ALT+ 해당 버튼을 눌러 버튼 왼쪽 위에 파란색으로 마크 
되어있는 스페인어 소문자를 입력합니다. 이 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려면, SHIFT+ALT+해당버튼을 누릅니다. 

3 세개 또는 네개의 기호 행 사이에서 이동하려면 (스페인어 
레이아웃에서) u, t를 누릅니다. 해당 번호 버튼을 눌러 
원하는 기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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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방법 

Partner® EKS430T 는 Hangul (한글) 및 Romanization (로마자 표기법)의 
두 가지 한국어 입력 방법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Hangul 
(한글)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레이아웃에서 원하는 입력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HIFT+ 를 누르고 강조 표시를 원하는 입력 방법으로 
이동시킨 후 Enter 를 누릅니다.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기호가 화면의 왼쪽 하단에 
나타납니다. 
한글 

자음/모음별로 한국어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 키보드로 5 자(자음/모음)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입력이 모두 끝나면 ENTER(또는 SPACE) 키를 

누릅니다. 
원하는 단어가 입력됩니다. 자음/모음 순서가 잘못되면 찾지 못
했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로마자 표기법 

발음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 라틴어 글자를 사용하여 발음나는 대로 문자를 

입력합니다. 
• ENTER(또는 SPACE) 키를 눌러 해당하는 한국어 문자를 

입력합니다. 
화면 

Partner® EKS430T 는 고해상도 화면(160x64 픽셀)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표시 행에 다음과 같은 표시가 나타납니다. 

 현재 레코드가 편집 모드에서 열려 있음 

 SHIFT 키가 눌려짐 

 삽입 모드가 선택되어 있음 

  배터리 부족 

 기기가 잠김 

 알람 설정 

  수직 스크롤 또는 페이지 이동 가능(화면에 다 
표시하지 못한 숨겨진 텍스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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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 스크롤 가능  
주 메뉴 

EKS430T 주 메뉴는 사전 섹션의 선택을 시각적으로 구성한 
16 개의 기능 아이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메뉴를 표시하려면 기기를 켜거나 현재 섹션을 닫습니다. 
 아이콘 사이를 이동하려면 ,  또는 , 를 사용합니다. 
 강조 표시된 아이콘 섹션을 열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주 메뉴에 표시되는 아이콘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계산기 

 
사용자 사전 미터법 변환 

 
문법 통화 변환 

 
여행자용 

관용어집 
행맨 단어 게임 

 
불규칙 동사 세계 시간 

 

자주 사용되는 
숙어 

현지 시간 

 
전화번호 PC-링크 

 
일정 설정 

사전 

사전 섹션에는 각각 200,000 단어 이상의 양방향 영어-한국어, 
영어-스페인어 및 스페인어-한국어 사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 섹션을 선택합니다. 

 초기화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영-한 사전이 선택됩니다. 
항목  보기  

 단어에 대한 번역을 보려면 키보드에 단어를 입력합니다. 

 



Partner® EKS430T 사용 설명서 

10 

 고급 검색 모드를 온으로 하면 한글자 입력할 때마다 
머리글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입력라인 밑에 나타납니다. 
적합한 단어가 표시되면 ENTER 키를 눌러 해당 번역을 
확인합니다. 

 고급 검색 모드를 오프로 하면 사전 작업 속도가 
높아집니다 (22쪽 참조). 

 
사용 방법: 

• ,  번역 스크롤 

• t, u 인접 항목들 사이에서 전환 

 동일한 사전에서 입력 행으로 돌아가 다른 단어를 
번역하려면 ESC 또는 다른 글자 버튼을 누릅니다. 

를 눌러 번역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HIFT+DICT 단축키를 눌러 영어, 스페인어 및 한국어 사전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발음  부분과  성  라벨  

발음에 의한 알파벳 순서대로 머리글자의 번역이 표시됩니다. 
A – 형용사 ID – 숙어 PHR – 구 

ABBR – 약어 INTRJ – 감탄사 PREF – 접두사 

ADV – 부사 N – 명사 PREP – 전치사 

ART – 불변화사 NPR – 고유명사 PRON – 대명사 

AUX – 보조사 NUM – 수사 SUFF – 접미사 

CONJ – 접속사 PART- 소사 V – 동사 

스페인어 명사는 스페인어-영어 및 스페인어-한국어 사전에서 성 
및 단/복수 라벨과 함께 표시됩니다. 

F –여성 MPL – 남성 복수 

FN – 여성 또는 
중성 

N – 중성 

FPL – 여성 복수 

MF – 남성 또는 
여성 

MFPL – 남성 또는 
여성 복수 NPL – 중성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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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남성 MN – 남성 또는 
중성 

PL – 복수 

즉석  역  번역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EKS430T 는 사전의 모든 단어 및 표현의 
즉석 역 방향 번역을 제공합니다. 
 , 를 눌러 역 번역을 원하는 단어 또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ENTER 키를 눌러 즉석 역 번역을 확인합니다. 

창을 닫지 않은 상태로 연속해서 4 번까지 역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4 번째에 이르면 최근 번역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사용 방법: 

•  역 번역 창을 닫으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4 
• 입력 행으로 돌아가려면 SHIFT+DICT 또는 아무 글자 

버튼이나 누릅니다. 
철자  확인  Vec to r  U l t ima  

단어의 철자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3 개 국어 철자 확인 
프로그램인 Vector Ultima를 사용해 보십시오. 
 들리는 대로 단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fall”을 “foll”로 

입력합니다. 
 키보드의 SHIFT+SPELLER 키를 누릅니다(SHIFT 및 t, u 

버튼 중 하나). 화면에 추천 Variants(단어) 목록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철자 확인 프로그램에서 추천할 단어가 없으면 변형 없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역순으로 창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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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와  문장  발음  
Text-To-Speech (문장 읽기) 기술은 영어 및 스페인어 단어와 구의 
발음을 제공합니다. 
 항목을 표시합니다. 

사용 방법:  
• SAY 키를 눌러 영어 또는 스페인어 머리글자의 발음을 

듣습니다. 
• SHIFT+SAY 키를 눌러 표시된 모든 영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에 대한 발음을 듣습니다. 
 항목 중에서 영어 또는 스페인 단어 또는 구를 선택하여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를 사용하여 선택하고 
SAY 를 누릅니다. 

 기기는 사전에 있는 항목 외에 다른 텍스트의 발음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전의 입력 행에 단어 또는 
구를 입력하고 SAY 키를 눌러 발음을 듣습니다. 

사용자 사전  
EKS430T 에서는 원하는 어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전 섹션에 들어가 사용자 사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레코드  

레코드는 단어 또는 표현, 번역 및 해당 발음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현재 레코드 색인 번호와 총 레코드 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레코드  작성  

 레코드 목록에서 ENTER 키를 눌러 새 레코드 템플릿을 
엽니다. 

 사전이 비어 있는 상태이면 자동으로 새 레코드 템플릿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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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나 표현을 입력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번역을 입력합니다. 를 사용하여 대상 언어를 설정합니다. 

 
 다시 ENTER 키를 누릅니다. 
 , 를 사용하여 음성 부분에 해당되는 약어를 선택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레코드가 저장된 후 다시 레코드 목록이 나타납니다. 

레코드  찾기  
레코드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I. 레코드 목록에 있을 경우, 저장된 레코드의 머리글자를 

입력하여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 

• BS: 입력된 단어 삭제 

• : 영어, 스페인어 및 한국어 입력 모드 사이 전환 

II. 레코드는 머리글자를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정렬됩니다. u 
또는 t를 사용하여 레코드 목록을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문법 

EKS430T 는 비영어권 사용자들을 위한 영어 문법을 제공합니다. 
 영어 문법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법 섹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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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는 세 수준의 계층 메뉴로 구성됩니다. 항목을 계속 
선택하여 메뉴의 세번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용 관용어집 

여행자용 관용어집에는 1,100 여 개의 영어 관용어와 그에 대한 
번역이 12 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상 회화 쇼핑 교통 

여행 관광 건강 

호텔 통신 미용 관리 

음식점에서 은행에서 경찰서에 
신고하기 

대부분의 항목은 여러 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소책자 섹션을 선택합니다. 

 
항목을 선택합니다. ENTER 키를 눌러 하위 항목을 봅니다. 

불규칙 동사 

불규칙동사 섹션에는 널리 사용되는 영어 불규칙 동사가 알파벳 
순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불규칙동사 섹션을 선택합니다. 
 검색할 동사의 첫번째 문자를 입력하고 목록을 스크롤하여 

원하는 동사를 찾습니다. 

 
• 를 사용하여 한국어와 스페인어 번역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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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되는 숙어 

자주 사용되는 숙어 섹션에는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200여개

의 숙어 또는 그에 대한 번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주 사용되는 숙어 섹션을 선택합니다. 
• 검색할 숙어의 첫번째 문자를 입력하고 목록을 스크롤

하여 숙어를 찾습니다. 

 
• 를 사용하여 한국어와 스페인어 번역 사이에서 

이동합니다. 

전화번호 

이 섹션에서는 영어,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된 우편번호, 
전자메일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섹션을 선택합니다. 입력된 전화 레코드는 

이름순으로 정렬된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레코드  작성  

 새 레코드 템플릿을 열려면 레코드 목록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저장된 레코드가 없는 경우 목록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새 레코드 템플릿이 열립니다. 

 이름 페이지 작성을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열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면 이름 페이지를 채워야 합니다. 

레코드  찾기  
레코드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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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레코드 목록에서 저장된 레코드의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 
• BS: 입력된 단어 삭제 

• : 영어, 스페인어 및 한국어 입력 모드 사이 전환 

II. 레코드는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됩니다. u 또는 t를 
사용하여 레코드 목록을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 

일정 섹션을 사용하여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섹션을 선택합니다. 기존 레코드 목록이 열립니다. 

레코드는 날짜와 시간별로 정렬됩니다. 

 

레코드  작성  

 새 레코드 템플릿을 열려면 레코드 목록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저장된 레코드가 없는 경우 레코드 목록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새 레코드 템플릿이 열립니다. 

 
레코드의 첫 페이지는 날짜, 시간 및 소리로 들려주는 알림 
정보를 포함합니다. 두번째 페이지인 내용 에는 일정에 정보가 
포함됩니다. 
날짜 및 시간은, 일정 알람 작동 시간을 지정합니다. 
알림은 일정 알람이 울리기 전 시간 길이를 지정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고 일정 알람이 울리기 전 시간 

길이를 지정합니다. 
 ENTER 키를 눌러 내용 페이지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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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 키를 눌러 레코드를 저장합니다. 
 최대 50 개의 레코드를 일정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 목록이 50 개에 이르면 메모리 부족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레코드  찾기  

레코드는 날짜와 시간별로 정렬됩니다. u, t를 사용하여 레코드 
목록을 스크롤합니다. 

알림 및  일정 알람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일정 알람이 경보음을 울릴 때까지 

알림이 지정된 시간에 울립니다. 새 레코드에 대한 알림 
기본값은 오프 입니다 알림시간은 각 레코드에 대해 별도로 
조정합니다. 

 기기가 꺼져 있어도 알림 및 일정 알람은 동작합니다. 
 알림와 일일 알람이 같은 날짜, 같은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알림만 표시(더 우선순위가 높으므로)됩니다. 

이 때 해당하는 일정 레코드가 보기 모드에 나타납니다. 
 아무 키나 누르면 일정 알람 또는 알림신호가 정지합니다. 

레코드를 변경하고 알림를 이후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일정 알림 창을 닫으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있었던 
섹션(예: 사전)으로 돌아갑니다. 

계산기 

 계산기 섹션을 선택합니다. 
계산기 모드에서는 키보드로 숫자나 식을 입력할 때 SHIFT 키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소형 계산기처럼 사용하십시오. 

단위 변환 

EKS430T 를 이용하여 영국-미국 시스템의 측정값을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터법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변환도 
가능합니다. 
 미터법 환산 섹션을 선택합니다. 
 , 를 눌러 하위 섹션을 선택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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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을 입력합니다. 
 하위 섹션에는 5 개 이상의 측정 단위가 있습니다. 

통화 변환 

환전 기능은 사전 설정된 9 개국 통화와 사용자가 정의한 세 
가지 통화 사이에서 즉석으로 변환 값을 계산합니다. 
 환전 섹션을 선택합니다. 

환율  설정  및  확인  

 설정 비율 하위 섹션을 선택하여 통화명과 환율을 
지정합니다. 

 통화를 선택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표시된 통화 이름을 정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새 통화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통화명을 변경/정의 합니다. ENTER 키를 눌러 다음 창을 

엽니다. 
 기준 통화(환율=1)에 상대적인 환율을 정의합니다. 
 모든 통화에 대한 기본 환율은 1 입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변환  

 계산 하위 섹션을 선택합니다. 
 통화명을 선택하고 통화량을 입력합니다. 

행에 새 통화량을 입력하면 변환이 수행됩니다. 

행맨 단어 게임 

EKS430T 는 철자 실력을 늘리고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맨 게임을 제공합니다. 
• 행맨 섹션을 선택합니다. 게임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를 눌러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언어가 선택되면 새 

게임이 시작됩니다. 
 단어에 포함된 글자를 추측하여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추측한 글자가 맞으면 단어 중 *가 있는 자리에 해당 글자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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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납니다. 시도 가능한 횟수가 표시됩니다. 
 게임 도중 ENTER 키를 누르면 숨겨진 단어에 대한 번역이 

나타납니다(이 경우 점수가 감점됨). 번역을 숨기려면 ESC 
키를 누르십시오. 

 SAY 키를 누르면 숨겨진 단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1
회 시도한 것으로 간주). 

 게임이 끝나면 숨겨진 단어와 그에 대한 번역이 나타납니다. 
 ESC 키를 누르면 새 게임으로 돌아갑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세계 시간 

세계 시간 섹션을 사용하여 세계 각 도시의 현재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시간 섹션을 선택합니다. 

 
세계 시간 화면에는 선택한 나라와 도시 이름(기본값:서울, 한
국), 도시의 날짜, 요일 및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 다른 도시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 를 사용하여  
알파벳순 목록을 스크롤합니다. 

• 같은 나라의 다른 도시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 �를  

눌러 알파벳순 목록을 스크롤합니다. 

• 또한 검색할 도시 이름의 첫 글자를 누르고 �,�를 
사용하여 스크롤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찾을 수도 있습니

다. 

 검색할 도시를 찾았으면 ENTER 키를 눌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다음에 이 섹션을 사용할 때는 이 때 선택한 
도시가 표시됩니다. 



Partner® EKS430T 사용 설명서 

20 

현지 시간 

• 현지 시간 섹션을 선택합니다. 현지 시간 화면에는 
선택한 국가 이름과 도시 이름(기본값: 뉴욕, 미국) 해당 
도시의 날짜, 요일 및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설정 
섹션에서 이러한 설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PC-링크 

EKS430T PC-Link 케이블(통신 패키지와 별도 판매)과 PC-Link 
소프트웨어(표준 패키지 CD-ROM 에 포함)를 사용하여 EKS430T 와 
PC 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일정 및 사용자 
사전 데이터 사본을 PC 에 백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소프트웨어  

 PC 의 CD-ROM 드라이브에 제공된 CD 를 넣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CD 의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INSTALL.exe 파일을 실행하십시오. 

 PC 에 표시된 메뉴에서 EKS430T PC-Link 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 Start/Programs/Ectaco 에서 시작합니다. 
시스템 트레이에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최신 버전의 PC-Link 소프트웨어와 추가 사전은 Ectaco 웹 사이트 
www.ectaco.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송  및  수신  

 PC-Link 케이블을 기기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PC-Link 
잭에 연결합니다. 

 PC 통신 섹션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트레이에서 PC-Link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PC-Link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데이터 
전송 모드를 선택합니다. 

 COM 포트 설정을 확인합니다. 
 EKS430T PC-Link 와 동시에 동작하는 PC-Link 프로그램은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데이터 전송 모드를 선택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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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할 섹션을 선택합니다. SPACE 키를 사용하여 섹션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ENTER 키를 눌러 전송을 시작합니다. 
 수신 기기, 전송 기기 순으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수신하려면 데이터 수신 전송 모드를 

선택합니다. ENTER 키를 누르면 전송이 시작됩니다. 
 PC 와 기기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30 초 이상 

시작이 지연되면 안됩니다. 
 데이터 수신 모드에서 새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기기의 

해당 섹션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 대신 
사용됩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항상 백업해 두십시오! 제조업체와 
공급업체 모두 데이터 손실과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송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외부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설정 

설정 섹션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EKS430T 를 사용자가 정의하고 
개인 레코드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설정 섹션을 선택합니다. 

설정 섹션의 옵션은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하위 섹션에서 , 를 사용하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후 ENTER 키를 눌러 선택을 확인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언어 

EKS430T 의 기본 인터페이스 언어는 영어입니다.   
속어 잠금 

이 하위 섹션에서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속어(단어 또는 구)를 
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속어에 접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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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어 잠금 기능은 
설정된 상태(ON)입니다. 속어 잠금을 해제하려면 showslan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고급 검색 

고급 검색가 온 상태이면 한글자 입력할 때마다 머리글자

에 해당하는 단어가 입력라인 밑에 나타납니다.고급 검색 
모드 상태를 오프 로 선택하여 사전 작업 속도를 높이십

시오. 기본적으로 고급 검색의 상태는 오프 입니다. 
 
키 톤 

기기의 키보드 키를 누를 때마다 짧은 신호음이 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시스템의 기본값으로 키 음은 활성화 상태입니다. 
시계 

이 하위 섹션에서는 현지 시간 섹션에 표시할 도시를 선택하여 
현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2002 년 1 월 1 일(오전 12 시) 미국 뉴욕시입니다. 
 시계 하위 섹션을 선택합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합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다음에 

표시되는 섹션에서 도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국가 이름, 도시 이름 및 그리니치 오프셋용 지역 
시간을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국가나 도시를 찾는 방법은 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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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도시를 찾았으면 ENTER 키를 눌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날짜 형식 

기본 형식은 일/월/년이며, 이 형식을 월/일/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 형식 

기본 형식은 24 시간제(군대식) 형식이며, 이 형식을 미국의 
12 시간제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정 알람 

이 하위 섹션에서 일정 알람을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대로 이 기능이 설정된 경우 일정 알람은 일정 
레코드의 날짜와 시간에 신호음을 울립니다. 
일일 알람 

 일일 알람 하위 섹션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자정, 00:00 및 오프 입니다. 
u, t를 사용하여 알람을 온/오프 합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알람이 설정되면 일일 알람이 지정된 시간에 신호를 
발생합니다. 
 아무 키나 누르면 일일 알람 신호가 정지합니다(그렇지 

않으면 30 초 동안 신호음이 울림). 
메모리 검사 

설정 옵션을 사용하여 즉석에서 이용 가능한 메모리 상태를 
검사합니다. 
 메모리 검사 하위 섹션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메모리를 

검사합니다. 
데이터 삭제 

데이터 삭제 하위 섹션을 이용하면 하나씩 지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레코드를 삭제하여 메모리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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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설정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기본값) EKS430T 의 모든 기능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섹션에 대한 무단 액세스가 불가능합니다. 

전화 사용자사전 안전 모드 
일정 데이터 삭제 암호 설정 

PC 통신   
잠김 모드에서 이러한 섹션에 액세스하려면 유효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암호 설정 하위 섹션을 입력합니다. 

  
 8 자 길이의 비밀번호를 지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확인을 위해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는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시스템을 재설정해야 하며, 이 경우 데이터가 
영구히 손실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암호 설정 하위 섹션을 입력합니다.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새 비밀번호를 정의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확인을 위해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ENTER 키를 눌러 

비밀번호를 저장합니다. 
비밀번호  지우기  

 암호 설정 섹션을 선택합니다.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다음 두 필드에 문자를 입력하지 말고 ENTER 키를 두 번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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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모드 

안전 모드 하위 섹션을 이용하면 개인 레코드를 보호하고 PC 
통신 기능을 잠글 수 있습니다. 
 안전 모드 하위 섹션을 선택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온 옵션이 선택되면 데이터 처리가 잠기고 표시 행에  표시

가 나타납니다. 
 기기를 끄기 전에 비밀번호로 보호된 섹션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효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전 모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안전 모드 하위 섹션의 오프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  보호되는 섹션이 열려 있는 경우 

대비 설정 

대비 설정 하위 섹션의 기본 대비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를 사용하여 대비 수준을 변경합니다. 

음성 옵션 

내장 음성 신디사이저의 속도와 진동을 조정하여 발음을 
맞춥니다. 
ENTER 키를 눌러 음성 주파수 및 음성 속도 막대 사이를 
이동하고 , 를 사용하여 각 옵션의 수준을 조정합니다. 
절전 모드 설정 

자동 전원 끄기는 3 분으로 사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기를 지정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기기를 꺼서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범위는 1~ 5 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