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tionary®2
Premium
Quick Start Guide
빠른 시작 안내서

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
다음 URL 에서 설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합니다:
http://www.wizcomtech.com/quicktionary2prem/
상기 설치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을 PC 에 설치 (Install Product on PC): USB
드라이버와 위즈컴 데스크톱 (WizCom Desktop)을
설치하여 펜과 PC 간 데이터를 이동시킵니다.



애드온 설치 (Install Add-Ons): 사전, 인터페이스 언어,
맞춤법 검사기 (특정 언어의 스캔 인식개선) 등의 추가
구성요소를 설치합니다. 애드온 설치에 앞서 (상기
제품을 PC 에 설치에 설명된 바와 같이)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품을 PC 에 설치
펜을 단독 장치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위즈컴 데스크톱을
설치하면 펜과 PC 간 데이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중요: USB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USB 드라이버 및 위즈컴 데스크톱의 설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에서 설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실행합니다.
2. 주 메뉴 (Main Menu)에서 제품을 PC 에 설치 (Install
Product on PC)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설치 안내에 따라 먼저 USB 드라이버를 설치한 후, 위즈컴
데스크톱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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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컴 데스크톱
펜의 어플리케이션인 위즈컴 데스크톱을 이용해 펜과 PC 간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퀵링크 (QuickLink): 펜에 저장된 데이터를 PC 로
이동시킵니다.
2. PC 로 스캔 (Scan to PC): 펜에 저장된 데이터를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스캐닝 합니다.
펜에서 PC 로 이동된 텍스트는 데스크톱에서 보기 및 수정이
가능하며, 또한 다른 파일 양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펜-PC 간 통신 연결
1. 펜에 시리얼 케이블이 정확하게 연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케이블을 연결 부위에 끝까지 밀어 넣으면 “딸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2. 펜을 켜고 펜 주요 메뉴 (Pen Main Menu)의 아래쪽에서
PC 제어통신 (PC Controlled Communication)을 찾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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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키를 누릅니다. 펜 화면에서 PC 제어통신 (PC
Controlled Communication) 글자는 일반 글꼴로
표시됩니다 (다른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 위즈컴 데스크톱을 PC/노트북에서 실행합니다. 컴퓨터
화면의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단 왼쪽 구석의 펜
통신 (Pen Communications)을 클릭한 후, 다시 펜
구성요소 추가/제거 (Add/Remove Pen Components)를
클릭합니다.
4. 통신 마법사 (Communication Wizard)를 실행하도록
프로그램에서 요청할 경우, 안내에 따라 필요한 마법사
과정을 완료합니다.
추가/제거 (Add/Remove) 화면이 나타나면 펜과 PC 가
성공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화면을 닫고 웹 사이트의
사전을 복사한 후, 퀵링크 (QuickLink) 기능을 이용해 PC 로
이동하거나 혹은 PC 로 스캔 (Scan to PC) 기능을 이용해
직접 PC 로 스캔합니다.

펜키
▪ Power
▪ ENT

: 펜의 전원을 끄고 켭니다.
: 하위메뉴나 기타 화면으로 이동하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거나 특정 기능을 작동합니다.
▪ ESC

: 뒤로 이동, 화면 닫기, 작동 취소, 이전 메뉴로

이동에 사용됩니다.
▪ 화살표 방향키

: 메뉴 및 화면 이동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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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주요 메뉴
퀵셔너리 (Quicktionary)
텍스트를 스캔하고 단어 및 숙어를 번역합니다.

메모 (Notes)
인쇄물의 텍스트를 펜으로 스캔한 후, 사용자의 컴퓨터로
이동시킵니다.

주소록 (Address Book)
명함 및 기타 주소 정보를 펜으로 스캔합니다.

인터넷 링크들 (Internet Links)
웹 사이트 주소를 펜으로 스캔합니다.

테이블 (Tables)
표 형태의 정보를 펜으로 스캔합니다.

PC 로 스캔 (Scan to PC)
텍스트를 PC 의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스캔 합니다.

퀵링크 (QuickLink)
펜과 PC 간 파일을 이동시킵니다.

PC 제어통신 (PC-Controlled
Communications)
펜과 PC 간 통신을 개시합니다.

기본 설정 (Preferences)
펜 설정을 변경합니다.

정보 (Information)
펜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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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셔너리 (Quicktionary)
텍스트를 스캔한 후 단어 및 숙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거나 정의합니다. 지원되는 언어일 경우, 스캔한
텍스트의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펜에 사전이 미리 설치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전을
설치한 후 퀵셔너리(Quicktionary)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치
다음 링크의 위즈컴 웹 사이트에서 사전 데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zcomtech.com/dictionaries

퀵셔너리 화면
펜 끝의 붉은 빛이 깜박일 때 어느 화면에라도 스캔이
가능합니다.

입력 화면
입력 화면의 “Scan in… (…로 스캔)” 메시지는 선택한 사전의
출발 언어이며, 하이라이트 된 곳이 입력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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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한 텍스트는 분할 화면 혹은 사전 화면에 표시됩니다.

참조:

아이콘이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인다면 퀵셔너리

(Quicktionary) 어플리케이션이 반대 설정의 텍스트 (검은색
배경에 흰색 글씨)를 스캔하도록 설정된 상태입니다.
퀵셔너리 메뉴 (Quicktionary Menu)에서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할 화면
한 단어 이상을 스캔하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좌우 방향키를 이용해 스캔한 텍스트 사이를 이동합니다.
 상하 화살표를 이용해 원하는 단어를 하이라이트 합니다.
 ENT 키를 누르면 하이라이트 된 단어가 사전 화면에서
표시됩니다.

 ESC 키를 누르면 입력 화면으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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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화면
하나의 단어를 스캔하거나, 혹은 분할 화면에서 한 단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좌우 방향키를 이용해 사전의 크기를 전체 화면/작은
화면으로 변경합니다.

 선택한 사전에 발음 기능이 지원될 경우, ENT 키를 눌러
해당 단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할 화면에서 ESC 키를 누르면 스캔한 텍스트로
복귀합니다.

퀵셔너리 메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해 ESC 키를 누르면 퀵셔너리 메뉴
(Quicktionary Menu)가 표시됩니다.

사전 (Dictionary)
다양한 사전 도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조회단어 (History)
가장 최근에 표시된 단어를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인접 단어 (Adjacent Entries)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단어와 함께, 인접 단어
목록을 현재 사전에 표시합니다.

사전 선택 (Select Dictionary)
현재 선택한 사전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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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기록재설정 (Reset History)
모든 최근 조회 기록을 삭제합니다.

기본 설정 (Preferences)
퀵셔너리의 기본 설정을 변경합니다. 변경 후 ENT 키를
누르면 설정 사항이 저장됩니다. 변경 없이 설정 하위메뉴로
복귀하려면 ESC 키를 누르십시오. 좌우 방향키나 ENT 키를
누르면 설정이 켜지고 꺼집니다.

키를 누르면 설정이

켜집니다.
 역상단어 (Inverse): 반대 설정의 텍스트 (검은색 배경에
흰색 글씨)를 스캔합니다.
 간단 표시 (Reduced Display): 사전 입력 요소 중
일부를 숨깁니다.
 자동 읽기 (Auto Speak): 단어가 번역됨과 동시에 그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줄씩 스크롤 (Line(s) Per Scroll): 좌우 방향키를 눌러
퀵셔너리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 스크롤 할 때 표시되는
라인의 수를 결정합니다.

도움말 (Help)
안내 및 어휘집 (Guides and Glossaries)
선택된 사전에 안내나 어휘집이 포함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정보 (About)
저작권 및 버전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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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화면

메모 (Notes)

전문자료나 기타 서적 등과 같은 인쇄물의 텍스트를 펜으로
스캔하여 저장합니다.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메모 메뉴 (Notes Menu)에서 새 파일
(New File)을 선택합니다. 새 파일 이름을 스캔하거나, 기본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열면 펜 화면에 깜박이는
커서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직접 화면으로 스캔이
가능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 텍스트 사이를 이동하십시오.
특정 지점에 텍스트를 삽입하려면, 방향키를 이용해 깜박이는
커서를 해당 지점으로 이동시킨 후, 텍스트 끝부분에서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 새로운 문장을 삽입합니다.

메모 파일을 PC 로 이동
메모 파일을 PC 로 이동시키려면 주 메뉴 (Main Menu)의
퀵링크 (QuickLink)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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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로 스캔 (Scan to PC)

텍스트를 스캔한 후 직접 PC 로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커서가
깜박일 때 텍스트를 PC 의 어떤 파일이나 어플리케이션에도
스캔 할 수 있습니다.
PC 로 스캔 기능을 이용하려면 PC 에서 위즈컴 데스크톱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위즈컴 데스크톱이 실행 중이라면,
꼭 최대 화면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아이콘이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PC 로 스캔 기능을 이용합니다:
1.

위즈컴 데스크톱을 실행하고, 펜을 USB 케이블로 PC 에
정확히 연결했는지 확인합니다.

2.

펜에서, 펜 주요 메뉴 (Pen Main Menu)의 PC 로 스캔
(Scan to PC) 항목을 선택합니다. 스캔 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므로, 즉각 스캔이 가능합니다.

3.

PC 에서, 텍스트가 스캔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깜박이는 커서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4.

한 줄의 텍스트를 스캔합니다. 스캔 완료 후 펜을
종이에서 떼면, 깜박이는 커서가 위치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스캔된 텍스트가 전송됩니다.

참조: PC 로 전송 기능은 펜-PC 간 통신이 이뤄진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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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링크 (QuickLink)

메모 (Notes), 주소록 (Address Book), 인터넷 링크들
(Internet Links), 테이블 (Tables) 어플리케이션의 파일을
컴퓨터로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퀵링크 기능을 이용하려면 PC 에서 반드시 위즈컴
데스크톱을 실행해야 합니다.
1. 펜과 PC 를 USB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2. 펜에서, 펜 주요 메뉴 (Pen Main Menu)의 퀵링크
(QuickLink) 항목으로 이동한 후, ENT 키를 누릅니다.

기본 설정 (Preferences)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ENT 키를 누릅니다.

스캔 언어
스캔 언어의 기본값을 변경합니다.

사용 언어
메뉴가 표시되는 언어를 변경합니다.

통신 설정
펜과 PC 간 통신 설정을 변경합니다.

음성 설정
음성의 볼륨, 높낮이, 속도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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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종료시간
자동 절전 시간 설정을 변경합니다. 기본값은 2 분입니다.

오른손/왼손사용
스캔 방향을 오른손/왼손 방향으로 변경합니다. 기본값은
오른손 방향입니다.

메뉴 종류
펜 메뉴의 표시 그래픽을 변경합니다.

긴 누름 간격
버튼의 오래 누르기로 인식되는 시간을 변경합니다.

더블클릭 간격
더블클릭으로 인식되는 시간을 변경합니다.

명암조절
화면 밝기를 변경합니다.

정보 (Information)
메모리 상태, 배터리 상태, 펜 일련번호, 펜 버전, 저작권
정보를 확인합니다.

스캐닝 안내
스캐닝 모드
펜이 스캐닝 모드일 경우 끝 부분이 붉은 빛으로 깜박입니다.
메뉴 화면으로 이동하면 스캐닝 모드가 취소됩니다.

스캐닝 제한 사항
펜을 이용해 다양한 언어, 글꼴 형태, 글자 크기 (6~22 포인트,
최대 8mm 까지), 글자/배경 색상 (붉은색/흰색, 흰색/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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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검은색, 검은색/푸른색 색상 제외)의 텍스트를
인쇄물에서 스캔하여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기로 작성한 인쇄물, 필기체, 수학 기호, 기타 특정
전문 분야의 표식 등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스캐닝 팁
다음 설명을 참조하여 최적의 스캐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펜을 정확한 스캐닝 방향으로 쥐십시오.
 스캔 할 인쇄물을 편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스캔 할 인쇄물의 상태가 양호하며, 페이지에 접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적당한 속도로 스캔을 실시합니다.

올바른 스캐닝 각도: 90°

트레이너를 이용한 스캔 방법 배우기
본 튜토리얼에서는 퀵셔너리 어플리케이션과, 펜에 동봉된
플라스틱 스캐닝 트레이너를 이용합니다.
1.

트레이너를 펜의 끝 (마개가 있던 위치)에 부착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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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펜을 켜고 퀵셔너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합니다. 입력
화면에서 “Scan in… ( ..로 스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펜 끝에 붉은 빛이 깜박이면 스캔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3.

펜을 90° 각도로 쥔 후, 트레이너 발 사이에 아래 예시
문장의 중앙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트레이너를
제거하더라도 이 각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예시 문장을 스캔합니다:

This sentence will help me practice scanning
4.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텍스트 위를 똑바로 각도를
유지하며 스캔을 실시합니다. 텍스트 좌측 끝부분의 1
cm 전부터 스캔을 시작하고, 텍스트 첫 부분의 1 cm
이후에서 스캔을 마무리합니다 처음 사용시에는 문장
및 단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보면서 스캔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단어의 끝에다 스캐닝
롤러를 수직으로 세우고 펜을 가볍게 쥔 다음 각도를
유지한 채 스캔하고 롤러가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지나면서 들어올리면 화면에 정확히 입력이 됩니다

5.

스캔이 완료되면 분할 화면이 나타나고, 스캔한
텍스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화면상의 텍스트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스캔을 실시합니다.
새로 스캔한 텍스트가 기존의 텍스트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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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s and Trademarks
© 2010 WizCom Technologies Ltd. All rights reserved.
WizCom Technologies Ltd. uses the Ligature OCR-on-a-Chip
copyright © 1995-2010, Ligature Compression Technology
copyright © 1996-2010, and Ligature reverse inflection and
derivation technology copyright © 1997-2008 under license
from Ligature Ltd. All rights reserved.
WizCom InfoScan, QuickLink-Pen, Quicktionary,
Readingpen, WizCom SuperPen, WizCom and Pen
design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WizCom
Technologies Ltd. All rights reserved.
All other brands and product names appearing here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Worldwide Limited Warranty
WizCom Technologies Ltd. (hereinafter - "WizCom") warrants
the initial purchaser (hereinafter - "PURCHASER") of each of
the products bearing the trade names or trademarks
Quicktionary, ReadingPen, SuperPen, InfoScan, QuickLink or
MEK (hereinafter - "PRODUCT") sold by WizCom (including
sale through WizCom's Web Site) or WizCom's authorized
local retail dealer (hereinafter - "AUTHORIZED RETAILER")
as follows: WizCom warrants that your PRODUCT, under
normal use, will be free of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for a period of : two (2) years in EU countries
and one (1) year for the rest of the world from the date of
original purchase from WizCom or from WizCom's
AUTHORIZED RETAILER along with the original purchase
receipt.
This limited warranty extends only to the original Purchaser of
the PRODUCT and is not assignable or transferable to any
subsequent purchaser/end-user.
WizCom's sole obligation, and Purchaser exclusive remedy,
under this express warranty, in lieu of all other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by law or otherwise, shall be, at WizCom's
option and expense, to repair or replace either with new
parts or used parts, without charge, PRODUCTS that are
found to be defective and malfunctioning during normal
usage and returned within the warranty period, provided that:
(i) The PRODUCT has not been damaged or subj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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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andling, improper storage, misuse, neglect, abuse,
accident, alteration, abnormal operation or conditions,
operation in an unsuitable environment or in a manner for
which it is not intended, unauthorized repair, unauthorized
modifications, or other acts which are not the fault of WizCom.
(ii) The PRODUCT has not been damaged from external
causes such as fire, flooding, sand, dirt, storm or any other
damage from weather conditions, an Act of God, theft, or
battery leakage, blown fuse, or improper use of any electrical
source, damage caused by computer or internet viruses,
bugs, worms, Trojan Horses, cancelbots or damage caused
by the connection to other products not recommended for
interconnection by WizCom.
(iii) No one other than an authorized WizCom representative
opens the casing of the PRODUCT.
(iv) WizCom has been advised in writing by the PURCHASER
of the alleged defect or malfunction of the Product within
fourteen (14)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applicable
limited warranty period.
(v) This limited warranty does not cover physical damage to
the surface of the product, including breakage, cracks or
scratches on the LCD screen or outside casing.
(vi) The liability under this warranty is limited to the actual
cash value of the PRODUCT, determined by the price paid by
the Consumer for the Product less a reasonable amount for
usage.
Repair or replacement of the PRODUCT shall not extend the
original warranty period.
PURCHASER will be charged for all PRODUCT repairs for
damage or failure not covered by this limited warranty.
Return of the PRODUCT for repair or replacement under this
warranty, must be made to PURCHASER'S local dealer and
must be accompanied by proof of date of purchase,
identification of the PRODUCT by model number and serial
number and complete description of the problem.
WizCom makes no warranty or representation that the
PRODUCT will meet the PURCHASER'S requirements or will
work in combination with any hardware or software products
provided by third parties, that the operation of the PRODUCT
will be uninterrupted or error free, or that all defects in the
PRODUCT will be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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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WARRANTY, WIZCOM MAKES NO OTHER WARRANTIES
EXPRESSED OR IMPLIED, AN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WIZCOM DISCLAIMS ALL
OTHER WARRANTIES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OR USE.
In no event shall WizCom, its agents, officers or employees
be liable for any damages whatsoeve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pecial, direct or indirect, punitive, consequential or
incidental damag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damages
resulting from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ducts and/or
services and/or advertisements regarding the PRODUCT,
loss of revenues, loss of profit, business interruption, loss of
information or costs of replacement goods, loss of use of the
product or any associated equipment, cost of capital, loss of
enjoyment of the PRODUCT, arising from claims of third
parties, including customers or arising from breach of
the warranty, breach of contract, negligence, strict tort, or any
other legal or equitable theory without limitation.
WizCom reserves its right to make technical alterations to the
PRODUCT and such alterations shall not be considered as
breach of warranty.
WizCom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elays or defaults
hereunder by reason of fire, floods, acts of God, labor
troubles, accidents to machinery, delays of carriers or
suppliers, inability of suppliers to supply, the impositions of
priorities, restrictions or other acts of government, or other
causes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The agents, dealers
and employees of WizCom are not authorized to make
modifications to the warranty, or additional warranties that are
binding on 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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