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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동작 작업/메뉴 경로 단축키

Xbench 열기 "Start"(시작) > "Programs" 
(프로그램) > "ApSIC Tools" 
(ApSIC 도구) > "Xbench 3.0"
Xbench 프로젝트 파일(.xbp) 
이중 클릭

---

기존 프로젝트 열기 "Project"(프로젝트) > "Open..." 
(열기…)
Xbench 프로젝트 파일(.xbp) 
이중 클릭

Ctrl + O

Xbench 윈도우 가리기 "Project"(프로젝트) > "Close 
Window"(윈도우 닫기)
Xbench 윈도우의 닫기 버튼 클릭

Esc
또는
Alt + F4

Xbench 닫기 "Project"(프로젝트) > "Shut 
Down Xbench"(Xbench 종료)
시스템 트레이에서 ApSIC Xbench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 후 "Shut 
Down Xbench"(Xbench 종료) 선택

---

Xbench 프로젝트 저장 "Project"(프로젝트) > "Save" 
(저장)

Ctrl + S

"Switch to alternative project"(다른  
프로젝트로 전환)( "Tools" 
(도구) > "Settings…"(설정…) 
에서 "Enable Alternative Project" 
(다른 프로젝트 사용) 확인란이 
선택되었을 때만 사용 가능)

"Project"(프로젝트) >  
"Switch to Alternative Project"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

Alt + F6

진행 중인 번역 파일과 같은 파
일을 더 추가

"Project"(프로젝트) >  
"Properties..."(속성…) > 
"Add..."(추가…) 혹은 파일 
끌어서 놓기

F2

파일 변환 시 콘텐츠 새로 고치
기(번역하는 동안 및  
마지막 QA 전)

"Project"(프로젝트) > "Refresh 
Content"(새로 고치기)

F5

검색 옵션 보고 검색 범위 설정 "View"(보기) > "Show Search 
Options"(검색 옵션 표기) 또는 
도구 막대에 있는 아이콘 클릭

Ctrl + 3

원본/대상 용어 필드에서 검
색 수행

원본/대상 용어 필드에서 검색 
문자열을 입력하고 Enter 누르기

Enter

Xbench 원본 용어 필드에서 
클립보드 콘텐츠 검색

거의 모든 CAT 도구에서 검색 가
능한 문자열을 선택한 후 Ctrl + 
Alt + Ins 누르기.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Ctrl + Ins를 
먼저 누르고, 텍스트를 클립보
드로 복사

(Ctrl + Ins)
Ctrl + Alt + Ins

Xbench 대상 용어 필드에서 
클립보드 콘텐츠 검색

거의 모든 CAT 도구에서 검색 
가능한 문자열을 선택한 후  
Ctrl + Alt + BkSp 누르기.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Ctrl + Ins를 
먼저 누르고, 텍스트를 클립보
드로 복사

(Ctrl + Ins)
Ctrl + Alt + BkSp

PowerSearch: 검색 문자열에 AND/
OR 조건과 부정형을 사용하여 고
급 검색 수행하기

원본/대상 용어 필드에서 단어
를 입력하고 "Search"(검색) > 
"PowerSearch" 클릭

Ctrl + P

대상 결과를 복사하고 Xbench 
가리기

Xbench에서 세그먼트를 선택한 
후 Enter를 누르거나 "Copy Target 
& Close"(대상 복사 & 닫기) 오
른쪽 클릭

Enter

세그먼트의 컨텍스트 보기 Xbench에서 세그먼트 선택 후 
"See Context…"(컨텍스트 보
기…) 오른쪽 클릭

Ctrl + Space

결과를 특정 수준으로 확대 
(우선 순위 색깔)

검색 결과 선택 후 "View" 
(보기) > "Zoom to"(확대) > 
"Zoom to Level"(특정 수준으로 
확대) 또는 특정 수준/우선 순
위의 세그먼트 이중 클릭

Ctrl + Enter

결과를 용어집으로 확대 검색 결과 선택 후 "View" 
(보기) > "Zoom to"(확대) > 
"Zoom to Glossary"(용어집으로 확
대)로 이동

Ctrl + G

결과를 파일로 확대 
(열려있는 폴더에서)

검색 결과 선택 후 "View" 
(보기) > "Zoom to"(확대) > 
"Zoom to File"(파일로 확대)
로 이동

Ctrl + F

진행 중인 번역 파일에서 
QA 검사 돌리기

"QA" > "Check Ongoing  
Translation"(진행 중인 번역 검
사)

Ctrl + K

원본 편집(원본 파일에서 
선택된 세그먼트 열기)

Xbench에서 세그먼트 선택 후 
"Edit Source"(원본 편집) 오른
쪽 클릭

Ctrl + E

QA 결과를 파일로 내보내기 
(.xls, .html, .txt, .xml)

"QA" > "Export QA Results…"(QA 
결과 내보내기…) 또는 "Export 
QA Results…"(QA 결과 내보내
기…) 오른쪽 클릭

Ctrl + Q

항목 내보내기(모든 용어집, 용
어집 한 개 혹은 표시된 항목)

"Tools"(도구) > "Export 
Items…"(항목 내보내기…)

Ctrl + R

검색 보기에서 PowerSearch 기능(Ctrl + P)
예제: 원본/대상 용어 필드에서 
Ctrl + P로 검색할 표현식...

수행되는 동작... 

문자열1 문자열2 "문자열1" 및 "문자열2"를 포함하는 
모든 항목 찾기 

문자열1 또는 문자열2 "문자열1" 또는 "문자열2"를 포함하는 
모든 항목 찾기 

문자열1 -문자열2 "문자열1"은 포함하고 "문자열2"는 포함하
지 않는 모든 항목 찾기 

문자열1 -"공백 포함된 문자열2" "문자열1"은 포함하고 "공백 포함된 문자열
2"는 포함하지 않는 모든 항목 찾기

검색 결과에서 색깔 및 아이콘 보기

검색 결과의 텍스트 및 아이콘 색 의미

녹색(기본값) 높은 우선순위 항목

적갈색(기본값) 중간 우선순위 항목

파랑(기본값) 낮은 우선순위 항목

 
녹색 별

검색된 문자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키 용어* 
(대/소문자 구분)

노란색 별
대/소문자 구분 없이 정확히 일치하는 키 
용어

빈 별 키 용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된 텍스트

 큰 녹색 점
검색된 문자열 전체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 
(대/소문자 구분) 

큰 노란색 점 대/소문자 구분 없이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

작은 빨간색 점
진행 중인 번역 항목의 신규 및 변경된 세그
먼트에 해당되는 항목

작고 빈 빨간색 점 진행 중인 번역의 100% 일치에 해당되는 항목

큰 녹색 점에 작은 빨간색 점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대/소문자 구분)이며 
진행 중인 번역 항목의 신규 및 변경된 세그
먼트에 해당되는 항목

큰 노란색 점에 작은 빨간색 점
대/소문자 구분 없이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며 진행 중인 번역 항목의 신규 및 변경된 세
그먼트에 해당되는 항목

큰 녹색 점에 작고 빈 빨간색 점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대/소문자 구분)이며 
진행 중인 번역의 100% 일치에 해당되는 항목

큰 노란색 점에 작고 빈 빨간색 점
대/소문자 구분 없이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
이며 진행 중인 번역의 100% 일치에 해당되
는 항목

* 프로젝트 속성에서 어떤 파일을 키 용어로 정의한다면, 해당 항목들은 검색에서 별표
로 표시됩니다. Xbench는 QA 검사를 하는 동안 키 용어 목록과 일치되지 않는항목을 검색

합니다.

ApSIC Xbench
하나의 툴에서
품질 보증(QA)
및 용어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