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용 계산기 사용설명서

(FH-150)

CASIO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7-4
현정빌딩 5층 (주) 행남통상

█ 계산기 사용상 주의사항
● 계산기가 전기적으로 정밀한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분해 하지 마십시오.
● 계산기를 던지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계산기의 키에 충격을 주지 마시고, 기계에 무리가 가도록 두개 이상의 키를 동시에 누르지
마십시요.

● 계산기의 키를 펜과 같이 날카로운 것으로 누르지 마십시오.
● 계산기를 0˚C 이하나 40˚C 이상의 온도에 노츨 시키지 마시고, 먼지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본체를 닦을 경우 신나나 벤젠등 휘발성이 있는 용액은 사용하지 마시고 잘 마른 헝겁을 이
용해서 부드럽게 닦아 주십시오.

● 어떠한 경우라도 CASIO 및 공급자는 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손상이나 손
실, 중대한 비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산기를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 절연 테이프 제거
* 계산기 구입 후에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제품의 저장과 선적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절연 테이프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 절연 테이프를 제거하실 때, 계산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화면에는
달력이 표시됩니다.

● 계산기 RESET
* 계산기의 절연 테이프를 제거하신 후 또는 배터리를 교체하신 후에
뾰족한 것으로 계산기

뒷면에 있는 RESET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RESET 버튼을 누르실 때 계산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화면에는 2000년
1월 1일 달력이 표시됩니다.
* 계산기의 RESET 버튼을 누를 때 펜이나 날카로운 것을 사용 시 계산기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과도한 힘으로 누르지 마십시오.
* RESET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비정상적인 화면과 경고음이 울릴 수
있습니다.
* RESET 버튼을 눌렀을 경우 현재시간, 알람시간, 환율에 대한 정보가 변하게 됩니다.
다시 재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키 누름소리 선택
♪ 키를 눌러서 키톤 ON/OFF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계와 달력사용하기
● 현재시간 설정
1.

키를 누르십시오

2. 화면에 현제 시간을 표시할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의 도시명을 누르십시오.
- 각지역에 포함되어진 다른나라의 정보를 얻기를 원할 경우 “World Time Table”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SET키를 두번 누르십시오.

4. 초를 입력하기 위해서 C1△과 ▽C2 키를 사용하십시오. 모두 입력한 후, SET키를 누르면 깜박거
리는 부분이 시간으로 옮겨집니다.
5. 4번의 과정을 반복하여 시간, 분, 년도, 월, 날짜를 입력하십시오.
6. 모두 입력하신 후에는 SET키를 누르십시오.
- %키를 누르시면, 화면의 시간의 표시를 12시간 단위 또는 24시간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2시간 단위로 설정하였을 경우 오후의 표시가 액정에 “PM”으로 나타나며, 오전의 표시는
“PM”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시간의 설정이 끝난 후에 도시 이름의 키를 두번 누름으로서 썸머타임과 표준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썸머타임의 설정시 화면에 “SUMMER” 표시가 나타남.)

● 월별 달력보기
1901년부터 2099년까지의 달력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키를 누르십시오

2. 사용자가 원하는 월을 C1△ 키(전달)와 ▽C2 키(다음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른나라의 현재 시간 보기
1.

키를 누르십시오

2. 사용자가 원하는 나라의 시간을 누르십시오.
- 예를 들어 런던의 시간을 보길 원하시면 7을 누르십시오.
- 다른 도시에 대한 정보를 보시려면 “World Time Table”을 보시기 바랍니다.
- 약 15초간 사용자가 원하는 도시의 시간이 나오고, 그 후에는 사용자가 처음에 설정한
도시의 시간이 나타납니다.

█ 알람시간 설정
알람시간을 설정한 후에 사용자가 설정한 시각에 매일 약 1분간 경고음이 울리며, snooze(졸음)
설정 시 알람은 초기에 설정 시각부터 약 6분마다 울리게 됩니다.

● 알람시간 설정하기
1.

키를 누르시고 SET키를 누르시면, 화면상의 시간 자리가 깜빡이게 됩니다.

2. C1△키와 ▽C2키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단위를 설정하시고, SET키를 누르시면 분단위
자리가 깜빡이게 됩니다.
3. C1△키와 ▽C2키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분단위를 설정하시고, SET키를 누르십시오.
알람시간을 설정하시게 되면 처음에 사용자가 설정하신 시간이 화면에 표시되며, 시계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표시는 약 30초 후에 사라지며, 화면은 사용자가 지정하신 시계나 달력으로 돌아
갑니다.
4. 사용자가 설정한 알람시간에 알람음이 울립니다.
알람음을 정지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시면 되며, 만약 사용자가 알람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약 1분 후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알람이 울릴 때

(SNOOZE)키를 누르시면 화면에 “zZ”가 표시되며, 6분 간격으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 알람기능 ON/OFF
키를 누르시면 알람 기능이 켜지고 꺼집니다.
알람 ON

알람 OFF

█ 환율 변환
환율변환은 다른 나라의 금액에 대한 환율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며 환율변환을 사용하시기
전에 각 나라별 환율비율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변환에 대한 비율은 사용자가 2개 까지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 환율 설정
예) 1$=\1,250 으로 설정하기
1. AC/CAL 키를 누르십시오.
2. C1△키 또는 ▽C2키를 누르시면 화면에 사용자가 누른 키 표시와 함께 이미 설정되어진 환율이
보이게 됩니다.
C1…………………… 6.55957 (¢1=6.55957 프랑스화)
C2…………………… 1.95583 (¢1=1.95583 독일화)
3. SET 키를 누르십시오.
4. 환율을 변경하십시오.
환율변환 : 환율 변경을 위해

C1△키 또는 ▽C2키를 사용하신 후 SET키를 누르십시오.(Currency

Conversion Table 참조)
두 나라의 환율변환 : 사용자가 원하는 환율 1,250을 입력하십시오.
5. 입력한 환율을 저장시키기 위해서 SET키를 누르십시오
(이 계산기는 8자리까지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시 “Currencu Conversion Table”값을 초
과할 경우 화면에 “error” 표시가 나타납니다.

● 환율변환의 실행
1250값(1$=\1,250)을 C1에 입력하고 0.0008값(\1=0.0008$)을 C2에 입력했을 때 환율변환의 예
입니다.
예) $250은 현재의 환율 1$=\1,250 때 얼마인가?
► AC/CAL 250 C1△ = \312,500
예) 150,000원은 몇 달러 인가
► AC/CAL 150000 ▽C2 = $120

█ 일반계산
계산내용

키조작

화면
AC/CAL

0.

53 +123 –63 =

53 + 123 – 63 =

113.

963ⅹ(23-56) =

23 – 56 ⅹ 963 =

-31779.

(56ⅹ3-89)/5.2+63
=

56 ⅹ 3 – 89 ≒ 5.2
+ 63 =

1234567 ⅹ 741852

78.192307

E

=

12345678ⅹ741852 =

91586.659
0.

AC/CAL
180.
1500에 12%는?

1500 ⅹ 12 %
75.

880에 대해 660의 퍼

660 ≒ 880 %

센테이지는?

█ 배터리 교체
이 계산기는 리튬 배터리(CR2025)*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Low battery표시가 들어오거나 액정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빨리 배터리를 교
체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배터리를 계산기에서 분리하신 후 보
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량에 관계없이 적어도 2년에 한번은 배터리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계산기의 뒷면에 있는 배터리 덮개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사를 풀르시기 바랍니다.
2. 가는 막대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배터리 홀더를 올리신 후 배터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3. 배터리 홀더의 볼록한 부분을 올리시면서 새로운 배터리를 삽입하십시오.
그림과 같이 새로운 배터리의 양(+)극이 윗부분으로 오도록 설치하십시오.
4. 배터리 덮개를 다시 설치하시고 나사를 조이시기 바랍니다.
5. 계산기 뒷면의 RESET 버튼을 누르십시오.

█ 세부사항
전원 : 리튬 배터리(CR2025) 1개
배터리 수명 : 약 16개월(하루에 1분의 경고음이 울릴 경우)
사용가능 온도 : 0°C~40°C
크기 : 계산기를 접었을 경우- 52W*84D*11.2Hmm
계산기를 열었을 경우- 52W*127D*76Hmm
중량 : 60g

█ WORLD TIME TABLE
GMT 차이

키

도시명

다른 도시

+00

7

런던

+01

8

파리

+02

9

이스탄불

+03

≒

리야드

모스크바,에티오피아,나이로비

+04

4

두바이

오만

+05

5

카라치

몰디브

+07

6

방콕

+08

ⅹ

베이징

+09

1

도쿄

+10

2

시드니

-10

3

호놀룰루

-08

-

로스앤젤스

-07

0

덴버

-06

·

멕시코 시티

-05

=

뉴욕

-03

+

상파울로

로마,암스테르담,비엔나,마드리드,스톡콜롬,베를린
아테네,카이로,예루살렘,필렌드,요르단,케이프타운,앙카라

자카르타
홍콩,발리,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타이페이,마닐라
서울, 평양
괌,사이판,캔버라
티히티
샌프란시스코,라스베가스, 밴쿠버
솔트레이크 시티
시카고,달라스
워싱턴,올란도,마이에미,리마,몬트리올
리오데자네이루,부에노스아이레스

█ Currency Conversion 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