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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

• 본서의 내용은 사전 협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작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제13장에 설명된 내용은 특정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확인하시려면 CASIO 딜러나 배포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십시오.
• 사용자는 본서를 항상 휴대하여 읽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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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 본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 모델별 특정 기능과 화면의 차이
본 사용 설명서는 여러 종류의 계산기 모델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에
설명되어 있는 기능 중 일부는 표지에 표시된 일부 모델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본서의 모든 이미지는 fx-9860GⅡ SD의 모습이며 다른 모델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
다.
• 수식 입력과 표시
fx-9860GⅡ SD, fx-9860GⅡ, fx-9860G AU PLUS 모델의 초기 설정은 수식의 표시와 입력
이 가능한“수식 입출력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는 분수, 제곱근,
미분, 기타 수식의 표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대부분의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수식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선형으로 수식의 입력과 표시를 하기를 원한다면“선형 입출력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
습니다. fx-9860GⅡ SD, fx-9860GⅡ, fx-9860G AU PLUS 모델의 입출력 모드 초기 설정은
수식 입출력 모드입니다.
본서에 있는 예제는 주로 선형 입출력 모드를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fx-9860GⅡ SD, fx9860GⅡ, fx-9860G AU PLUS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다음을 봐 주십시오.
ㆍ수식 입출력 모드와 선형 입출력 모드간의 전환에 관해서는,“설정화면 사용”(1-26
페이지)에 있는 입출력 모드의 설명을 보십시오.
ㆍ수식 입출력 모드를 사용한 입력과 표시에 관해서는,“수식 입출력 모드 사용”(1-10
페이지)를 보십시오.
• 수식 입출력 모드가 없는 모델을 소지한 분들에게.
(fx-7400GⅡ, fx-9750GⅡ)...
fx-7400GⅡ, fx-9750GⅡ 모델은 수식 입출력 모드가 없습니다. 이 모델들에서 매뉴얼에 있
는 계산을 수행할 때는 선형 입력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fx-7400GⅡ, fx-9750GⅡ 모델을
소지한 분들은 수식 입출력으로 표시된부분은 무시해야 합니다.
•

(
)
이것은
와
를 누르면
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키는 위와 같
이 표현됩니다. 괄호에 표시된 입력 문자나 명령어가 키 캡 표시입니다.

•

EQUA
를 누르고 커서 이동키(
)를 이용해 EQUA 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누르십시오. 메인메뉴에서 다른 모드로 들어가기 위한 표시는 이와 같습니다.

를

• 기능키와 메뉴
ㆍ조작의 많은 부분이 기능키
~
를 활용하여 실행됩니다. 각 기능은 설저되어 있는
모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면 아래 부분에 현재 설정 모드 기능이 표시됩니다.

v

ㆍ이 사용설명서에서는 기능키 다음 괄호 안에 내용이 적용되는 기능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며,
(Comp)는
를 눌러서 Comp 기능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ㆍ 다음에 나타나는 ( )는
를 눌러서 메뉴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나 이전 페이지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 메뉴 제목
을 누르
ㆍ사용설명서에 있는 메뉴제목은 설명되어질 메뉴와 조작할 키를 표시합니다.
고 {LIST}를 보여주는 키 조작은 [OPTN]-[LIST]로 표시됩니다.
( )는 메뉴 제목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ㆍ다른 메뉴로 가기 위해 누르는 화살표 키
• 명령어 리스트
PRGM모드 명령어 리스트(페이지 8-37)는 기능키 메뉴의 그래픽 흐름도와 어떻게 필요한 명
령어 메뉴를 처리하는지를 나타내줍니다.
예 : 다음 조작은 Xfct입니다:[VARS]-[FACT]-[Xfct]
• E-CON2
본 매뉴얼은 E-CON2모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E-CON2모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E-CON2
매뉴얼(영어버전)을 다운로드 해 주십시오. From:http://edu.casio.com

■ 명암 조정
흐리거나 보기 어려운 화면에서는 명암을 조정하십시오.
1. SYSTEM 아이콘을 선택하기 위해 커서키(
)를 사용하고
다음 명암 조정 화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
)를 누르십시오.

2. 명암을 조정하십시오.
ㆍ커서키
는 어둡게 만듭니다.
ㆍ커서키
는 밝게 만듭니다.
ㆍ (INIT)는 명암을 초기설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3. 명암 조정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를 눌러 주십시오.

vi

를 누릅니다. 그

1 장

기본 조작

1. 키 조작
■ 키 테이블

본서에 설명되어 있는 기능 중 일부는 표지에 표시된 일부 모델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모델에 따라 일부 키는 소유하신 계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1

■ 키 표시 테이블
대부분의 키는 한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쉽게 키를 찾을 수 있도록
키보드에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키 기능
①

log

②

10

③

B

키 조작

x

아래 테이블은 키 표시에 사용되는 색에 대해 설명합니다.
색

•

사용법

오랜지색(Orange)

키를 누른 뒤 사용하는 기능

빨간색(Red)

키를 누른 뒤 사용하는 기능

Alpha Lock
키를 누르면 알파벳 문자를 입력할 수 있으며 금방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를 누르고
키를 누르면 알파벳 문자 입력상태가 고정되어, 다시
키를 누를
때까지 연속해서 알파벳 문자가 입력됩니다.

2. 디스플레이
■ 아이콘 메뉴의 선택
이 장에서는 메인 메뉴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어떻게 아이콘을 선택하는지
설명합니다.
• 아이콘 선택하기
1.
2.

를 눌러 메인화면을 표시합니다.
원하는 아이콘을 반전시키려면
이동키( , , , )를 사용합니다.

1-2

현재 선택한 아이콘

3.

선택한 아이콘이 있는 모드의 첫 화면을
표시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여기서는
STAT 모드로 들어갑니다.

ㆍ또한 메인 메뉴의 아이콘을 반전시키지 않고 아이콘 우측 아래에 표시된 숫자/문자키
를 눌러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ㆍ모드로 들어갈 때는 위의 설명된 순서에 따라 들어가십시오. 다른 순서로 들어가는
경우 다른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 아이콘 메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콘
모드이름
의
미
RUN
연산 및 기능계산, 2진,8진,10진,16진 계산을 할 때 선택
(fx-7400GⅡ)
합니다.
*1

RUN·MAT
(실행·행렬)

함수계산을 포함한 가감승제계산,2진,8진,10진,16진 계산
을 할 때 선택합니다.

STAT
(통계)

1변수 통계계산(표준편차계산)/2변수통계계산(회귀계산)
을 할 때 또는 통계 그래프를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2

e·ACT
(eActivity)
*2

텍스트, 수학공식,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노트와 같은
매체에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텍스트, 공식,내장
함수를 저장할 때 사용하십시오.

S·SHT
(스프레드시트)

26칼럼과 999라인을 포함하는 스프레드시트 계산을 할 때
사용합니다. 내장 명령어와 S·SHT모드 명령어뿐만 아니
라, STAT모드에서와 동일한 순서로 통계계산이나 그래픽
통계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RAPH

그래프 함수식을 등록하고 그 함수식을 사용해 그래프를
그릴 때 선택합니다.

DYNA
(다이나믹그래프)

*1

그래프 함수식을 등록하고 그 함수식에 포함된 변수 값을
변경하여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때 선택합니다.

TABLE

함수식을 등록하고 그
하여 테이블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점화식을 등록하고 그
하여 테이블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1

RECUR
(점화식)
*1

함수식에 저장된 변수 값을 변경
답을 구하거나 그래프를 그릴 때
점화식에 저장된 변수 값을 변경
답을 구하거나 그래프를 그릴 때

CONICS

원뿔곡선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EQUA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이나 2차수~6차수 고차방정식의 답을
구할때 사용합니다.

PRGM
(프로그램)

프로그램 영역에 프로그램을 저장하거나 실행할 때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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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1
*2

모드이름
*1
TVM
(재무)
*1
E-CON2

의
미
제무 계산을 하거나 자금유동을 그리거나 다른 형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EA-200데이터 분석기를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edu.casio.com에서 ECON2매뉴얼을 다운받으십시오.

LINK

PC나 다른 기기로 백업 데이터나 메모리 내용을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MEMORY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SYSTEM

메모리 초기화, 콘트라스트 조정, 다른 시스템 설정을 할
때 사용합니다.

fx-7400GⅡ에는 해당안됨
fx-7400GⅡ/fx-9750GⅡ에는 해당안됨

■ 기능 메뉴 표시에 대해서
화면 아래 메뉴바에 있는 메뉴나 명령어를 실행시키려면 기능키(
아이콘 모양으로 메뉴인지 명령어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

)를 사용하십시오.

■ 표시창에 대해
본 계산기에서는 그래프 화면과 텍스트 화면의 두가지 타입의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텍스트 화면은 21단위, 8행의 문자를 보여주며, (단 최하위는 메뉴가 표시됨)
그래프 화면은 가로127 x 세로63 도트의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텍스트 화면

그래프 화면

■ 일반적인 표시 형식
일반적으로 본 기기는 10자리 숫자까지 표시하고 그 이상의 수는 자동으로 지수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 지수형식 해석하는 방법
12

1.2E+12는 1.2x10 의 결과와 값이 같습니다. 이것은 지수가 양수이므로 1.2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12번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1,200,000,000,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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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E-03은 1.2x10 의 결과와 값이 같습니다. 이것은 지수가 음수이므로 1.2의 소수점
을 왼쪽으로 3번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0.0012입니다.
일반적인 표시형식으로 자동 변환되도록 다른 범위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모든 예제는 Norm1을 사용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Norm1과 Norm2의 전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특수한 표시 형식
분수 계산이나 16진수 계산 및 각도, 분, 초단위는 특수한 표시 형식을 사용합니다.
• 분수
.............의미 :
• 16진수
.............의미:0ABCDEF(16) 는
180150001(10)을 의미합니다.
• 각도/분/초 단위
.............의미:
• 상기 내용 이외의 특수한 표시 형식들은 각 장에서 설명합니다.

3. 계산식 입력 및 수정

■ 계산식 입력
계산식을 입력할 준비가 되면
를 누르고 화면을 clear합니다. 다음으로 계산식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쓰여지는대로 정확히 입력하고
를 눌러 답을 구합니다.
예

2 + 3 - 4 + 10 =

1-5

■ 계산식 수정
와
키를 이용해서 커서를 수정하려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래에 설명된
를 눌러 답을 구합니다. 또는 정정
조작법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수정한 후에
키를 이용해서 커서를 끝으로 옮긴 후 더 입력할 수 있습니다.
후에
*1

ㆍ입력 을 위해 삽입하기나 겹쳐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겹쳐쓰기로 할
경우, 입력하려고 하는 글자는 현재 커서 위치에서의 글자를 대체합니다.
(INS)조작으로 삽입하기와 겹쳐쓰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삽입하기 일
표시가 나타납니다.
때 표시가, 겹쳐쓰기 일 때
*1

fx-7400GⅡ/fx-9750GⅡ 모델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선형 입출력 모드(페이지
1-29)가 선택되었을 때만 삽입하기와 겹쳐쓰기 전환이 가능합니다.

• 계산식 입력시 잘못 누른 것을 정정할 때
예

cos60을 sin60으로 변경하기

• 실수로 불필요한 키를 눌렀을 시 삭제할 때
예

396××2 를 396×2 로 변경하기

삽입하기 모드에는

키가 백스페이스키로 작동합니다.

• 입력한 계산식의 도중에 삽입하기를 원할 때
예

2.36²를 sin2.36²로 변경하기

1-6

■ Replay 메모리(재생 메모리) 사용
마지막에 실행된 명령어는 항상 Replay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연산 종료 후
또는
키를
키를 눌러서 Replay 메모리에 있는 실행했던 계산식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키를 이용하면 마지막으로 커서를
이용하면 계산식의 선두에 커서가 움직이고
움직여 수정하거나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체크하거나 수치나 계산명령을
변경해서 새로운 계산을 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ㆍReplay 메모리는 선형 입출력 모드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식 입출력 모드
에서는 Replay 메모리 대신 History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History 메모”(페이지 1-17) 를 봐 주십시오.
예

다음의 두 식 실행하기
4.12 × 6.4 = 26.368
4.12 × 7.1 = 29.252

(INS)

를 누른후에
나
를 누르면 직전의 계산식에 한정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
와
커서를
과거의 계산식을 불러냅니다. 일단 한 개의 계산식을 재생시키면
이용해서 수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뒤로)
(두번 뒤로)
ㆍ 계산식은 다른 계산을 하기 전까지 재생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누르더라도 재생 메모리에 있는 내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ㆍ
누른 후더라도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래의 식을 수정할 때
예

을

으로 잘못 입력했을 때
1-7

키를

를 누릅니다.
커서는 자동으로 에러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필요한 변경)

(다시 실행)

■ 복사 또는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 클립보드를 이용할 때
클립보드를 이용하여 함수나 명령어,입력내용을 복사하거나 다른 장소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ㆍ아래에 설명된 절차는 모두 선형 입출력 모드를 사용합니다. 수식 입출력 모드일 때의
복사하기와 붙여넣기 기능에 대한 자세한 것은, 1-18 페이지“수식 입출력 모드에서의
복사와 붙여넣기를 위한 클립보드 이용” 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복사 범위 지정하기
1. 커서 를 시작점이 나 끝점으로 옮기고
바뀝니다.

(CLIP)을 누릅니다. 커서가

로

2. 커서키를 사용해서 복사하려는 범위를 반전시킵니다.

3.

(COPY)를 눌러 반전되어 있는 텍스트를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변경없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지 않고 실행을 취소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 텍스트 자르기
1. 커서를 자를려고 하는 시작점이나 끝점으로 옮기고
커서가
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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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을 누릅니다.

2. 커서키를 사용해서 복사하려는 범위를 반전시킵니다.

3.

(CUT)을 눌러 반전되어 있는 텍스트를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자르기는 원래 글자를 지웁니다.
• 텍스트 자르기
커서를 움직여 텍스트를 붙여 넣으려는 위치로 옮깁니다. 그리고

(PASTE)를

누르면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이 커서위치에 들어갑니다.

(PASTE)

■ 카달로그 기능
카달로그는 이 기기에서 사용되는 알파벳 명령어 리스트입니다. 카달로그에서 원하는
명령어를 선택, 불러와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사용하여 명령어 입력하기
1.

(CATALOG)를 누르면 명령어 알파벳 카달로그가 나타납니다.

• 처음 나타나는 화면이 명령어 입력을 위해 사용했던 마지막 화면입니다.
• fx-9860G Slim에서, 현재 선택된 명령어에 대한 설명글의 첫 두줄이 화면의 아래
(HELP)를 누르면 읽을 내용의 전체 화면 보기가 나타납니다.
에 나타날 것입니다.
글이 한 화면에 맞지 않으면,
와
키를 이용하여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HELP)
→
←

도움말 화면을 닫으려면

를 누르세요.

(CTGY)를 누르면 카테고리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2.
• 원한다면 이 단계를 뛰어넘고 5단계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3. 커서키( , )를 이용하여 원하는 명령 카테고리를 반전시킵니다. 그런다음
를 누릅니다.
(EXE)나
• 이것은 선택된 카테고리에 있는 명령어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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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하려는 명령어의 첫 문자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문자로 시작하는 명령어가
나타납니다.
(INPUT)
5. 커서키( , )를 이용하여 입력하려는 명령어를 반전시킵니다. 그런다음
나
를 누릅니다.
예

카달로그 이용하여 ClrGraph 명령어 입력하기
(CATALOG)

나
•
1.

(C)

~

(QUIT)를 눌러서 카달로그를 닫습니다.

(fx-9860G Slim) 로 명령어 입력하기
를 누릅니다. .
• 카테고리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

(EXE)...{현재 선택된 카테고리에서 명령어 리스트 보기}

•

(EXIT)...{카테고리 선택 화면 나가기}

2. “카달로그 사용하여 명령어 입력하기” 절차의 3단계부터 계속합니다.

4. 수식 입출력 모드 사용
알아두기!
• fx-7400GⅡ와 fx-9750GⅡ 모델은 수식 입출력 모드가 없습니다.
셋업 화면(페이지 1-29)에서 입출력 모드 설정에서“Math”를 선택하면 노트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연 입력과 표시가 가능한 수식 입출력 모드가 됩니다.
• 이 장에서의 조작은 모두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수행됩니다.
- fx-9860GⅡ SD, fx-9860GⅡ와 fx-9860G AU PLUS 모델의 초기 설정은 수식 입출력
모드입니다. 선형 입출력 모드로 바꿨다면 이장에서 조작을 수행하기 전에 수식
입출력 모드로 다시 바꾸세요. 모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셋업
화면 사용”(페이지 1-26)을 참조하십시오.
- fx-9860G Slim, fx-9860G SD, fx-9860G와 fx-9860G AU 모델의 초기 설정은 선형
입출력 모드입니다. 이 장에서 조작을 수행하기 전에 수식 입출력 모드로 다시
바꾸세요. 모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셋업 화면 사용”(페이지
1-26)을 참조하십시오.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모든 입력은 겹쳐쓰기 모드가 아닌 삽입하기 모드입니다.
(INS)(페이지1-6)는 선형 입출력 모드와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더 자세한 것은,“기존 수식에 함수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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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14)를 참조하십시오.
•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모든 조작은 RUNㆍMAT 모드에서 이루어집니다.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의 입력 조작

• 수식 입출력 모드 기능과 기호
아래에 명시된 기능과 기호는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입력을 지원합니다. “Byte”는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기능 / 기호

키 작동

Bytes

가분수
대분수

9
*1

(

)

14

누승

4

제곱

4

역함수

세제곱근
x 제곱근

(

)

5

(
(
(
(
(

)
)
)
)
)

6
9
9
6
6
*2

7

MATH 메뉴로부터 입력

*2

6

MATH 메뉴로부터 입력

*2

7

MATH 메뉴로부터 입력

*2

7

MATH 메뉴로부터 입력

*2

8

MATH 메뉴로부터 입력

*2

11

Log (a,b)

MATH 메뉴로부터 입력

Abs(절대값)
미분

*3

2차 미분
적분

*3

계산
행렬

*4

*3

*2

*5

MATH 메뉴로부터 입력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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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

중괄호

({ ) 와

대괄호

( [ ) 와

*1

( } )
( ] )

1
1

대분수는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식 함수 메뉴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아래의“수식 메뉴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3
수식입출력 모드에서는 증가분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선형 입출력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4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의 변량은 항상 1입니다. 선형 입출력 모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2×2 행렬의 바이트 수입니다.
*2

1 - 11

• MATH 메뉴 사용
(MATH)를 눌러서 MATH 메뉴로 갑니다.
RUNㆍMAT모드에서
행렬, 미분, 적분 등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ㆍ{MAT} ... {MAT 서브메뉴를 표시해서 행렬을 입력}
ㆍ{2×2} ... {행렬 2×2 입력}
ㆍ{3×3} ... {행렬 3×3 입력}
ㆍ{m×n} ... {행렬 m×n 입력(최대 6x6까지}
ㆍ{ log a b } ... {로그함수 log a b 를 입력}
ㆍ{Abs} ... {절대값 x 를 입력}
ㆍ{ d / dx } ... {1차 미분 입력, }

}

ㆍ{ d 2 / dx 2 } ... {2차 미분 입력, }
ㆍ {

} ... {적분 입력,

ㆍ {

} ... {∑계산 입력,

}
}

}

• 수식 입출력 모드 기능과 기호
이 섹션에서는 어떻게 수식(MATH)나 수식 입력모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예제를 보여드
립니다. 입력할 때 커서의 위치를 주의하십시오.
예1

예2

2 3 + 1 입력하기

입력하기

1 - 12

1

∫

1 + x + 1dx

예3

(

예4

입력하기

0

2×

)

(

)

입력하기

(MATH)

(

(MAT)

(2Ⅹ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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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산식이 화면 사이즈와 맞지 않을 때
화면 상하좌우로 화살표가 나타나 해당 방향으로 스크린
을 이동시켜보면 계산식이 더 있음을 알려줍니다. 화살
표를 보며 이동키를 이용해 화면을 이동시켜 내용을 확
인하십시오.

• 수식 입출력 모드의 입력 제한
일부 공식은 계산식의 내용이 한 화면에 다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시 가능한 계
산식의 최대 가로 폭은 두 화면까지 입니다(120문자). 그 이상의 계산식은 입력할 수 없
습니다.

• 기존 수식에 함수 추가하기
이미 입력한 수식에 함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함수를 넣어

”을 입력한 후

가 되도록 합니다.

예
1.

함수의 매개변수 왼쪽에 커서를 놓습니다.

(INS)를 누릅니다.

2.

• 입력 커서를 삽입 모양으로 바꿉니다.(

(

3.
•

)를 눌러

)

를 삽입합니다.

를 삽입해 괄호 삽입구를 함수로 만듭니다.

(INS)를 누르뒤 커서의 오른쪽 값이나 수식은 다음 함수의 매개변수
위와 같이
가 됩니다. 매개변수 범위는 커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첫 괄호 삽입구 혹은 함수가 됩
니다.(sin(30), log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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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존 수식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입니다.
함수

키조작

기존식

삽입 후 표시

대분수
능수

세제곱급

x 제곱근

log(a,b)
Abs(절대값)
미분
2차적분
적분

계산

• 선형 입출력 모드에서
1-6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INS)를 누르면 입력모드로 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의 수식 수정
기본적으로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의 수식 수정은 선형입출력 모드와 동일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1-6 페이지의 수식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아래는 선형 입력 모드와 다른 점
입니다.
• 선형모드에서는 덮어쓰기가 가능하지만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는 불가능하며 항상 현
재 커서의 위치에서 입력됩니다.
키는 뒤로가기 기능입니다.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수식 입력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커서 작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때

다음 키를 누릅니다.

수식 끝에서 처음으로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수식 처음에서 끝으로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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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기 및 복원하기 기능의 사용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수식을 입력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마지막 키 작업을 취소하거나
마지막으로 취소한 키 작업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키를 누를 때까지)
- 마지막 키 작업을 취소하려면
(UNDO)를 누릅니다.
- 마지막으로 취소했던 키 작업을 다시 복원하려면
(UNDO)를 다시 누릅니다.
• 또한
키 작업을 취소하려면 UND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를 눌러 입력한 수식을
지운 후,
(UNDO)를 누르면
를 누르기 전의 화면에 표시된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를 누르고
• 커서 키 작업을 취소할 때에 UND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시에
(UNDO)를 누르면, 커서는
를 누르기 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 입니다.
• 키보드가 alpha-locked 되어있는 동안은 UNDO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키보드가 alphalocked 되어있는 동안
(UNDO)를
를 누르면 키를 누른 것과 같이 동일한 삭제
작업을 할 것 입니다.
예

(UNDO)

(UNDO)

■ 수식 입출력 모드 계산 결과 표시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입력된 분수, 행렬, 리스트는 노트에 적혀있는 것과 같이 기본
서식으로 표시됩니다.

단순 계산 결과 화면
• 분수는
사항은
• 행렬은
화면과

설정 화면의“Frac Result”에 따라서 진분수나 대분수로 표시됩니다. 자세한
“설정 화면 사용”(페이지 1-26)을 참고하십시오.
6x6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6라인이 넘는 행렬은 선형 입출력 모드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ListAns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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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자까지 기본 서식으로 표시되며 20자를 넘는 경우 선형 입출력 모드에서
사용되는 화면과 동일한 ListAns 화면에 표시됩니다.
• 화면의 상하좌우로 화살표가 표시되어 화면보다 넓은 영역의 데이터가 있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화면을 이동시키고 데이터를 볼 경우에는 커서를 사용하십시오.
(DEL)
(DEL·L)은 표시되고 있는 결과와 계산식을 모두 지웁니다.
•
• 분수 앞의 곱셈 기호는 항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 ×
•

,

2
5

,

(

)키는

연속해서 쓸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괄호를

사용하십시오.

(

예: (3 2 ) −1

)

■ 히스토리 기능
히스토리 기능은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의 계산식과 결과 내용을 저장하여 줍니다.
최대 30세트의 계산식과 결과를 저장합니다.

또한 히스토리 기능으로 저장된 계산식을 편집하고 재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한 계산식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수식을 재계산합니다.
예

“1+2”에서 “1+3”으로 수정하고 재계산하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의 작업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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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답 메모리에 저장된 숫자는 항상 최근 실행한 계산식에 의한 결과에 따릅니다.
히스토리 내용이 해답 메모리를 사용한 수식을 포함한 경우, 계산식 수정은 다음
계산식에 사용될 해답 메모리의 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이전 계산식의 결과를 포함하는 해답 메모리를 사용할 계산식이 있는 경우, 계산식
수정은 다음으로 올 모든 계산식에 영향를 끼칠 것 입니다.
- 히스토리의 첫번째 계산이 해답 메모리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히스토리에 이전
계산식이 없기 때문에 해답 메모리 숫자는 “0”이 됩니다.

■ 수식 입출력 모드의 복사하기와 붙여넣기에 대한 클립보드의 사용
클립보드로 함수 및 명령어, 다른 입력 내용을 복사하거나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는 한 라인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잘라내기(CUT) 기능은 선형 입출력 모드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 텍스트 복사하기
1.
커서 키를 사용하여 복사할 라인으로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2.
(CLIP)를 눌러 커서를
로 바꿉니다.
(CPY·L)을 눌러 반전되어 있는 텍스트를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3.
• 텍스트 붙여넣기
텍스트를 붙여넣을 위치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용이 커서 위치에 표시됩니다.

(PASTE)를 누르면 클립보드의 내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의 계산 작업
본 섹션에서는 수식 입출력 모드의 계산 예를 설명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2장 매뉴얼 계산”을 참고하십시오.
• 수식 입출력 모드를 사용하여 함수 계산하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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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방법

■ 수식 입출력 모드를 사용한 행렬 계산
• 행렬의 크기(사이즈) 선택
(SET UP) (Math)
를 누릅니다.
1. RUN·MAT 모드에서
2.
(MATH)를 눌러 수식 화면을 표시합니다.
3.
(MAT)를 눌러 다음 메뉴를 표시합니다.
ㆍ{2x2} .... {2x2 행렬 입력하기}
ㆍ{3x3} .... {3x3 행렬 입력하기}
ㆍ{mxn} .... {m-열 x n-행 행렬 입력하기(최대 6x6)}
예

2-열 x 3-행 행렬만들기
(mxn)

열 지정하기
행 지정하기

• 셀 수치 입력
예

아래와 같이 계산식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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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페이지의 계산예가 계속됩니다.

• 수식 입출력 모드를 사용하여 만든 행렬을 MAT모드의 행렬로 변경하기
예

계산 결과를 Mat J로 만들기
(Mat)
(Mat)

(Ans)
(J)

ㆍ 커서가 행렬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경우

키를 눌러 전체 행렬을 삭제합니다.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그래프 모드와 EQUA모드 사용하기
카시오의 어떤 계산기 모델에서라도 수식 입출력 모드를 사용하면 노트에 적던 것과 같이
기본 서식으로 계산식을 입력하여 계산식을 입력하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트에 적던 것과 같은 계산식 입력을 지원하는 모드:
RUN·MAT, e·ACT, GRAPH, DYNA, TABLE, RECUR, EQUA(SOLV)
기본 서식을 지원하는 모드:
RUN·MAT, e·ACT, EQUA
다음은 GRAPH, DYNA, TABLE, RECUR, EQUA모드에서의 수식 입출력 모드의 작업과 EQUA
모드에서의 계산 결과 화면을 설명합니다.
ㆍ각각의 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계산에 해당하는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ㆍRUN·MAT모드에서의 수식 입출력과 계산 결과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식 입출력 모드의 입력”(페이지 1-11)과 “수식 입출력 모드의 계산”
(페이지 1-18)를 참고하십시오.
ㆍ e·ACT모드의 입력 작업과 결과 표시는 RUN·MAT모드와 동일합니다. e·ACT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장 eActivity”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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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ㆍ구버전에서 OS 2.00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델에서는 수식 입출력
모드의 입력과 결과 표시가 RUN·MAT와 e·ACT모드에서만 지원됩니다.

• GRAPH모드에서의 수식 입출력 모드의 입력
GRAPH, DYNA, TABLE, RECUR모드에서는 그래프 수식 입력에 대해 수식 입출력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를 입력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예1 그래프 모드에서 함수
초기설정이 표시창에서 설정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GRAPH

(
(

)

)

(그리기)

를 입력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예2 그래프 모드에서 함수
초기설정이 표시창에서 설정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GRAPH

(CALC)

(

)

(그리기)

• EQUA모드에서의 수식 입출력 모드의 입력과 결과 표시
아래와 같이 EQUA모드에서 수식 입출력 모드의 입력과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ㆍ연립 방정식( (SIML))와 고차 방정식( (POLY))의 경우, 해답은 기본 서식으로
표시됩니다. (분수,
,
는 기본 서식으로 표시됩니다.)
ㆍSolver( (SOLV))의 경우, 수식 입출력 모드의 기본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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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QUA모드에서 2차 방정식 X 2 + 3 X + 5 = 0 풀기
EQUA
(a+b i )
(POLY)

(SET UP)
(Complex Mode)
(2)

5. 옵션(OPTN) 메뉴
옵션 메뉴는 계산기 키보드에 표시되지 않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옵션 메뉴의 내용은
키를 눌렀을 때 위치해 있는 모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ㆍ옵션 메뉴는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가 기본 수체계로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에는
키를 눌러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ㆍ옵션 메뉴(OPTN)에 포함된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RGM모드 명령어 리스트”
키”항목을 참고하십시오.
(페이지 8-37)의 “
ㆍ옵션 메뉴의 항목에 대한 의미는 각 모드에 해당하는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다음 리스트는 RUN·MAT, RUN, PRGM모드가 선택된 경우에 표시되는 옵션 메뉴입니다.
*
다음에서 별표 마크( )가 표시된 항목은 fx-7400G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ㆍ{LIST}...{리스트 기능 메뉴}
*

ㆍ{MAT} ...{행렬 메뉴}
ㆍ{CPLX}...{복소수 계산 메뉴}
ㆍ{CALC}...{함수 분석 메뉴}
ㆍ{STAT}...{2변수 통계계산의 추정치 메뉴}(fx-7400GⅡ)
{2변수 통계계산의 추정치, 분포, 표준편차계산, 분산, 테스트 함수}
(fx-7400GⅡ제외한 모든 모델)
ㆍ{CONV}...{미터 환산법 메뉴}
ㆍ{HYP}...{쌍곡선 계산 메뉴}
ㆍ{PROB}...{확률/분포 계산 메뉴}
ㆍ{NUM}... {수치 계산 메뉴}
ㆍ{ANGL}... {각도/좌표변환∙60진법수 입력/변환 메뉴}
ㆍ{ESYM}... {Eng기호 메뉴}
ㆍ{PICT}... {그래프 화면보존/호출 메뉴}
ㆍ{FMEM}... {Function Memory 메뉴}
ㆍ{LOGIC}... {논리 연산 메뉴}
ㆍ{CAPT}... {화면 캡쳐 메뉴}
*

ㆍ{TVM} ... {재무 계산 메뉴}
ㆍ셋업화면에서 입출력모드로“Math”가 선택되었을 때는 PICT,FMEM,CAPT 항목은 표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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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수 데이터 메뉴(VARS)
변수 값을 불러내기 위해
를 눌러 변수 데이터 메뉴를 표시합니다.
{V-WIN}/{FACT}/{STAT}/{GRPH}/{DYNA}/{TABL}/{RECR}/{EQUA}/{TVM}/{Str}
과
ㆍRUN∙MAT(또는 RUN) 또는 PRGM모드에서 변수 데이터 메뉴를 접속할 때
기능키로 EQUA, TVM항목이 나타납니다.
ㆍ변수데이터 메뉴는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가 기본 수체계로 설정으로 되어
키를 눌러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ㆍ계산기 모델에 따라, 몇몇 메뉴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변수 데이터 메뉴(VARS)에 포함된 명령어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PRGM모드
명령어 리스트”(페이지 8-37)에서
키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
ㆍ다음에서 별표 마크( )가 표시된 항목은 fx-7400G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V-WIN ― V-Windows 값을 불러냅니다.
ㆍ{X}/{Y}/{T,

} ... {x축 메뉴}/{y축 메뉴}/{T,

메뉴}

ㆍ{R-X}/{R-Y}/{R-T, } ...듀얼그래프 오른쪽 화면의 {x축 메뉴}/{y축 메뉴}/{T, 메뉴}
*1
ㆍ{min}/{max}/{scal}/{dot}/{ptch}... {최소치}/{최대치}/{눈금간격}/{점 }/{핏치}
*1
점 값은(Xmax – Xmin)은 화면표시 범위를 의미합니다. 점 값은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값 변경은 자동으로 Xmax값을 변경합니다.
• FACT ― Factor 기능의 x축, y축 방향의 확대, 축소비율을 불러냅니다.
ㆍ{Xfct}/{Yfct} ... {factor의 x축 값}/{factor의 y축 값}
• STAT ― 통계 데이터를 불러냅니다.

ㆍ{X} ...

{ 1변수, 2변수 통계계산의 χ 데이터 }

ㆍ{n}/{

}/{
}/{
}/{
}/{ }/{minX}/{maxX} ... {데이터수}/{평균}/{총합}/{2제곱의
합}/{모표준편차}/{표본표준편차}/{최소치}/{최대치}

ㆍ{Y} ...
ㆍ{

{ 2변수 통계계산의 ｙ데이터 }

}/{
}/{
}/{
}/{ }/{ }/{minY}/{maxY} ... {평균}/{총합}/{2제곱의합}/{x와y
의 곱의 합}/{모표준편차}/{표본표준편차}/{최소치}/{최대치}

ㆍ{GRPH} ... {

그래프 데이터 메뉴 }

ㆍ{a}/{b}/{c}/{d}/{e} ...{회귀계수와 다항식 계수}
ㆍ{r}/{r²} ... {상관계수}/{결정계수}
ㆍ{MSe} ... {평균제곱오차}
ㆍ{Q1}/{Q3} ... {일사분위}/{삼사분위}
ㆍ{Med}/{Mod} ... 입력 데이터의 {중앙수}/{최빈수}
ㆍ{PTS}

... {Summary point 데이터 메뉴}

ㆍ{ x1 }/{ y1 }/{ x 2 }/{ y 2 }/{ x 3 }/{ y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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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oint의 조합}

ㆍ{INPT}* ... {
ㆍ{ n }/{

통계계산 입력 수치 }

}/{

}/{ n1 } /{ n 2 }/{ x ₁}/{ x ₂}/{ sx 1 }/{ sx 2 }/{ sp }... {표본크기}/{표본평균}/{표

본표준편차}/{표본1의 크기}/{표본2의 크기}/{표본1의 평균}/{표본2의 평균}/
{표본1의 표준편차}/{표본2의 표준편차}/{표본p의 표준편차}

ㆍ{RESLT}* ... {
ㆍ{TEST} ... {

통계계산 출력 수치 }
테스트 계산 결과 }

ㆍ{p}/{z}/{t}/{Chi}/{F}/{

}/{ }/{ }/{df}/{se}/{r}/{r²}/{pa}/{Fa}/{Adf}/{SSa}/{MSa}/{pb}/
{Fb}/{Bdf}/{SSb}/{MSb}/{pab}/{Fab}/{ABdf}/{SSab}/{MSab}/{Edf}/{SSe}/{MSe}
... {p-value}/{z score}/{t score}/{ value}/{F value}/{추정 표본 비율}/{표
본1의 추정비율}/{표본2의 추정비율}/{자유도}/{표본오차}/{상관계수}/{결정계수
}/{factor A p-value}/{factor A F-value}/{factor A의 자유도}/{factor A의 제
곱합}/{factor A 평균 제곱}/{factor B p-value}/{factor B F value}/{factor B
의 자유도}/{factor B의 제곱의 합}/{factor B 평균 제곱}/{factor AB pvalue}/{factor AB F value}/{factor AB 자유도}/{factor AB 제곱의 합}/{factor
AB 평균 제곱 }/{자유도 오차}/{제곱합의 오차}/{평균제곱오차}

ㆍ{INTR} ... {신뢰구간

계산 결과}

ㆍ{Left}/{Right}/{

}/{
}/{
}/{df} ... {신뢰구 factor AB 간 최저치}/{신뢰구간 최고
치}/{추정표본비율}/{표본1의 추정비율}/{표본2의 추정비율}/{자유도}

ㆍ{DIST}* ... { 분포 계산 결과 }
ㆍ{p}/{xlnv}/{x1lnv}/{x2lnv}/{zLow}/{zUp}/{tLow}{tUp}

... {확률 분포 또는 누적 분포
, F, 이항분포, 프와송 분포, 기하학 분포, 초기
계산 결과(p-value)}/{역 Student-t,
하 누적분포 계산 결과}/{역 정규 누적분포의 최고점(오른쪽 끝) 또는 최저점(왼쪽
끝)}/{역정규 누적 분포의 최고점(오른쪽끝)}/{정규 누적분포의 최저점(왼쪽끝)}/{정규
누적 분포의 최고점(오른쪽 끝)}/{Student-t 누적 분포 최저점(왼쪽 끝)}/{Student-t 누
적 분포 최고점(오른쪽 끝)}

• GRPH ― 그래프 함수 불러오기

ㆍ{Y}/{r} ... {직교좌표 또는 부동식 함수}/{극좌표
ㆍ{Xt}/{Yt} ... 파라메타 그래프 함수 {Xt}/{Yt}
ㆍ{X}/{Right} ... {x= 정수 그래프 함수}

함수}

ㆍ 이 키를 사용해서 값을 명시하십시오.
*

• DYNA ― 다이나믹 그래프 조건값 불러오기

ㆍ{Strt}/{End}/{Pitch} ... {계수범위의

최기치}/{계수범위의 종치}/{계수범위의 변화정도}

• TABL― 그래프 기능 불러오기

ㆍ{Strt}/{End}/{Pitch} ... {테이블범위의

초기치}/{테이블범위의 종치}/{테이블범위의 변

화정도}

ㆍ{Reslt*1} ... {테이블
*1

내용 행렬표시}

Reslt 항목은 RUNㆍMAT(또는 RUN), PRGM 모드에서 TABL 메뉴가 있을 때 나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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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RECR ― 점화식 , 테이블 범위, 테이블 내용값 불러오기

ㆍ{Form} ... {점화식 데이터 메뉴}
ㆍ{ a n }/{ a n +1 }/{ a n +2 }/{ b n }/{ b n +1 }/{ b n +2 }/{ c n

}/{ c n +1 }/{ c n +2 } ...{ a n }/{ a n +1 }/{ a n +2 }/{ b n }/

{ b n +1 }/{ b n +2 }/{ c n }/{ c n +1 }/{ c n +2 } 식

ㆍ{RANG} ... {테이블범위 데이터 메뉴}
ㆍ{Strt}/{End} ... {테이블범위의 초기치}/{테이블범위의 종치}
ㆍ{ a 0 }/{ a1 }/{ a 2 }/{ b 0 }/{ b1 }/{ b2 }/{ c 0 }/{ c1 }/{ c 2 } ... { a 0 }/{ a1 }/{ a 2 }/{ b 0 }/{ b1 }/{ b2 }/{ c 0 }
/{ c1 }/{ c 2 }값

ㆍ{ a n St}/{ b n

St}/{ c n St} ...점화식 { a n }/{ b n }/{ c n }의 수렴/발산 그래프(WEB그래프)의
시점값을 불러냅니다.

ㆍ{Reslt*2}* ...

*3

{테이블 내용 행렬표시 }

*1

*2
*3

메모리에 함수나 점화식이 없을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Reslt”항목은 RUNㆍMAT와 PRGM 모드에서 유효합니다.
테이블 내용은 자동으로 행렬 Answer(MatAns)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

• EQUA ― 방정식 해와 계수 불러오기

ㆍ{S-Rlt}/{S-Cof} ...

*1 *2

2원~6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와 계수를 행렬의 형식으로 불러냅

*3

니다.

ㆍ{P-Rlt}/{P-Cof} ...

2차/3차 방정식의 해와 계수를 행렬의 형식으로 불러냅니다.
계수와 해답은 자동으로 행렬 Answer(MatAns)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다음의 경우 에러가 발생합니다.
- 계수가 없는 경우
- 해답이 없는 경우
선형식에서 계수와 해답은 동시에 불러낼 수 없습니다.

*1
*2

*3

*

• TVM ― 재무계산 값 불러오기

ㆍ{n}/{I%}/{PV}/{PMT}/{FV} ... {지불기간횟수}/{기간이자율}/{현재가치}/{지불}/{미래가치}
ㆍ{P/Y}/{C/Y} ... {연간분하불입기간}/{연간복리기간}
• Str ― Str 명령어

ㆍ{Str} ... {문자열

메모리}

7. 프로그램 메뉴(PRGM)
메인 메뉴에서 RUNㆍMAT나 PRGM 모드를 선택하고
램 메뉴에서는 다음 선택이 가능합니다.

ㆍ{COM} ... {프로그램

명령 메뉴 불러오기}

ㆍ{CTL} ... {프로그램 제어 명령 메뉴 불러오기}
ㆍ{JUMP} ... {점프 명령 메뉴 불러오기}
ㆍ{?} ... {입력 명령 써넣기}
ㆍ{ } ... {출력 명령 써넣기}
ㆍ{CLR} ... {클리어 명령 메뉴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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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M)를 누릅니다. 프로그

ㆍ{DISP} ... {표시 명령 메뉴 불러오기}
ㆍ{REL} ... {조건 점프의 관계 연산자 명령 메뉴 불러오기}
ㆍ{I/O} ... {입출력 제어/ 전송 명령 메뉴 불러오기}
ㆍ{:} ... {단락코드 써넣기}
ㆍ{STR} ... {문자열 명령 불러오기}
RUNㆍMAT나 PRGM 모드에서
(PGRM)를 누르면 다음의 기능키 메뉴가 나타납니
다. 기본 설정은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ㆍ{Prog} ... {프로그램 호출}
ㆍ{JUMP}/{?}/{ }/{REL}/{:}
각 조작의 기능은 Comp 모드에서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8장 프로그래밍”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Setup(설정) 화면 사용
모드의 Sepup(설정) 화면은 현재 모드 상태를 표시해 주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설정을 변경해 보십시오.

• 모드 설정 변경하기
1.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를 눌러 모드로 들어가서 초기화면을 봅니다. 여기서는
RUNㆍMAT(또는 RUN) 모드로 들어갑니다.
2.

(SET UP)를 눌러 Setup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실제 Setup 화면은 설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
니다.

)를 이용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3. 커서 키( ,
설정의 위칠 갑니다.
4. 기능키(

~

)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를 눌러 Setup 화면을 나옵니다.

5. 수정이 완료되면

■ Setup(설정) 화면의 기능키
이 섹션에서는 Setup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키에 대해 설명합니다.
는 기본설정을 말합니다.
*

다음에서 별표 마크( )가 표시된 항목은 fx-7400G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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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 (2진, 8진, 10진, 16진법 모드)

ㆍ{Comp} ... {가감승제

모드}

ㆍ{Dec}/{Hex}/{Bin}/{Oct} ... {10진}/{16진}/{2진}/{8진}
• Frac Result(분수 결과 표시 형식)

ㆍ{d/c}/{ab/c} ... {가분수}/{진분수}
• Func Type(그래프 함수 type)
아래의 기능키 중 하나를 누르면

키의 기능이 바뀝니다.

ㆍ{Y=}/{r=}/{Parm}/{X=}

... {직교좌표 그래프를 그릴 때 설정(Y=f(x)type) /{극좌표
그래프를 그릴 때 설정}/{파라메타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설정}/{직교좌표
그래프를 그릴 때(X=f(y)type)}

ㆍ{Y>}/{Y<}/{Y≥}/{Y≤} ... {y>f(x)}/{y<f(x)} {y≥f(x)} {y≤f(x)} 부등식 그래프
ㆍ{X>}/{X<}/{X≥}/{X≤} ... {x>f(y)}/ {x<f(y)}/ {x≥f(y)}/ {x≤f(y)} 부등식 그래프
• Draw Type (그래프 그리기 타입 모드)

ㆍ{Con}/{Plot} ...{점과

점을 선으로 이어 그래프를 그릴때}/{점만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 Derivative (미분계수 표시 설정)

ㆍ{on}/{off} ...

그래프 to 테이블, 테이블과 그래프, 또는 트레이스 중에 미분 계수의 값
{표시}/{표시해제}
• Angle (기본 각도 설정)

ㆍ{Deg}/{Rad}/{Gra} ... {도수법}/{호도법(라디안단위)}/{Gra단위}
• Complex Mode (실수체계에서의 계산)

ㆍ{real} ... {실수
ㆍ{a + bi }/{ r ∠

체계에서 계산}
} ... {직각좌표}/{극좌표}형식의 복소수 체계 표현

• Coord (포인트 좌표값 표시 설정)

ㆍ{on}/{off} ...

그래프를 그릴 때 포인트의 좌표값의 {표시}/{표시해제}

• Grid (모눈종이 표시)

ㆍ{on}/{off} ...

모눈종이 바탕 {표시}/{표시해제}

• Axes (그래프 좌표측 표시 설정)

ㆍ{on}/{off} ...

그래프를 그릴 때 좌표축을 {표시하고 싶을 때}/{표시하고 싶지 않을 때}

• Label (그래프 좌표축명 표시 설정)

ㆍ{on}/{off} ...

그래프를 그릴때 좌표축명을 {표시하고 싶을 때}/{표시하고 싶지않을 때}

• Display (표시형식 모드)

ㆍ{Fix}/{Sci}/{Norm}/{Eng} ... {소수점

이하 단위 위치 설정}/{유효단위수}/{지수표시
의 교체설정}/{Eng 사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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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 Wind (통계 그래프 그리기 V-Window 설정 모드)

ㆍ{Auto}/{Man} ...

표시화면값 V-Window {자동설정}/{수동설정}

• Resid List(잔차 계산)

ㆍ{None}/{LIST} ... {계산안함}/{계산된

잔차 리스트에 저장}

• List File(리스트 파일 설정 모드)

ㆍ{FILE} ... {화면에

리스트 파일의 설정}

• Sub Name (리스트 이름)

ㆍ{on}/{off} ... {표시}/{표시해제}
• Graph Func (그래프 그리기와 트레이스 실행중 함수 표시)

ㆍ{on}/{off} ...

그래프를 그리거나 트레이스 기능실행 중에 함수식 {표시}/{표시해제}

• Dual Screen (화면 분할 표시 모드)

ㆍ{G+G}/{GtoT}/{off}... {이등분된

화면에 그래프를 두개 그릴 때}/{이등분된 화면에 한면
은 수표 한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화면을 이등분하지 않을 때}

• Simul Graph ( 연속 그래프 모드 )

ㆍ{on}/{off} ...

등록한 함수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때}/{위치 번호순으로 그릴때}

• Background (그래프 배경 설정 모드)

ㆍ{None}/{PICT} ... {배경을

그리고 싶지 않을 때}/{배경을 그리고 싶을 때}

• Sketch Line (여러 라인 형태)

ㆍ{

}/{

}/{

}/{

} ... {일반}/{두꺼운선}/{굵은점선}/{점선}

*

• Dynamic Type (다이나믹 그래프 형태)

ㆍ{Cnt}/{Stop}...

다이나믹 그래프를 {연속으로 그릴때}/{10회 이후 자동 멈춤 설정}

• Locus∗ (다이나믹 그래프 궤적 설정 모드)

ㆍ{on}/{off} ...

다이나믹 그래프의 궤적을 색으로 {표시}/{표시해제}
*

• Y=Draw Speed (다이나믹 그래프 그리기 속도 설정 모드)

ㆍ{Norm}/{High} ... {보통}/{빠르게}
• Variable (테이블 생성 및 그래프 그리기 설정)

ㆍ{RANG}/{LIST} ... {테이블
•

*

Display (

ㆍ{on}/{off} ...

범위}/{리스트 데이터}

시그마 데이터 표시 설정 모드)
점화식의 수표상에서

값 {표시}/{표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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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pe (음함수 그래프 미분계수 설정 보드)

ㆍ{on}/{off} ...

음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계수값 {표시}/{표시해제}

*

• Payment (지불 기간 설정)

ㆍ{BGN}/{END} ...

지불기간 {시작날짜}/{종점}

*

• Date Mode (연간 일수 정하기)

ㆍ{365}/{360}...
*1

*1

일년을 {365} /{360}로 이자계산

TVM 모드에서 365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 Periods/YR. (지불 구간 설정)

ㆍ{Annu}/{Semi} ... {년1회}/{년2회}
• Ineq Type (부등식 설정)

ㆍ{AND}/{OR} ...

여러개의 부등값을 그릴때,{부등식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구간을 표시}/{어떤 식이든 만족하는 범위 표시}

• Simplify (계산 결과 자동/매뉴얼 축소 설정)

ㆍ{Auto}/{Man} ... {자동

축소하여 표시}/{축소 없이 표시}

• Q1Q3 Type ( Q1/Q3 계산식 )

ㆍ{Std}/{OnData} ... {최하

그룹인 Q1 의 중앙값과 최고 그룹인 Q3의 중앙값으로 두 그룹
사이의 중앙점 상에서 전체 모집단 나누기}/{요소값의 누적도수 비율이 1/4보다
크고 1/4 Q1에 가장 가깝고 3/4보다 크고 3/4 Q3에 가장 가까운 값 만들기}

• Input/Output (입출력 모드)

ㆍ{Math}/{Line}*1 ... {Math}/{Linear}

입출력 모드

• Auto Calc (스프레드시트 자동 계산)

ㆍ{on}/{off} ...

식 자동 {계산}/{계산안함}

• Show Cell (스프레드시트 셀 표시 모드)

ㆍ{Form}/{Val} ... {식}*2/{값}
• Move (스프레드시트 셀 커서 방향)

*3

ㆍ{Low}/{Right}... {아래로}/{오른쪽으로}
*1

*2

*3

Fx-9860G Slim(OS 2.00)/ Fx-9860G SD(OS 2.00)/ Fx-9860G(OS 2.00)/ Fx-9860G AU
(OS 2.00)모델의 초기설정은 “Line”입출력 모드입니다.
“Form”으로 설정하면 셀에 값이 수식으로 표현됩니다.“Form”은 셀에 있는 다른
비수식 데이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커서 방향을 설정해 두면 데이터 입력후에
를 눌러서 커서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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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면 캡쳐 사용
본 기기는 사용 중에 현재 화면을 캡쳐해서 캡쳐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화면 이미지 캡쳐하기
1. 캡쳐하고 싶은 화면을 만듭니다.
2.

3.

(CAPTURE)를 누르십시오.
ㆍ이것은 메모리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뛰웁니다.

1~20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고

를 누르십시오.

ㆍ이것으로 화면 이미지는 “Capt n” 이라는 위치에 저장됩니다.(입력할 값=n)
ㆍ작업이나 데이터 통신이 진행중일 때는 이미지를 캡쳐할 수 없습니다.
ㆍ이미지를 저장할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메모리 에러가 일어납니다.
• 캡쳐 메모리로부터 화면 이미지를 다시 불러내기
이 작업은 선형 입출력 모드일때만 가능합니다.
( ) ( ) (CAPT)
(RCL) 를 누르십시오.

1. RUNㆍMAT(또는RUN)모드에서
(CAPT))
(fx-7400GⅡ모델에서는

2. 1~20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고

ㆍ캡쳐

를 누르십시오.

메모리에 저장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3. 나타난 이미지를 벗어나서 1단계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ㆍ캡쳐

를 눌러주십시오.

메모리로부터 화면 이미지를 보고 싶을때는 RclCapt명령어를 사용합니다.

10. 문제 해결
본 기기를 이용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장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아래의 사항
을 참조하십시오.

■ 본 기기를 표준상태(초기화)로 돌립니다.
1. 메인 메뉴에서 SYSTEM 모드로 들어갑니다.
2.
3.
4.

(RSET)를 누릅니다.
(STUP)을 누르고, 다시 한번 더

(Yes)를 누릅니다.

를 눌러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이제 올바른 모드로 들어가서 계산을 다시 한번 수행하고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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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rt 와 Reset
• Restart(다시 시작하기)
본 기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 RESTART 버튼(P버튼)을 눌러서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ESTART버튼은 마지막 단계로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보통 RESTART
버튼을 누르면 본 기기의 작동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 그래프 기능,
기타 데이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알아두기!
본 기기는 전원을 끌 때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다시 켜질 때 백업 받은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RESTART 버튼을 누르면 계산기가 다시 시작하고 백업받은 자료를 로딩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그래프 기능 또는 기타 데이터들을 편집 후 RESTART 버튼을 누른다면
백업받지 못한 데이터들은 손실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Reset(다시 설정하기)
현재 메모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기를 원하면 reset기능을 사용하십시오. 모드
설정이 초기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모든 데이터를 서류로 복사해 놓으십시오.
더 자세한 것은,“Reset”(페이지12-3)을 참조하십시오.

■ Low 배터리 메시지가 나타날 때
아래의 표시가 나타나면 바로 전원을 끄고 주요 배터리를 교체해 주십시오.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메모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일단, 이 상태가 발생하면, 다시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방치해두면
메모리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ㆍ Low 배터리 상태에서는 데이터 통신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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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매뉴얼 계산

1. 기본 계산
■ 가감승제계산
•
•
•
•

가감승제계산은 수식대로 키를 누릅니다.
음수는 수치 앞에
를 입력합니다.
내부적으로는 15단위 가수로 계산되어도 화면상에는 10단위 가수로 표시됩니다.
4칙의 혼합계산은 더하고 빼는 것보다 곱하고 나누는 것을 우선으로 계산합니다.
예

*1

조작

이전에 있는 닫는 괄호는 여러 번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소수점 이하 설정, 유효 단위 수 설정 및 표시 범위 설정
[SET UP]-[Display]-[Fix]/[Sci]/[Norm]
• 소수점 이하 설정, 유효 단위수 설정을 해도 내부연산은 기수부 15단위를, 표시 수치
는 10단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설정한 단위수와 같이 하고 싶은 때는 수
치 계산 메뉴(NUM)의 내장 함수인 Rnd를 활용하십시오.
• 직접 변경하거나 표시 범위 설정(Norm)을 이용하여 변경하기 전까지 소수점 이하 설
정(Fix)과 유효단위수 설정(Sci)은 유지됩니다.
예 100÷6 = 16.66666666...
조건

조작

표시

16.66666667
소수점이하 4단위 설정
*1

16.666 7

유효단위수 5단위 설정

*1

설정해제

1.666 7 E + 01
16.66666667

*1

표시되어 있는 값은 설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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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0÷7 x14 = 400
조건

조작

표시
400

소수점이하 3단위 설정
400.000
계산은 10자리 수를
유지합니다.

28.571
Ans x
400.000

• 지정된 숫자를 사용해 동일한 계산을 하는 경우 :
28.571
내부 수치는 명시된 소
수점 자리에 의해 표시
됩니다.

28.571
Ans x
399.994
28.571
RndFix(Ans,2)
28.570
Ans x
399.980

또한 특정 계산에 쓰이
는 내부수치에 소수점
을 명시할 수 있습니
다. (예: 두자리 지정)

*

fx-7400GⅡ:

(NUM)

■ 계산 우선 순위
본 기기는 대수법칙에 따라 아래의 우선 순위대로 적용합니다.
① Type A 함수
• 좌표전환 Pol(x,y), Rec( γ, θ )
• 미분, 적분,
2

등을 포함하는 함수
2

, ,Solve, FMin, FMax, List → Mat, Fill, Seq, SortA, SortD,
d / dx , d / dx ,
Min, Max, Median, Mean, Augment, Mat → List,P(,Q(,R(,t(,RndFix, log a b
*1

• 복합 함수 List, Mat, fn, Yn, rn, Xtn, Xn
② Type B 함수
값을 입력하고 함수키를 누릅니다.
,
,
,
, ENG 기호, , ,
③ 누승/누승근

,

④ 분수
나 메모리 이름, 변수 이름 직전 곱셈 생략
⑤

, 5A, Xmin, F Start, etc.
2
⑥ Type C 함수
함수키를 누르고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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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h

−1

,log, In,
cosh

−1

tanh

,
−1

, sin, cos, tan, sin −1 ,cos −1 ,tan −1 ,sinh, cosh, tanh,

, (-), d, h, b, o, Neg, Not, Det, Trn, Dim, Identity, Ref,

Rref, Sum, Prod, Cuml, Percent,

List,Abs, Int, Frac, Intg, Arg, Conjg, ReP, ImP

⑦ Type A, Type C 함수, 괄호 앞의 곱셈 생략
2 3 , A log2, etc.
⑧
⑨
⑩
⑪
⑫
⑬
⑭
*1

균열, 조합 nPr, nCr
단위 변환 명령어
× , ÷ , Int ÷ , Rnd
+, 관계 연산자 =, ≠, >, <, ≤, ≥
And(논리 연산자), and(비트 연산자)
Or(논리 연산자), or, xor, xnor (비트 연산자)
복합함수의 함수 메모리(fn), 그래프 메모리(Yn, rn, Xtn, Ytn, Xn)의 내용을 같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합함수 fn1◦fn2의 결과를 fn1(fn2)로 정하십시오.(페이지
5-7을 참조) 복합 함수는 5개의 함수로 이루어집니다.

예

• RndFix 계산식 내에서 미분, 2차미분, 적분,

계산, Min, Max, Solve, RndFix, log a b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이 실행됩니다.

ln

→

{ln(

)}

• 그렇지 않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됩니다.
• 복합 함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행됩니다.
• 무조건 괄호가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 결과값 무리수 표시
(fx-9860GⅡ SD/ fx-9860GⅡ/ fx-9860G AU PLUS)
Setup 화면에서 입출력 모드 설정을 “Math”로 선택하여
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입출력 : Mat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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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를 포함한 무리수 형식

•

형식 결과값 표시 범위
형식 결과값의 표시는 2항까지
형식 결과값을 지원합니다.
형식 결과값은 다음 형식 중 하나를 취합니다.

결과값으로 표시되는 각 계수들(a, b, c, d, e, f)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 a 〈 100,1 〈 b 〈 1000,1 < c 〈 100
0 < d 〈 100,0 〈 e 〈 1000,1 < f 〈 100
• 아래의 경우에는 계수(a, c, d)가 위의 범위를 벗어날지라도 결과값이
됩니다.

형식으로 표시

는 c와 f의 최소 공배수
결과값이 공통분모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수( , , )가 계수(a,c,d)의 범위를 벗어날 때
에도 결과값은 여전히
형식을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예:
계산예
계산 :

산출 표시 형태
형식
소수

소수
형식
소수
*1
*2

값이 범위 밖인 소수
3항 결과값이 있는 소수

• 결과값은 중간값이 2항보다 클지라도 소수를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예 :
= -8.898979486
• 계산 형식이 분수로 표시될 수 없는
예 : log3 +

항이 있다면 결과값은 소수로 표시될 것입니다.

=1.8913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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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결과값 표시 범위
다음의 경우에는 결과값이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106

• 결과값이 n 형식으로 표시될 때, n은
• 결과값이

또는

까지의 정수입니다.

형식으로 표시될 때

그러나, { a자리수, b자리수, c자리수}는 위의
*1*2
그보다 작아야 합니다.
또한 허용되는 c 자리수의 최대치는 3입니다.
*1

*2

또는

형식이 감소될 때 9 또는

C＜ b 일때, a,b,c 숫자는 분수가 가분수(
)에서 대분수(
)로 바뀔 때 계산됩
니다
셋업화면 “Simplify” 설정으로 “Manual” 이 지정되면 조건이 맞지 않을지라도 계
산값은 소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계산예
계산 :

산출 표시 형태

소수

소수

*3

결과값 정수가

*4

분모가

106

또는 그보다 큰 소수

형식 형식으로 4 또는 그보다 큰 소수

■ 곱셈 기호 없이 곱셈 실행
다음의 연산에서 곱셈기호(ⅹ)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기호를 제외한, Type A 함수(페이지 2-2의 ①)와 Type C 함수(페이지 2-2의
⑥)의 앞에 있는 곱셈기호 생략 가능
예1

2sin30, 10log1.2,

, 2Pol(5,12), etc.

• 상수, 변수, 메모리 이름 앞의 곱셈기호 생략 가능
예2

2 , 2AB, 3Ans, 3Y 1 , etc.

• 여는 괄호 앞에 곱셈기호 생략 가능
예3

3(5+6),(A+1)(B-1),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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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플로우와 에러
지정된 입력 또는 계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잘못된 입력을 시도하면 표시창에 에러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에러메세지가 있을때는 더 이상의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페
이지 α-1의 “에러 메시지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 에러 메시지가 나타난 상태에서 키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에러 메시지를 지우고 정상 작
를 누르십시오.
동으로 돌아가려면

■ 메모리 용량
키를 누를 때마다 하나 또는 두개의 바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의 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함수는
,
,
, sin, cos, tan, log, In,
,
등이 있고, 두개의 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함수는 d/dx(, Mat, Xmin, If, For, Return, DrawGraph, SortA(, PxlOn, Sum,
an +1 등이 있습니다.
• 함수와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바이트 수는 선형 입출력 모드와 수식 입출력 모
드에서 다릅니다.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각 함수에 필요한 바이트 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1-11을 참조하십시오.

2. 특별 계산
■ 변수가 있는 수식 계산
예

연산

표시

■ 메모리 용량

• 변수(알파 메모리)
본 기기에는 28개의 변수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에는 데이터, 정수, 답들의 수
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26문자, plus γ 나 θ 를 이용해 변수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수에 가수부 15자리와 지수 2자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변수 메모리 내용은 전원을 꺼도 보호됩니다.

•

변수에 값 지정하기

[value]
예1

[variable name]
변수 A 에 123 지정

(A)
2-6

예2

변수 A 에 45를 더하고 결과를 변수 B에 저장
(A)
(B)

•

하나 이상의 변수에 같은 값 지정하기

[value]

(~)[last variable name]

[first variable name]

• 변수이름으로 “ γ ”나 “ θ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변수 A~F값에 10을 지정할 때
(A)

(~)

(F)

• 문자열 메모리
문자열 메모리에는 최대 20자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문자열은 함수로서 문자
열을 사용하도록 함수와 명령어에 사용되고 표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자열”(페이지8-18)을 참고하십시오.
예

Str 1에 “ABC”입력하고 표시창에 Str 1 출력하기
(
(B)

(C)
(

-LOCK) (”)
(A)
(”)
(Alpha 잠금해제하기)
)

(Str) *

(Str) *
*

fx-7400GⅡ :

(Str)

문자열이 표시됩니다.

• 선형 입출력 모드에서 위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는 수행할 수 없
습니다.

• 함수 메모리

[OPTN]-[FMEM]

함수 메모리는 종종 사용되는 수식의 단기간 저장에 편리합니다. 더 오랫동안 저장하고
싶으시다면 프로그램에서는 PRGM 모드에서는 GRAPH 모드에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STO}/{RCL}/{fn}/{SEE}...{수식기억}/{수식 호출}/{기억된 수식형 그대로 출력}/{수
식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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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의 기억
예

수식 (A+B)(A-B) 를 함수메모리 1번에 저장시킵니다.
(A)
(A)
(
(STO)
*

)

(B)
(B)

(

)

fx-7400GⅡ:

(FMEM) *
(FMEM)

• 지정한 번호의 메모리가 이미 수식을 저장해두고 있으면 새 수식으로 교체됩니다.
•
키를 사용하여 메모리에 함수를 저장합니다.
이 경우 함수를 큰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

수식의 호출
예

함수메모리 1번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불러온다.
(

)

(

)

(FMEM) *

(RCL)
*

fx-7400GⅡ:

(FMEM)

• 호출된 수식은 화면에서 커서의 위치에 나타납니다.

•

변수의 수식 호출
(A)
(B)
(
*

•

)

(

fx-7400GⅡ:

)

(FMEM) *

(FMEM)

수식의 일람표시
(
(SEE)
*

)

(

)

fx-7400GⅡ:

(FMEM)

*

(FM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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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

수식의 제거
예

함수메모리 1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제거합니다.

(
(STO)
*

)

(

)

(FMEM)

fx-7400GⅡ:

(FMEM)

*

• 화면이 깜박이는 동안 작업을 저장하면 함수메모리에 저장한 함수는 삭제됩니다.

■ Answer 기능
본 기기는 최신의 계산 결과를 기억해 두는 Ans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키 작업은 제외) Answer메모리에 최신의 결과를 저장합니다.
를 눌러(결과가 에러인
• Answer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가수 15자리, 지수 2자리 수 입니다.
• Answer메모리의 내용은
를 누르거나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

계산기에 Answer메모리의 내용 사용하기
예

(Ans)

fx-7400GⅡ, fx-9750GⅡ 사용자...
• Answer메모리의 내용은 Alpha메모리에 저장된 수식을 사용한 작업으로는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예:
(B) )
fx-9860GⅡSD, fx-9860GⅡ, fx-9860G AU PLUS, fx-9860G Slim 사용자...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Answer메모리의 내용 삭제 작업은 선형 입출력 모드에서의 작업
고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히스토리 기능(페이지 1-17)을 참고하십시오.
(B) )하면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 Alpha메모리에 수식을 저장(예:
Answer메모리의 내용이 업데이트고 선형 입출력 모드에서는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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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연산기능
Answer메모리는 직전 계산된 값을 가지고 있어 다음 계산의 입력 수치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연속계산에서의 응용은 ( ,
,
같은 후치계산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페이지2-2), +, -,

(

),

,

등과

3. 각도 단위와 표시 형식의 설정
본 기기에서는 계산을 행하기에 앞서서 각도의 단위/표시 형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
다.

■ 각도 단위의 설정
1.
2.

[SET UP] – [Angle]

Setup화면에서 “Angle”을 반전시킵니다.
명시하려는 함수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 {Deg}/{Red}/{Gra}...{도수법}/{호도법(라디안단위)}/{Gra단위}
• 상호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360°=2 radians =400 grads
90°= /2 =100 grads

■ 표시 형식의 설정

[SET UP] – [Display]

1.
2.

Setup화면에서 “Display”를 반전시킵니다.
설정하려는 항목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 {Fix}/{Sci}/{Norm}/{Eng}...{소수점이하 단위 설명}/{유효단위수}/{지수표시의
교체설정}/{Eng기호를 사용해 연산결과를 표시}

•

소수점 이하 설정(Fix)
예

소수점 이하는 2단위로 설정한다.

설정하려는 소수점 이하 단위수(n=0~9)에 해당하는 숫자를 눌러주십시오.
• 표시된 값은 설정된 소수점자리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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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단위수 설정(Sci)
예

유효단위수를 3단위로 설정한다.

설정하려는 유효단위수(n=0~9)
N=0일 때 유효단위수는 10단위가 됩니다.

•

Norm 1 / Norm 2
을 눌러 Norm 1과 Norm 2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Norm1: 10 −2 (0.01) > x , x ≥ 10 10
Norm2: 10 −9 (0.000000001) > x , x ≥ 10 10

•

엔지니어링 기호 표시 설정(Eng모드)
를 눌러 엔지니어링 기호 표시와 표준 기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E”표시는
엔지니어링 기호가 설정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3

2.000(=2x10 )→2k과 같이 다음의 기호를 엔지니어링 기호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E(에크사)
P(페타)
T(테라)
G(기가)
M(메가)
K(키로)

18

ⅹ10

M(미리)
μ (마이크로)

16

ⅹ10

12

ⅹ10
9
ⅹ10
6
ⅹ10
3
ⅹ10

N(나노)
P(피코)
F(훼무트)

-3

ⅹ10

-6

ⅹ10

-9

ⅹ10
-12
ⅹ10
-15
ⅹ10

• 가수가 1부터 1000까지 가능한 구성하는 엔지니어링 기호는 Eng모드일 때 자동 선택
됩니다.

4. 함수 계산
■ 내장 함수의 메뉴
본 기기는 키 판넬 위에 인쇄되어 있는 함수와는 별도로 과학적 함수를 제공하는
5가지 함수 메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를 누르기 전에 선택되어 있는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 옵션 메뉴 표시는
서는 RUN∙MAT(또는 RUN)이나 PRGM모드에 표시된 함수 메뉴를 기본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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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곡선 함수 계산(HYP)

[OPTN]-[HYP]

• {sinh}/{cosh}/{tanh}...쌍곡선함수 {사인}/{코사인}/{탄젠트}
-1
-1
-1
• {sinh }/{cosh }/{tanh }...역쌍곡선함수 {사인}/{코사인}/{탄젠트}

•

확률/분포 계산(PROB)

[OPTN]-[PROB]

• {x!}...{값을 입력하고 x계승을 구합니다.}
• {nPr}/{nCr}... {순열}/{조합}
• {RAND}...{난수 생성}
• {Ran#}/{Int}/{Norm}/{Bin}/{List}... {0에서 1사이의 난수 생성}/{랜덤 정수
생성}{평균 μ 와 편차 σ 에 근거한 표준 분포에 따른 난수 생성}/{트라이얼
수 n과 확률 p에 근거한 이항 분포에 따른 난수 생성}/{0에서 1사이의 난수 발
생과 ListAns의 결과 저장}
• {P(}/{Q(}/{R(/}...정규확률분포 {P(t)}/{Q(t)}/{R(t)}
• {t(}...{표준화 변량 t( x )의 값}

•

수치계산(NUM)

[OPTN]-[NUM]

• {Abs}...{수치의 절대치를 구할 때 수치 앞에 사용}
• {Int}/{Frac}...{정수}/{소수}부분을 추출할 때 수치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 {Rnd}...{내부연산에 사용된 수치를 10단위수나(Answer메모리의 수치와 일
치시키기 위해) 소수자리(Fix) 또는 유효단위수(Sci)로 반올림할 때 사용}
• {Intg}...{수치의 값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을 구할 때, 수치 앞에서 사용}
• {RndFi}...{내부연산에 사용된 수치를 특정 숫자(0~9)로 반올림할 때 사용
(페이지2-2참고)}
• {GCD}...{2자리의 최대공약수}
• {LCM}...{2자리의 최소공배수}
• {MOD}...{나눗셈의 나머지(n을 m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 {MOD∙E}...{나눗셈을 거듭제곱 값으로 할 때의 나머지(n이 p거듭제곱으로 올라갈 때
와 m으로 나눠질 때)}

•

각도/좌표변환, 도분초 입력/변환 계산(ANGL)

[OPTN]-[ANGL]

• {°}/{r}/{g}...{도수법}/{호도법(라디안단위)}/{Gra단위}로 변환
• {
}...{도, 분, 초 입력시 시, 분, 초로 치환할 때 사용}
• {

}...{10진수의 수치를 도,분,초(시,분,초)로 변환해서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

• {

}메뉴 작업은 화면에 계산 결과가 표시될 때에만 사용 가능.

• {Pol(}/{Rec(}...{직교좌표를 극좌표로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 { DMS}...{10진수를 60진수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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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기호
[OPTN]-[ESYM]
-3)
-6)
-9)
-12)
• {m}/{ μ }/{n}/{p}/{f}...{미리(10 }/{마이크로(10 }/{나노(10 }/{피코(10 }/{훼
-15)

무트(10 }
3
6
9
12}
• {k}/{M}/{G}/{T}/{P}/{E}...{킬로(10 )}/{메가(10 )}/{기가(10 )}/{테라(10 }/
15}
18)
{페타(10 }/{엑서(10 }
• {ENG}/{ENG}...표시되어있는 수치 3자리의 소수자리를 지수부의 3의배수로 변환
{좌}/{우}/{증가}/{감소}기호로 변환
• ENG와 ENG메뉴는 계산 결과가 표시될때만 사용가능합니다.

■ 각도 변환
Setup화면에서 Comp모드로 설정해 주십시오.
예

조작

*

**

fx-7400GⅡ, fx-9750GⅡ:

fx-7400GⅡ:

(ANGL)

■ 삼각 함수와 역삼각 함수
• 삼각, 역삼각 함수의 계산을 할 때는 각도 단위를 확실하게 설정해 주십시오.
(
)
• Setup화면에서 Comp모드로 설정해 주십시오.
예

*1
*2

조작

*

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0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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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7400GⅡ, fx-9750GⅡ:

■ 대함수와 지수함수
• Setup화면에서 Comp모드로 설정해 주십시오.
예

조작

*

fx-7400GⅡ :
(CALP)
• 선형 입출력 모드와 수식 입출력 모드의 순서는 2개 이상의 지수를 연속하여 입력
했을 때(예: 2 3 2) 그 결과가 다릅니다.
2

수식 입출력 모드: 23 =512
선형 입출력 모드: 2 3 2=64
수식 입출력 모드는 2 (3 (2))와 같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 쌍곡선 함수와 역쌍곡선 함수
• Setup화면에서 Comp모드로 설정해 주십시오.
예

조작

*

fx-7400GⅡ :

(HYP)

■ 기타 함수
• Setup화면에서 Comp모드로 설정해 주십시오.
예

조작

-3.5의 정수부는 무엇입니까?
-3
*1

fx-7400G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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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

*2

fx-7400GⅡ :

(NUM)

■ 난수 생성 함수 (RAND)

•

난수 생성 함수 (0 ~ 1) (Ran#, RanList#)

Ran#과 RanList#는 0에서 1까지의 10자리의 난수를 생성시킵니다. RanList#이 리스트
폼에서 복합 난수를 반환시키는 반면, Ran#은 단일 난수를 반화시킵니다. 다음의
Ran#과 RanList# 체계로 표시됩니다.
Ran#[a]
1≤a≤9
RanList#(n[,a])
1≤n≤999
• n이 시행 횟수인 경우, RanList#은 n에 해당하는 난수를 생성시키고 RanList화면
에 표시합니다. 수치는 n을 입력해야 합니다.
• a 는 확률화된 수열입니다. a 에 해당하는 수치가 없는 경우 난수는 반환됩니다.
정수1~9를 a 에 입력하여 순차적 난수에 맞춰 초기화시킵니다.
• Ran#0 함수를 실행하여 Ran#과 RanList#의 수열을 초기화시킵니다. 또한 순차적 난
수가 이전에 Ran#이나 RanList#을 사용하여 실행했던 다른 수열을 생성시킬 때나
난수를 생성시킬 때, 수열은 초기화됩니다.
Ran# 예
예

조작

Ran#
(난수 생성)
(

( )
(Ran#)

(PROB)

*

(RAND)

( )
(Ran#)1

(RROB)

*

(RAND)

를 누르면 새로운 난수가 생성)

Ran# 1
(수열1에서 첫번째 난수 생성)
(수열1에서 두번째 난수 생성)
Ran# 0
(수열 초기화)

(Ran#)0

Ran#1
(수열1에서 첫번째 난수 생성)

(Ra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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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7400GⅡ :

(PROB)

RanList# 예
예

조작

RanList#(4)
(4개의 난수 생성하고 ListAns화면
에 결과 표시)

(

)

(PROB)

*

(RAND)

(List)

4

RanList#(3,1)
(수열1의 1~3번째 난수를 생성하고
ListAns화면에 결과 표시)

(

)
1

(List) 3

*

(PROB)

(RAND)

(수열1의 4~5번째 난수를 생성하고
ListAns화면에 결과 표시)
Ran#0
(수열 초기화)

(Ran#)0

RanList#(3,1)
(수열1의 1~3번째 난수를 재생성하
고 ListAns화면에 결과 표시)

(List)3

1

*

fx-7400GⅡ :

(PROB)

• 임의의 정수 생성(RanInt#)
RanInt#는 두 지정된 정수 사이의 임의의 정수를 생성시킵니다.
RanInt#(A,B [, n ])

A<B

Α , Β <1E10

B-A<1E10

1≤ n ≤999

• A는 시작값이고 B는 종료값입니다. n 의 값을 빼면 난수를 반환합니다. n 의 값
을 지정하면 리스트폼에서 지정된 번호의 난수를 반환시킵니다.
예

조작

RanInt#(1,5)
(1~5까지 임의의 정수 1개를 생성)
RanInt#(1,10,5)
(1~10까지 임의의 정수 5개를 생성
하고 ListAns화면에 결과를 표시)

(

)

1

5

(
10

)

1

(PROB)

*

(RAND)

(Int)

(PROB)

*

(RAND)

(Int)

5
*

fx-7400GⅡ :

(PROB)

• 정상분포에 따른 난수 생성(RanNorm#)
이 함수는 정상 분포에 따라 평균 μ 와 표준편차 σ 의 값에 기초한 10개의 난수를 생성
시킵니다.
RanNorm#( σ , μ ,[, n ])

σ >0

1≤ n ≤999

• n 의 값을 빼면 생성된 난수를 반환시킵니다. n 의 값을 지정하면 리스트폼에서 지
정된 번호의 난수를 반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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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RanNorm#(8, 68)
(평균 바디 길이 68cm와 표준편차 8
의 1년이하의 초기그룹 중 하나의
정상분포에 따라 바디 길이 수치를
임의로 만듭니다.)
RanNorm#(8, 68, 5)
(위의 예와 같이 5개의 초기그룹의
바디 길이를 임의로 만들고 리스트
에 표시합니다.)

조작
)

8

(
68

(
68

)

8

(PROB)

*

(RAND)

(Norm)

(PROB)

*

(RAND)

(Norm)

5
*

fx-7400GⅡ :

(PROB)

• 이항 분포에 따른 난수 생성(RanBin#)
이 함수는 시행 횟수 n 과 확률 p 의 지정된 수치에 근거한 이항 분포에 따라 임의의
정수를 생성시킵니다.
RanBin#( n , p ,[, m ])

1≤ n ≤100000

1≤ m ≤999

0≤ p ≤1

• m 의 값을 빼면 난수가 생성됩니다. m 값을 지정하면 리스트폼의 지정된 번호의
난수가 반환됩니다.
예

조작

RanBin#(5, 0.5)
(첫 확률이 0.5인 임의의 이항 분포
에 따라 예상되는 머릿수를 임의로
생성합니다.
RanBin#(5, 0.5, 3)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임의의 방법대로 3번 실행하고 리스
트에 결과를 표시합니다.)

(PROB)

*

(RAND)

(Bin)

5

( )
0.5

*

(RAND)

(Bin)

5

( ) (PROB)
0.5
3

■ 좌표 변환
• 직교좌표

• 극좌표

• 극좌표에서 는 -180°< ≤180°의 범위로 표시됩니다.(라디안과 grads는 특정 범위
를 가지고 있습니다.)
• Setup화면에서 Comp모드로 설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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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조작

x =14, y =20.7일 때 r 과

r =25,

° 계산

=26일 때 x 과 y 계산

*

**

fx-7400GⅡ, fx-9750GⅡ:

fx-7400GⅡ:

(ANGL)

■ 순열과 조합
• 직교좌표

•

• 극좌표

Setup화면에서 Comp로 설정하십시오.

예 1

10개중 4개를 꺼내 나열할 때, 그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수식
조작

*

예 2

fx-7400GⅡ :

10개중 4개를 꺼낼 때, 그 꺼내는 방법의 수는?
수식

(PROB)

조작

*

fx-7400GⅡ :

(PROB)

■ 최대공약수(GCD)와 최소공배수(LCM)
예

조작

28과 35의 최대공약수를 구할 때
(GCD (28,35)=7)

(

)

(

)

(NUM)

*

(

)

(GCD)28

35

9와 15의 최소공배수를 구할 때
(LCM (9,15)=45)

(NUM)

*

(

)

(LCM)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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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7400GⅡ :

(NUM)

■ 나눗셈 나머지(MOD)와 지수 나눗셈의 나머지(MODExp)
예

조작

137을 7로 나눌 때의 나머지 구하기
(MOD (137, 7)=4)

137

3

5 을 3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구하기
(MOD∙E(5,3,3)=2)

5

3

(
7

)

(

)
3

(NUM)

*

*

(NUM)
*

(

(

)

)

fx-7400GⅡ :

(MOD)

(MOD∙E)

(NUM)

■ 분수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분수 입력 방법은 아래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수식 입출력 모드
에서의 분수 입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1-11을 참고하십시오.
• Setup화면에서 Comp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예

조작

*1

분수와 10진수 값은 서로 변환 가능합니다.
정수, 분자, 분모, 구분기호표시를 포함한 전체 문자수가 총10개를 넘으면 분수는
자동으로 10진수로 표시됩니다.
*3
분수와 십진수 양쪽 모두 포함한 계산은 십진수 값으로 계산됩니다.
*2

•

(

)키를 눌러 대분수와 가분수로 서로 변환 가능합니다.

■ 엔지니어링 기호 계산
Eng 기호를 사용해서 계산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연산결과를 Eng기호를 사용해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Setup 화면에서 Comp 모드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 식

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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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fx-7400GⅡ :

(ESYM)

소수점을 오른쪽을 세자리 이동함으로써 다음 높은 Eng 단위로 변환합니다.
소수점을 왼쪽으로 세자리 이동함으로써 다음 낮은 Eng 단위로 변환합니다.

■ 논리 연산자 (AND, OR, NOT, XOR)
논리 연산자 메뉴는 논리 연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nd}/{Or}/{Not}/{Xor} ... {논리 AND}/{논리 OR}/{논리 NOT}/{논리 XOR}
• Setup 화면에서 Comp 모드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A=3, B=2 일때, A와 B의 논리 AND 는 무엇입니까?
A AND B = 1
연 산

표

시

1
*

fx-7400GⅡ :

(LOGIC)

• 논리 연산에 대하여
• 논리 연산은 항상 결과값으로 0 또는 1이 나옵니다.
• 다음의 테이블은 AND, OR, XOR 연산으로 생성되는 모든 가능한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값 또는 식 A

값 또는 식 B

A AND B

A OR B

A XOR B

A ≠ 0

B ≠ 0

1

1

0

A ≠ 0

B = 0

0

1

1

A

= 0

B ≠ 0

0

1

1

A = 0

B = 0

0

0

0

• 다음의 테이블은 NOT연산에 의해 생성되는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값 또는 식 A

NOT A

A ≠ 0

0

A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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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치 계산
다음은
(CALC)( fx-7400GⅡ 에서는
(CALC)키)을 눌렀을 때 표시되는 함수메뉴
에서의 수치 계산 연산을 설명합니다. 다음의 계산이 수행됩니다.
• {Int }/{Rmdr}/{Simp} ... {몫}/{나머지}/{단순화}
• {Solve}/{ d / dx }/{ d 2 / dx 2 }/{ ∫ dx }/{SolvN} ... {등식해}/{미분}/{2차미분}/
{적분}/{ f ( x) 함수해}
(}/{ log a b }...{최소값}/{최대값}/{시그마계산}/{로그}

• {FMin}/{FMax}/{

정수의 몫

■ 정수

[OPTN]-[CALC]-[Int ]

“Int ”기능은 하나의 정수가 또 다른 정수로 나눠질 때 몫을 구할 때 사용됩니다.
예

107

7 의 몫 계산하기
(CALC)

(

)

(

)

(Int )

*

■ 정수

*

fx-7400GⅡ :

(CALC)

정수의 나머지

[OPTN]-[CALC]-[Rmdr]

“Rmdr”기능은 하나의 정수가 또 다른 정수로 나눠질 때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됩니다
예

107

7 의 나머지 계산하기
(CALC)

(

)

*

(

)

(Rmdr)

*

fx-7400GⅡ :

(CALC)

■ 단순화
“ Simp”기능은 설명서대로 분수를 단순화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음의 연산은 표시창에
단순하지 않은 계산결과가 나타날 때 단순화시키는데 사용됩니다.
• {Simp}
• {Simp} n

... 이 기능은 이용 가능한 가장 작은 소수를 사용하여 계산결과를 자동으
로 단순화합니다. 사용된 소수와 단순화된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 이 기능은 정해진 제수 n 에 따라서 단순화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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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정에서, 본 기기는 분수 계산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기 전에 자동으로 단순화합니
다. 다음 예를 실행하기 전에, 셋업 화면을 “Auto”에서“Manual”로“Simplify”설정
으로 바꾸도록 하십시오.(페이지1-29)
이 셋업 화면“Complex Mode”설정일 때는,“Simplify”설정이
•“a+bi”또는“r∠
“Manual”일지라도 분수 계산 결과는 항상 화면에 표시되기 전에 단순화됩니다.
• 분수를 설명서대로 단순화하기를 원한다면(Simplify:Manual), “Real”이“Complex
Mode”설정으로 선택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로 단순화하기

예

(CALC)
*

*

( )

( )

fx-7400GⅡ :

(Simp)

(CALC)

(Simp)

예

제수 9 값으로

( )

단순화하기

( )
*

(Simp)

fx-7400GⅡ :

(CALC)

• 정해진 제수를 사용하여 단순화가 실행될 수 없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단순화 될 수 없는 값이 표시되어 있을 때
Simp 실행을 실행하면 F=”표시 없이 원
래 값을 리턴 합니다.

■ solve 계산
다음은 프로그램에서 Solve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Solve(f(x), n, a, b)

(a:하한, b:상한, n:초기추정값)

Solve계산에서는 두 가지의 입력방법이 있습니다.(직접 입력과 변수 테이블 입력)
직접 입력 방식은 변수에 직접 값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입력 형태는 PRGM모드에서 사용
되는 Solve명령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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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테이블 입력은 EQUA모드에서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Solve 입력에서 사용
하십시오.
계산식의 수렴이 없을 때 에러(Time Out)가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4-4를 참조하십시오.
• 위의 기능 내에서는 2차 미분,

,최대값/최소값 또는 Solve계산을 행할 수 없습니다.

• Solve 계산이 실행 될 수 없을 때(커서가 화면에 보이지 않을 때)는

■ f ( x) 함수 풀기

를 누르십시오.

[OPTN]-[CALC]-[SolvN]

숫자 분석을 사용하는 f ( x) 함수를 풀기 위해서는 Solv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 구문입니다.
SolveN (좌변[우변], [변수], [하한, 상한])
• 우변, 변수, 하한과 상한 모두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좌변[=우변]”은 문제를 풀리게 하는 식입니다. 변수들은 A부터 Z까지, r,
우변이 생략될 때, 해는 우변=0을 이용하여 실행됩니다.
• 변수는 수식에서 A부터 Z까지, r,

입니다.

에 대해 풀어지는 변수를 명시합니다.

변수를 생략하는 것은 X가 변수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 상한, 하한은 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의 범위로써 값 또는 수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논쟁들 내에서는 다음 기능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Solve(, d 2 / dx 2 , FMin(, FMax(,

(

10개의 계산값까지는 ListAns 형식으로 연속적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No Solution”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 SolvN으로 표시되는 것보다 다른 해가 더 있을 때는 “More solutions may exist.”라
는 메시지가 뜹니다.

예

풀기

x 2 − 5x − 6 = 0
(CALC)

*

(SolvN)
*

fx-7400GⅡ :

(C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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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 계산

[OPTN]-[CALC]-[ d / dx ]

미분 계산은 함수해석 메뉴표시에서 다음의 수식으로 미분계산식을 입력함으로써 구해
집니다.
(CALC)

*

( d / dx ) f ( x)

a

tol

*

fx-7400GⅡ:

(CALC)

(a : 미분 계수를 구하는 점, tol: 공차)

미분의 정의에 따르면,

에 있어서‘무한소’대신에 충분히 작은 Δx 를 사용하고 f ' (a ) 에 근사값을 구하는 것
입니다.

본 기기에서는 정밀도가 높은 답을 얻기 위해, 중심차분을 이용해 미분계수를 행합니다.
예

함수 y= x 3 + 4 x 2 + x − 6 에 있어서 공차“tol( Δx ) = 1E - 5일 때 x=3에서 미분
구하기

함수 f ( x) 를 입력합니다.
*

(CALC)

( d / dx )
*

fx-7400GⅡ:

(CALC)

미분계수를 구하는 점 x = a 입력합니다.

x 의 증감분 Δx 를 입력합니다.

그래프 함수에 미분 함수 사용하기
• 그래프 안에서 미분 명령어를 사용할 때 tol(Tolerance)값을 빼는 것은 계산을 단순
화시킵니다.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Y2 = d / dx (Y1) 함수를 이용하여 미분계수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X
변수가 미분 계수로 사용됩니다.
미분 계산시 주의점
• 함수 f(x)에서는 수식에 X 변수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변수(x, γ ,

)를

제외한

A~Z)는 정수로 보고, 그 변수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수치를 사용해 계산됩니다.
• Δx 닫힌 괄호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Δx 를 생략하면 Δx 는 1E - 10 값으로 자동으
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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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증감분은 1E - 14 또는 더 큰 값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Time Out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분 계산 중(커서가 켜져 있는 상태)에

키를 누르면 미분 계산은 중지됩니다.

• 다음의 경우 부정확한 결과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연속 x 값
- 급격히 변하는 x 값
- 극대점, 극소점을 내포하는 x 값
- 미분 불가능점을 내포하는 x 값
- 변곡점을 내포하는 x 값
- 0에 근접한 미분계산 결과
• 삼각함수의 미분계산은 통상 Rad모드로 해 주십시오.
• 2차 미분계산 수식의 각 항 중에 미분, 2차 미분, 적분,
계산식, RndFix 또는 log a b 계산식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최대치/최소치, Solve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X의 증감분은 1E -10로 정해지고 바뀔 수 없습니다.

■ 2차 미분 계산

[OPTN]-[CALC]-[ d 2 / dx 2 ]

2차 미분 계산은 함수분석 메뉴 표시에서 다음의 수식을 2차 미분 계산식에 입력하는 것
에 의해 구해집니다.
(CALC)

*

( d 2 / dx 2 )

a

f ( x)

tol

*

fx-7400GⅡ:

(CALC)

(a: 미분계수를 구하는 점, tol: 공차)

2차 미분 계산은 뉴튼의 보간다항식을 기준으로 한 2단계 수치미분공식

에 의해 미분의 근사치를 계산합니다.
이 식에서 미분계수h는 근사치
예

를 찾기 위해 사용된다.

함수 y = x + 4 x + x − 6 에 있어서 공차 “tol( Δx ) = 1E - 5일 때 x = 3 에서 2차
미분 구하기
3

2

함수 f ( x) 를 입력합니다.
(CALC)

*

( d 2 / dx 2 )
*

미분계수를 구하는 점 x = 3 을 입력합니다.
x 의 증감분 Δx 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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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

2차 미분 계산시 주의점
• 함수 f(x)에서는 수식에 X 변수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변수(x, γ ,

)를

제외한

A~Z)는 정수로 보고, 그 변수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수치를 사용해 계산됩니다.
• Δx 닫힌 괄호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x의 증감분은 1E - 14 또는 더 큰 값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Time Out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형 미분 적용 규칙은 그래프 형식의 2차 미분 계산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페이지
2-24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의 경우 부정확한 결과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연속 x 값
- 급격히 변하는 x 값
- 극대점, 극소점을 내포하는 x 값
- 미분 불가능점을 내포하는 x 값
- 변곡점을 내포하는 x 값
- 0에 근접한 미분계산 결과
• 2차 미분 계산 중
키를 누르면 미분 계산은 중지됩니다.
• 삼각함수의 2차 미분계산은 통상 Rad모드로 해 주십시오.

,최대치/최소치,

• 2차 미분계산 수식의 각 항 중에 미분, 2차 미분, 적분,

Solve

계산식, RndFix 또는 log a b 계산식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 2차 미분계산으로 계산 정확도는 가수 5자리까지입니다.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X의 증감분은 1E -10로 정해지고 바뀔 수 없습니다.

■ 적분 계산

[OPTN]-[CALC]-[

∫ dx ]

적분 계산은 함수분석 메뉴 표시에서 다음의 수식을 적분 계산식에 입력하는 것에 의해
구해집니다.
*

(CALC)

( ∫ dx) f ( x)

a

b

(a:시점, b:종점, tol: 오차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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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

*

fx-7400GⅡ:

(CALC)

위의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구간 a ≤ x ≤ b 에 있어서 항상 f(x)≥0 이고, 또 연속적
인 함수 y=f(x)의 a 에서 b까지의 적분값, 즉 그림자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식을 계산합니다. 단, 오차허용한계 “tol”= 1E -4 를 사용합니다.

함수 f(x)를 입력합니다.
*

(CALC)

(

)
*

fx-7400GⅡ:

(CALC)

시작과 종점을 입력합니다.

분할수를 입력합니다.

정확한 적분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유념하십시오.
(1) 주기함수나 적분구간에 의한 함수 f(x)값이 양수, 음수가 되는 경우는 1주기별로 또
는 양의 부분과 음의 부분으로 나누어 적분값을 구하고 각각을 가산합니다.

(2) 적분 구간의 아주 작은 이동에 의해 적분값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는 적분 구간을
분할해서(변동이 큰 장소를 보다 세밀하게 분해한다) 적분값을 구하고 각각 가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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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분계산 중(커서가 켜져 있는 상태)에
를 누르면 적분 계산은 중지됩니다.
• 삼각함수의 적분 계산은 통상 Rad모드로 해 주십시오.
• tol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Time Out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분 계산시 주의점
• 함수 f(x)에서는 수식에 X 변수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변수(x, γ ,

)를

제외한

A~Z)는 정수로 보고, 그 변수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수치를 사용해 계산됩니다.
• “tol”입력과 닫힌 괄호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tol”을 생략하면 계산기는 자
동으로 1E -5 의 디폴트 값을 사용합니다.
• 적분 계산은 끝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대치/최소치, Solve
• 적분계산의 수식의 각 항 중에 미분, 2차 미분, 적분,
계산식, RndFix 또는 log a b 계산식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X의 증감분은 1E -5 로 정해지고 바뀔 수 없습니다.

■

계산

[OPTN]-[CALC]-[

(시그마) 계산은 함수분석 메뉴 표시에서 다음의 수식을
의해 구해집니다.
*

( )

(CALC)

(

() a k

k

α

n

β

(]

계산식에 입력하는 것에
*

fx-7400GⅡ:

(CALC)

( n : 분할간격 )
예

다음을 계산합니다.

분할간격 n=1을 사용합니다.
*

( )

(CALC)

()

(

(K)

(K)
(K)
*

fx-7400GⅡ:

(CALC)

계산시 주의점
•

계산 중 정해진 변수 값이 바뀝니다. 계산을 실행하기 전에 나중에 필요한 변수값

을 서면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 수열 a k 의 함수식에 변수는 1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하려는 수열 a k 의 처음항 α 와 끝항 α 에는 정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 n 닫힌 괄호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n 을 생략하면 n은 식에 대응한 적절한 값 1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끝항 β 값이 처음항 α 값보다 큰 지 확인하십시오.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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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

계산의 수식의 각 항 중에 미분, 2차 미분, 적분,

키를 누르십시오.

,최대치/최소치,

Solve

계산식, RndFix 또는 log a b 계산식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수식 입출력 모드에서 분할간격(n)은 1로 정해지고 바뀔 수 없습니다.

■ 최대/최소치 계산

[OPTN]-[CALC]-[FMIn]-[FMax]

함수분석메뉴를 표시한 후, 아래 형식을 사용해 최대/최소 계산을 입력하고 a ≤ x ≤ b 벙
위내의 함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최소치
(CALC)

(▷)

(FMin) f ( x)

a

b

n

*

fx-7400GⅡ:

(CALC)

*

fx-7400GⅡ:

(CALC)

( a : 구간 시작점, b :구간 끝점, n : 연산정도( n =1에서 9))
• 최대치
(CALC)

(▷)

(FMax) f ( x)

a

b

n

( a : 구간 시작점, b :구간 끝점, n : 연산정도( n =1에서 9))
예

함수 y = x 2 − 4 x + 9 의 사작점 a =0, b =3의 구간에 있어서 최소치를 구합니다.
단 연산정도는 n =6으로 합니다.

f (x) 를 입력합니다.
(CALC)

(▷)

(F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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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

구간 a =0, b =3을 입력합니다.

연산 정도 n =6을 입력합니다.

• 함수 f (x) 에는 x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 x , γ , θ 를 제외한 A~Z)의 변수는
정수로 보고, 그 변수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수치를 사용해 계산됩니다.
• n 닫힌 괄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불연속 값이나 급격히 변하는 부분의 경우는 부정확한 계산이나 에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큰 값을 n 으로 입력하면 정확도는 높아지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범위 시작 b 가 끝 a 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를 누르면 최대치/최소치 계산은 중지됩니다.
•
• n 의 값은 1과 9사이 이여야 합니다.
• 최대치/최소치 계산의 수식의 각 항 중에 미분/2차미분, 적분,
, 최대치/최소치,
Solve 계산식, RndFix 또는 log a b 계산식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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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소수 계산
페이지 2-1 ~ 2-14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감승제나 함수, 메모리, 소괄호 계산에 복
소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복소수 모드의 항목을 다음 설정 중 하나로 변경하여 복소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Real} .... 실수 체계에서 계산 *1
• { a + bi } .... 복소수를 계산하고 직각좌표 형태로 표현
• { r∠θ } .... 복소수를 계산하고 극좌표 형태로 표현 *2
*1
변수에 허수부가 있으면 복소수가 계산되고 직각좌표 형태로 표현됩니다.
예:
In 2 i
= 0.6931471806 + 1.570796327 i
In 2 i +In(-2) = (Non-real ERROR)
*2

θ 의 범위는 Setup 화면에 설정해 놓은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 Deg ... -180 < ≤ 180
• Rad ... - < ≤
• Gra ... -200 < ≤200

fx-7400GⅡ의
메뉴를 표시합니다.
•
•
•
•
•

(CPLX)(

(CPLX)키를 눌러 다음 항목을 포함한 복소수 계산

{ i } ... {허수단위 i 입력}
{Abs}/{Arg} ... {복소수의 절대치}/{복소수의 편각}
{Conj} ... {공역복소수}
{ReP}/{ImP} ... 복소수의 {실수부분}/{허수부분}
{▶ r∠θ }/{▶ a + bi } ... 결과를 {극좌표}/{직교좌표} 형태로 변환

(CPLX) ( i )대신
( i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x-7400GⅡ의
• Real, a + bi , r∠θ 모드로 구한 답들은 x < 0 이거나 y = m / n 일 때 혹은 n 이 기수일
때는 제곱승(

)의 계산 결과와는 다릅니다.

예:

• 극좌표 계산( r∠θ )에 “∠”기호를 넣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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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릅니다.

■ 가감승제 계산

[OPTN]-[CPLX]-[ i ]

복소수계산은 매뉴얼계산과 같이 가감승제 계산, 괄호 계산, 메모리 계산등이 가능합니다.
예

(1+2 i )+(2+3 i )
(CPLX) *
(i )
(i )
*

fx-7400GⅡ:

(CPLX)

■ 역수, 평방근, 지승계산
예
(CPLX) *
(i)
*

fx-7400GⅡ:

(CPLX)

■ 극좌표 형식을 사용하는 복소수
예

2∠30ⅹ3∠45=6∠75
(SET UP)
(Deg)
( r∠θ )
(∠)
(∠)
*

*

fx-7400GⅡ, fx-9759 GⅡ:

■ 절대치와 편각 계산

[OPTN]-[CPLX]-[Abs]/[Arg]

a + bi 의 형으로 나타나는 복소수를 복소평면(가우스평면)상의 좌표라고 보고 절대치
( Ζ )와 편각(arg)을 구합니다.
예

복소수 3+4 i 의 절대치( r )와 편각( )을 구합니다.
허수측

실수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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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LX) *
(Abs)
(i )
(절대치의 산출)
*

fx-7400GⅡ:

(CPLX)

(CPLX) *
(Arg)
(i )
(편각의 산출)
*
fx-7400GⅡ:
(CPLX)
• 편각 계산은 설정된 각도 단위에 따라 다릅니다.(degrees, radians, grads)

■ 공역복소수

[OPTN]-[CPLX]-[Conj]

복소수 a + bi 에 대해 공역복소수는 a − bi 가 됩니다.
예

복소수 2+4 i 의 공역복소수를 구합니다.
(CPLX) *
(Conj)
(i )
*

fx-7400GⅡ:

(CPLX)

■ 실수부와 허수부의 추출

[OPTN]-[CPLX]-[Rep]/[Imp]

복소수 a + bi 의 실수부 a 와 허수부 b 를 추출할 때는 다음의 순서를 따르십시오.
예

복소수 2+5 i 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합니다.
(CPLX) *
(
(실수부 추출)
*

fx-7400GⅡ:

(CPLX) *
(
(허수부 추출)
*

(
)

(
)

fx-7400GⅡ:

) (ReP)
(i )
(CPLX)
) (ImP)
(i)
(CPLX)

[OPTN]-[CPLX]-[▶ r ∠ ]/[▶ a + bi ]

■ 극좌표와 직각좌표 형태로 변환

다음과 같이 실행하면 직각좌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던 복소수가 극좌표 형태나 역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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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직각좌표 형식의 복소수

(Deg)

을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

(SET UP)
( a + bi )

(CPLX) **
*
**

(i )

(

)

(

∠ )

fx-7400GⅡ, fx-9759 GⅡ:
fx-7400GⅡ:

(CPLX)

(∠)
(CPLX) *
*

(

)

fx-7400GⅡ:

a + bi )

(

(CEPLX)

• 복소수의 입출력 범위는 가수 10자리 지수2자리입니다.
• 복소수가 21자리가 넘을 때 실수부와 허수부는 각각 다른 라인에 표시됩니다.
• 다음 함수들이 복소수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

,

,

(

),

,

RndFix(, Fix, Sci, ENG, ENG,

, In, log, logab,
,

,

,

, Int, Frac, Intg,

, d /c

7. 정수와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계산
RUN∙MAT(또는 RUN)모드와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기수 설정을 활용하십시오.
또한 수체계에서 비트체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정수,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계산에서는 과학적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룰 수 있는 것은 정수입니다. 소수 또는 지수를 포함하는 수치는 다룰 수 없습니다.
연산 결과에 소수가 있을 때는 자동으로 정수 부분 이외는 잘라냅니다.
• 허락되지 않은 형태를 입력하면 에러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각 기수에서 다루는 수치
는 아래와 같습니다.
2진수: 0, 1
8진수: 0, 1, 2, 3, 4, 5, 6, 7
10진수: 0, 1, 2, 3, 4, 5, 6, 7, 8, 9
16진수: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 음수, 8진수, 16진수는 원래 값의 이의 보수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각 기수에서 다루는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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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체계
표시

2진수
16자리

8진수
11자리

10진수
10자리

16진수
8자리

• 16진수에 사용되는 알파벳 문자는 일반 문자와 구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일반문자

A

B

C

D

E

F

16진수
키
• 다음은 각 수체계의 계산 범위입니다.
2진수
양: 0≤ x ≤111111111111111
음: 1000000000000000≤ x ≤1111111111111111
8진수
양: 0≤ x ≤17777777777
음: 20000000000≤ x ≤37777777777
10진수
양: 0≤ x ≤2147483647
음: -2147483648≤ x ≤-1
16진수
양: 0≤ x ≤7FFFFFFF
음: 80000000≤

x ≤FFFFFFFF

•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계산
1.
2.
3.

[SET UP]-[Mode]-[Dec]/[Hex]/[Bin]/[Oct]

메인 메뉴에서 RUN∙MAT모드(또는 RUN)로 들어갑니다.
(SET UP)을 누릅니다. 모드를 반전시킨 다음,
(Dec),
(Hex),
(Bin),
(Oct)를 눌러 사용할 수체계를 설정합니다.
를 눌러 계산 입력 가능 상태로 만듭니다. 다음 항목과 함께 함수 메뉴가 표
시됩니다.
• {d~o}/{LOD}/{DISP}...{입력 수치의 가수 설정 메뉴}/{논리 연산 메뉴}/
{10진, 16진, 8진 변환 메뉴}

■ 수체계의 선택
Setup화면을 통해 수체계(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력수치의 수체계 명시
각각 입력 수치마다 수체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하고 원하는 수체계 함수 키를 누릅니다.

(d~o)을 눌러 수체계 심볼 메뉴를

• {d}/{h}/{b}/{o}...{10진수}/{16진수}/{2진수}/{8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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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수 값 입력하기
12310 을 16진수로 변환합니다.

예

(SET UP)
Mode를 반전한 다음
(d~o) (d)

(Hex)

를 누릅니다.

■ 부수 계산과 논리연산
를 눌러 부수 계산과 논리연산 메뉴를 표시합니다.
• {Neg}…{부수} *1
*2
*3
• {Not}/{and}/{or}/{xor}/{xnor}…{NOT} /{AND}/{OR}/{XOR}{XNOR}
1*
2*
3*

2개의 요소
1개의 요소(논리 yth)
논리 AND, 논리 OR, 논리 XOR, 논리 XNOR

• 부수
예

1100102 을 계산합니다.

(SET UP)
“Mode”로 반전시키고
(LOG) (Neg)

(Bin)

를 누르십시오.

• 2진, 8진, 16진의 부수는 2개의 보수를 취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숫자 체계로 결과를
돌려 놓습니다. 소수체계에서 부수는 마이너스 표시로 나타납니다.
• 비트연산
예

12016 와 AD16 을 계산합니다.

(SET UP)
“Mode”로 반전시키고
(Hex)
(LOG)
(and)

를 누르십시오.

■ 수체계 전환
(DISP) 를 눌러 수체계 변환메뉴를 표시합니다.
• {

Dec}/{ Hex}/{ Bin}/{
수}/{8진수}로 바꿉니다.

Oct} ... 표시되어 있는 값을 {10진수}/{16진수}/{2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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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되어 있는 수체계의 값을 바꿀 때
예

2210 을 2진이나 8진값으로 바꿉니다.
(SET UP)
“Mode”로 반전시키고
(d~o) (d)

(DISP)
(

(

(Dec)

를 누르십시오.

Bin)

Oct)

8. 행렬 계산
중요!
• 행렬 계산은 fx-7400GⅡ에서 실행될 수 없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RUNㆍMAT 모드로 들어가,

(

MAT)를 누르면 행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기기는 26개의 행렬 메모리(Mat A~ Mat Z)와 행렬용 해답 메모리(MatAns)를 사용해
아래의 계산을 행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가감승제
스칼라 면적 계산
행렬식 계산
전치행렬의 계산
역행렬의 계산
자승계산
누승계산
절대치, 정수부, 소수부추출, 최대정수치 계산
행렬 성분의 계산 및 편집
행렬 명령을 이용한 행렬 변경

행렬에 사용되는 행의 최대 개수는 999이고, 열의 최대 개수도 999 입니다.
행렬용 해답 메모리(MatAns)에 대해서
• 기기는 MatAns(행렬 Answer 메모리)에 자동으로 계산결과가 저장됩니다.
다음은 MatAns에 대한 내용입니다.
• 메모리에 내용은 항상 현재 계산 값으로 대체되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 행렬에 값을 입력하는 것은 MatAns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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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 입력과 수정
(

MAT) 를 눌러 행렬 데이터 일람(Matrix Editor)를 실행합니다.

mⅹn ... 행이 m, 열이 n 인
None ... Dimension(크기)이
것을 나타냅니다.
• {DEL}/{DELㆍA} ... {지정한 행렬을
• {DIM} ... {행렬의 Dimension(크기)

것을 나타냅니다.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거}/{모든 행렬을 소거}
지정}

• 행렬 생성
행렬 데이터 일람표시에서 Dimension(크기)을 설정한 후, 행렬 성분 데이터를 입력해
주십시오.
• 행렬의 Dimension(크기) 지정
예

2행 3열의 행렬 B를 만든다.

설정하려는 행렬 선택

(DIM)(이 단계는 생략될수 있습니다.)
설정하려는 행의 수 입력

설정하려는 열의 수 입력

• 새로 만들어진 행렬의 값은 모두 0 입니다.
• 행렬 Dimension(크기)의 변경은 현재 내용을 지웁니다.
• 새 행렬을 만들 메모리가 없을 때, “Memory ERROR”발생할 수 있습니다.
• 셀의 값 입력
예

행렬 B에 다음 값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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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있는 예제에 이어 설명합니다.

(반전되어 있는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를 눌러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
•

성분 지정 셀에 표시되어 있는 각 성분의 개수는 양의 정수일 때는 6단위, 음의 정수
일 때는 5단위(한자리는 음을 표시)까지입니다. 또 지수표시는 유효숫자 2단위입니
다. 분수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행렬 삭제
메모리에 있는 행렬의 이루나 전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특정 행렬 지우기
1. 행렬데이타 일람 표시에서
2.

와

를 움직여 지우려는 행열을 선택합니다.

(DEL)을 누릅니다.

3. 행렬을 지우려면

(YES)을 누르고, 지우지 않고 끝내려면

(NO)를 누릅니다.

1. 행렬데이타 일람 표시에서
(DELㆍA)을 누릅니다.
(YES)을 누르고, 지우지 않고 끝내려면
2. 행렬을 지우려면

(NO)를 누릅니다.

• 모든 행렬 지우기

■ 행렬의 셀 조작
다음 절차를 활용하여 셀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와
를 움직여 편집하려는 행렬을 선택합니다. 특히
1. 행렬 데이터 일람 표시에서
(N)을 이용해
원하는 위치를 알파벳을 이용해 점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렬 N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ns)를 누르면 행렬의 현재 메모리로 이동합니다.
2.

를 눌러 다음 함수 메뉴를 표시합니다.
• {R-OP} ... { 행 편집 메뉴 }
• {ROW}
• {DEL}/{INS}/{ADD} ... 행 {삭제}/{삽입}/{추가}
• {COL}
• {DEL}/{INS}/{ADD} ... 열 {삭제}/{삽입}/{추가}
• {EDIT} ... { 셀 수정 화면 }

다음부터 모든 예제는 행렬 A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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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계산
(R-OP)를 누르면 다음 메뉴가 표시됩니다.
•
•
•
•

{Swap}
{ⅹRw}
{ⅹRw
{ⅹRw

... {
... {
} ...
} ...

2개 행 성분 교체 }
지정한 행 성분이 스칼라 적을 구합니다. }
{ 지정한 행 성분의 스칼라 적을 다른 행 성분에 가산합니다. }
{ 지정한 행 성분을 다른 행 성분에 가산합니다. }

• 2개의 행을 교체
예

다음 행렬의 2번째와 3번째 행 성분을 교체합니다:
모든 연산 예는 다음의 행렬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R-OP)

(Swap)

교체하기를 원하는 행의 수를 입력합니다.

• 행 성분의 스칼라 적 구하기
예

다음 행렬의 2번째 성분의 스칼라 면적을 구합니다. 곱하는 값은 4로 합니다.

(R-OP)
*
곱하는 값 입력

(ⅹRw)

스칼라 배가 되는 행 지정
*

복소수는 곱하는 값(K)으로서 입력될 수 있습니다.

• 스칼라 적된 행 성분을 다른 행 성분에 가산
예

다음 행렬의 2번째 성분을 스칼라 적하고 3번째 행 성분에 가산합니다.

(R-OP)
*
곱하는 값 입력

(ⅹRw )

스칼라 배가 되는 행 지정
가산할 행의 지정
*

복소수는 곱하는 값(K)으로서 입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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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성분 가산
예

다음 행렬의 2번째와 3번째 행 성분을 가산합니다.
(R-OP)

(Rw )

가산하는 행 지정
가산하는 행 지정

• 행 조작
• {DEL} ... {행 삭제}
• {INS} ... {행 삽입}
• {ADD} ... {행 추가}
• 행 삭제
예

다음 행렬의 2번째 행 성분을 소거합니다.

(ROW)

(DEL)

• 행 삽입
예

다음 행렬의 1번째와 2번째 행 사이에 새로운 행을 삽입합니다.

(ROW)
(INS)

• 행 추가
예

다음 행렬의 3번째 행 성분 아래에 새로운 행을 추가합니다.

(ROW)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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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조작
• {DEL} ... {열 삭제}
• {INS} ... {열 삽입}
• {ADD} ... {열 추가}
• 열 삭제
예

다음 행렬의 2번째 열 성분을 소거합니다.

(COL)
(DEL)

■ 수식에 의한 행렬의 입력 및 편집

[OPTN]-[MAT]

• 행렬 수식 보기
1.
2.

메인 메뉴에서 RUNㆍMAT모드로 들어갑니다.
를 눌러 옵션 메뉴를 부릅니다.

3.

(MAT)를

눌러 행렬 수식 메뉴를 봅니다.

다음은 행렬 데이터를 생성하고 입력하는 데 필요한 수식들입니다.
•
•
•
•
•
•

•

{Mat} ... {행렬을 지정할 명령어 Mat의 입력}
{M→L} ... {지정한 행렬의 열 성분을 리스트 파일에 대입하는 명령어의 입력}
{Aug} ... {2개의 행렬을 결합하는 명령어}
{Iden} ... {단위행렬을 입력하는 명령어}
{Dim} ... {Dimension을 확인하는 명령어}
{Fill} ... {행렬 성분의 값을 통일하는 명령어 입력}

(MAT)

(Mat)대신에

(Mat)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OPTN]-[MAT]-[Mat]

• 행렬 데이터 입력
다음은 Mat명령어를 사용하여 행렬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 Mat[ 문자 A~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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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행렬 A에 다음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

([)
(])
(])
(Mat)

([)
([)
(])

(MAT)

(A)
행렬이름

• m과 n 가능 최대값은 999입니다.
• 메모리에 공간이 업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위 수식에 의해 행렬을 프로그램에 써 넣을 수 있습니다.

[OPTN]-[MAT]-[Iden]

• 단위 행렬 입력
단위 행렬을 만들려면 Identity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예

행렬 A에 단위행렬 3행 3열을 대입합니다.

( )

(MAT)

( )

(Iden)

(A)

(Mat)

[OPTN]-[MAT]-[Dim]

• Dimension(크기) 확인
Dim 명령어로 기존 행렬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1 에 입력한 행렬 A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MAT)

( )

( )

(Dim)
(A)

(Mat)

2행 3열의 행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m 명령어 결과가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이므로 그것은 ListAns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Dim명령어로 행렬의 Dimension(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행렬 B의 크기를 2행 3열로 정합니다.

(})
(MAT)

( )

(Mat)

(})
( )

(Dim)

(B)

• 수식을 이용한 행렬 데이터 수정
행렬 명령어를 이용하여 값을 대입, 호출, 성분의 통일, 결합, 리스트 파일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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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을 이용한 행렬 데이터 수정
행렬 계산 메뉴 표시에서 Mat명령어를 입력하고 행렬 성분을 지정하고 수치를 직접 대입하
거나 불러내 다음 계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Mat X [m,n]
X = 변수명 (A~Z, Ans)
m = 행
n = 열
예1

행렬 A의 1행 2열 성분에 10을 대입합니다.

(MAT)
(A)

(Mat)

([)

(])
예2

행렬 A의 2행 2열 성분에 5를 곱합니다.

(MAT)
(A)

(Mat)
([)

(])

[OPTN]-[MAT]-[Fill]/[Aug]

• 행렬 성분의 통일, 결합

행렬 메뉴계산 표시에서 명령어 Fill 을 입력하고 행렬 성분의 같은 값으로 통일하거나 명
령어 Augment 를 입력하여 2개의 행렬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1

행렬 A의 1행 2열 성분에 10을 대입합니다.

(MAT)
( ) (Fill)
( ) (Mat)
(A)
(Mat)
(A)
예2

행렬 A의 1행 2열 성분에 10을 대입합니다.

(MAT) (Aug)
(Mat)
(A)
(Mat)
(B)
• 행렬의 결합은 2개의 행렬이 같은 행 수일 때만 사용합니다. 다은 행렬의 수일 때는 에
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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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식을 활용하여 행렬 Answer 메모리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호출하여 재사용할 수 있
습니다.
Fill (n, Mat α )
Augment(Mat α , Mat β ) → Mat γ

α ,β ,γ 는

A~Z까지의 변수 이름이고, n은 임의의 값입니다.

행렬 Answer 메모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OPTN]-[MAT]-[M→L]

• 열 성분을 리스트화일로 대입

행렬메뉴계산 표시에서 명령어 M→L를 입력하고 지정한 행렬의 열 성분을 리스트화일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열 성분을 지정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Mat
X
m
n
예2

→ List(Mat X, m) → List n
= 변수명 (A~Z)
= 열
= 리스트수
행렬 A의 성분을 모두 3으로 통일합니다.

(MAT) (M L)
(Mat)
(A)
(LIST) (List)
(List)
■ 행렬 계산

[OPTN]-[MAT]

아래의 행렬 메뉴 계산을 활용하여 행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행렬 명령어 표시
1. 메인 메뉴에서 RUNㆍMAT모드로 들어갑니다.
를 눌러 옵션 메뉴를 부릅니다.
2.
3.
(MAT)를 눌러 행렬 수식 메뉴를 봅니다.
다음은 행렬 사칙연산을 하는 데 필요한 수식들입니다.
•
•
•
•
•
•

{Mat} ... {행렬을 지정할 명령어 Mat의 입력}
{Det} ... {행렬식을 계산할 명령어의 Det 입력}
{Trn} ... {전치행렬을 계산할 명령어 Trn 입력}
{Iden} ... {단위행렬을 입력하는 명령어}
{Ref} ... {Row Echelon Form 로우 에첼론 폼}
{Rref} ... {Reduced Row Echelon Form 기약행사사다리꼴}

아래의 예는 우선 행렬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라 보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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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 사칙연산
예1

[OPTN]-[MAT]-[Mat]/[Iden]

두 행렬을 더합니다.(행렬 A + 행렬 B) :

(MAT)
(Mat)
예2

(Mat)

(A)

(B)

예 1에 있는 두 행렬을 곱합니다.(행렬 A Ⅹ 행렬 B) :

(MAT)
(Mat)

(Mat)

(A)

(B)

• 행렬의 가감계산은 같은 Dimension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다를 때에는 에러가 발생
합니다.
• 행렬의 승산은 행렬 1의 열의 수와 행렬2의 행의 수가 같을 때만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행렬식
예

[OPTN]-[MAT]-[Det]

다음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십시오 :

(MAT)

(Det)

(Mat)

(A)
• 행렬식은 정방행렬만 구해질 수 있습니다. 정방행렬이 아닌 행렬식을 구할때는 에러가
납니다.
• 2Ⅹ2 행렬의 행렬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3Ⅹ3 행렬의 행렬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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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행렬
예

[OPTN]-[MAT]-[Trn]

다음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십시오 :

(MAT)

(Trn)

(Mat)

(A)

• Row Echelon Form(로우 에첼론 폼)

[OPTN]-[MAT]-[Ref]

예

(MAT)
( )

( )

(Mat)

(Rref)
(A)

• Reduced Row Echelon Form (기약행사사다리꼴)

[OPTN]-[MAT]-[Rref]

예

(MAT)
( )

(Mat)

( )

(Rref)
(A)

• 위 두 폼은 자리수 누락으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역행렬
예

[
다음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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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
(A)
•
•
•
•

(Mat)
(

)

정방행렬만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렬식의 값이 0일 때는 역행렬을 구할 수 없습니다.
행렬식의 값과 0과의 거리에 따라 정확도가 차이 납니다.
역행렬은 아래조건을 만족합니다.

,

단, ad-bc ≠0

• 행렬의 자승
예

[

다음 행렬의 자승을 구하십시오 :

(MAT)

(Mat)

(A)

• 행렬의 누승
예

]

[ ]

다음 행렬의 3승을 구하십시오 :

(MAT)

(Mat)

(A)

• 행렬 누승 계산에서는 32766의 누승까지 가능합니다.

• 행렬의 절대치/정수부, 소수부 추출/최대정수 계산
[OPTN]-[NUM]-[Abs]/[Frac]/[Int]/[Intg]
예

다음 행렬의 절대치를 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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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M)

(MAT)

(Mat)

(Abs)
(A)

• 복소수 행렬 계산
예

다음의 복소수 요소로 행렬의 절대값을 구합니다.

( )
(MAT)

(NUM)
(Mat)

(Abs)
(D)

• 다음의 복소수 기능은 행렬로 계산됩니다.

i , Abs, Arg, Conjg, ReP, ImP,
하지만

a+bi와

a+bi,

r∠

r∠ 는 선형 입출력 모드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행렬 계산 주의점
• 행렬식 및 역행렬은 소거법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리수를 떨어뜨리는
것 등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렬계산은 각 성분에 대해 계산을 행하기 때문에 결과가 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행렬계산의 연산정도는 원칙으로 표시결과의 최하위단위 ±1이 됩니다.
• 메모리에 저장할 공간이 없을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 계산결과를 행렬용 Answer 메모리에서 다른 변수의 행렬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MatAns → Mat α 라 입력합니다
위에서, α 는 A~Z 변수 이름입니다. 행렬용 Answer 메모리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9. 단위 변환
사용자는 값을 여러 가지 특정 단위로 상호 변환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단위는 다음 11개
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집니다. “Display Name”에 표시가 계산기의 함수 메뉴에 나타나
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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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Name

Category

Display
Name

Category

Display
Name

Category

LENG

길이

TMPR

온도

PRES

압력

AREA

면적

VELO

속도

ENGY

에너지/노동

VLUM

부피

MASS

질량

PWR

파워

TIME

시간

FORC

힘/무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위로 값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 “AREA”와 같은 한 카테고리에 단위로부터 “TIME”과 같은 다른 카테고리로 변환을 시
도하면 ERROR로 뜹니다.
•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위 정보를 보려면 2-50 페이지에 “단위 변환 명령어 리스
트”를 참조하십시요.

■단위 변환 계산 실행

[OPTN]-[CONV]

변환하려고 하는 값과 변환 명령어를 아래와 같은 문법으로 사용하여 변환 함수를 실행합
니다.
{변환하려는 값}{변환 명령어 1}

{변환 명령어 2}

• 변환 명령어 1을 이용하여 변환 되어지는 단위를 명시하고 변환 명령어 2를 이용하여
변환 되어질 단위를 명시합니다.
•
다.

는 두 변환 명령어를 연결하는 명령어입니다. 변환 메뉴의

(

)에서 활성화 됩니

• 실수나 실수를 포함하는 리스트는 변환 되어지는 값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시트
메모리가 명시되거나 리스트가 변환되는 경우 병환 값은 리시트에 각 위치로 들어가거나
리스트 형태로 리턴됩니다.
• 복소수는 변환 되어지지 않습니다. 리스트의 유일한 값이 복소수일 경우에도 에러가 리
턴됩니다.
예 1

50cm를 인치로 변환

( )
(cm)
**

예 2

(

)

fx-7400GⅡ:

(CONV)

(LENG)

(LENG)

(in)

(CONV)

{175, 162, 180}를 피트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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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변환 명령어 리스트
Cat.

Display Name
fm

Length

Cat.

Display Name

Unit

페르미

㎤

세제곱 센티미터

옹스트롬

mL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L

리터
세제곱 미터

mm

밀리미터

㎥

cm

센티미터

in³

세제곱 인치

m

미터

ft³

세제곱 피트

km

킬로미터

AU

천문 단위

l.y.

Area

Unit

Volume

fl _oz(UK)

온스

fl _oz(US)

액량 온스(U.S.)

광년

gal(US)

갤런

gal(UK)

UK 갤런

pc

파섹

Mil

1/1000 인치

pt

파인트

in

인치

qt

쿼트

ft

피트

tsp

티스푼
테이블스푼

yd

야드

tbsp

fath

패덤

cup

컵

rd

로드

ns

10억분의1초
1000분의 1초

mile

마일

㎲

n mile

해리

ms

100만분의 1초

㎠

제곱 센티미터

s

초

㎡

제곱 미터

㏊

헥타르

㎢

Time

min

분

h

시간

제곱 킬로미터

day

날짜

in²

제곱 인치

week

주

ft²

제곱 피트

yr

년

yd²

제곱 야드

s-yr

항성년

에이커

t-yr

회귀년

acre
mile²

제곱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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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온도

속도

질량

Display Name

K

Display Name

Unit

섭씨 온도

Pa

파스칼

켈빈

kPa

킬로 파스칼
밀리미터(물)

화씨 온도

mm H 2 O

절대 온도

mmHg

밀리미터(수은)

atm

대기

초속 미터

km/h

시속 킬로미터

knot

노트

ft/s

초속 피트

lbf/in²

mile/h

시속 마일

bar

압력

inH H 2 O
inHg

u

원자질량단위

mg

밀리그램

kgf/c㎠
eV

평방인치당파운드
bar
cm당 킬로그램 포스
전자볼트

g

그램
킬로그램

cal th

칼로리 th

미터톤

cal 15

칼로리15

mton

J

인치(물)
인치(수은)

kg

줄

oz

상용식 온스

cal IT

칼로리 IT

lb

파운드 질량

Kcal th

킬로칼로리 th

kcal 15

킬로칼로리(15

kcal IT

킬로칼로리 IT

에너지

슬러그

/작업

)

ton(short)

톤(2000lbm)

ton(long)

톤(2240lbm)

I-atm

리터 에트모스피어

뉴튼

kW•h

킬로와트 시간

N

무게

Cat.

m/s

slug

힘/

Unit

lbf

파운드 포스

tonf

톤 포스

dyne

다인

kgf

킬로포스

ft•lbf
Btu
erg
kgf•m
W
cal th /s
파워

hp

피트-파운드
열단위
erg
킬로그램포스미터
와트
초당 칼로리
마력

ft•lbf/s

초당 피트-파운드

Btu/min

분당 열단위

자료 : NIST 특별 발간81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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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기능

리스트는 복수의 데이터를 정리해 조작하는 것으로 편리한 기능입니다. 본 기기는 한 개 화
일에 26조까지의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고 메모리에 6개의 화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4칙
연산을 비롯하여 통계 계산이나 그래프 작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lement number

Display range

Cell

Column
List name
Sub name

Row

1. 리스트의 입력 및 수정
STAT 모드로 들어가면 첫 화면에“List Editor”가 나타납니다. 리스트에 데이터를 입
력하거나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아이콘 메뉴 표시에서 List Editor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커서키로 원하는 리스트 이름, 서브이름, 셀로 이동합니
다.
키는 값이 없는 셀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
하십시오.

커서가 화면의 끝에 위치하면 화면은 자동으로 스크롤됩니다.
다음의 예는 List 1의 Cell 1에 있는 것을 시작으로 조작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수치를 입력하고

를 누르면 셀에 기억됩니다.

• 커서는 자동적으로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2. 두 번째 셀에 4를 입력하고 다음 셀에 2+3의 결과를
입력합니다..

• 셀에는 수식의 결과, 복소수의 결과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단일 셀에 상한 999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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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1. 커서 키를 이용해 또 다른 리스트로 이동시킵니다.

2.

({ )를 누르고, 원하는 값과

를 번갈아
(})를 누릅니다.

누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

3.

(})

를 누르면 모든 값이 저장됩니다.

• 마지막에는 콤마 분리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34, 53, 78)
거짓: (34, 53, 78,)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리스트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st 1과 List 2를 합한 답을
List 3에 입력합니다.
1. 리스트 이름에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를 누르고 수식을 입력합니다.

2.

(LIST)
(LIST)
(LIST)

•

(List)
(List)

(List) 대신

(Lis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스트의 수정
• 셀의 값 변경
커서를 희망하는 셀에 이동시켜 새 값을 입력하고
이터에 써 넣을 수 있습니다.

를 누르면 그 셀을 새로운 데

• 셀의 내용 수정
1.

내용을 수정할려는 셀로 커서를 이동시켜 반전시킵니다.

2.
3.

( )
(EDIT)를 누르십시요.
데이터를 수정하십시요.

3-2

• 셀의 삭제
1. 커서 키를 사용해 커서를 삭제하기를 원하는 셀에 이동시킵니다.
( ) (DEL)를 누르면 셀이 1개 소거되고 그 아래에 있던 셀 전체가 위로 이동
2.
합니다.
• 이 조작은 다른 리스트의 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옆의 리스트와 연관된 데
이터가 들어있는 경우 등은 셀의 위치 관계가 달라지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모든 셀 삭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리스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십시오.
1. 커서를 삭제를 원하는 셀에 이동시킵니다.
2.
3.

(

)

(DEL•A)를 누르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Yes)을 눌러서 선택된 셀에 있는 모든 셀을 삭제하거나 또는
명령을 취소합니다.

(No)를 눌러

• 셀의 삽입
1. 새로운 셀을 삽입하려는 위치에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2.

(
(INS)를 눌러 0 이 들어 있는 새로운 셀을 만들고 그 아래에 있던 모든 셀
이 아래로 이동합니다.

• 이 조작은 다른 리스트의 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옆의 리스트와 연관된 데
이터가 들어있는 경우 등은 셀의 위치 관계가 달라지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리스트의 이름
리스트의 이름은 각각 8바이트 이하로 List 1 ~ List 26 까지 “sub name”을 지을 수
있습니다
• 리스트 이름짓기
1. Setup 화면에서“Sub Name”을 가리키고

(On)

를 누릅니다.

2. 커서키를 사용해 이름을 지으려는 리스트의 SUB 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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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름을 넣고

를 누릅니다.

• 알파벳으로 이름을 지으려면

를 눌러 ALPHA-LOCK모드로 들어갑니다.

예: YEAR
(Y)

(E)

(A)

(R)

• 다음 명령어는 RUN•MAT 모드(또는 RUN)에서 sub name 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List)n

([)

(])

(n = 1에서 26까지 리스트 번호)

• Sub Name으로 8바이트까지 입력을 하더라도 리스트의 화면에 맞추어 글자수가 표시
됩니다.
• Setup 화면에서 Sub Name이 Off로 설정되어 있으면 List Editor sub 셀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리스트의 재배열
리스트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커서는 어느 위치에 있어
도 상관 없습니다.
• 한 개의 리스트 안에서 재배열하기
오름차순
1. 리스트가 있는 화면에서
( ) (TOOL) (SRT•A)를 누릅니다.
2.“How Many Lists(H)?”라는 표시가 나올 때 1이라 입력합니다.

3.“Select List List No:”라는 표기가 나오면 재배열하려는 리스트의 번호를 입력합
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의 경우와 동일하며 단지 차이점은
니다.

(SRT•A)을 대신해서

(SRT•D)를 누릅

• 다른 리스트를 재배열하기
한 개의 리스트를 재배열하는 것과 연동해서 다른 리스트의 셀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복수의 리스트의 행이 서로 대응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최초의 리스트는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재배열됩니다. 그 이하로 지정할 리스트는
Base List의 셀의 교체에 연동해 셀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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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차순
(TOOL)
(SRT•A)를 누르십시오.
1. 리스트가 스크린에 나오면
2. “How Many Lists(H)?”라는 표시가 나올 때 2라고 입력합니다.

3.“Select Base List List No:”라는 표시가 나오므로 오름차순으로 배열하려는 리스
트의 번호 1을 입력합니다.

4.“Select Second Lists List No:”라는 표시가 나오면 초기 리스트로 연동시킬 리스
트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연동할 리스트가 2개 이상일 경우는 표시에 따라 리스트
의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내림차순
(SRT•A)을 대신해서
(SRT•D)를 누릅
오름차순의 경우와 동일하며 단지 차이점은
니다.
• 정렬하고자 하는 리스트 번호로 1부터 6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리스트의 재배열 시, 동일 리스트명을 입력하면 에러가 발생됩니다. 또 상호
의 리스트의 개수가 달라질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2. 리스트 데이터의 처리
List data는 4칙 연산이나 함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데이터를 쉽고 빠르
게 처리하는 편리한 처리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RUN•MAT(또는 RUN), STAT, TABLE, EQUA, PRGM모드에서 리스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 리스트 데이터 처리의 조작 방법
다음 예제는 RUN•MAT(또는 RUN)모드에서 리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를
누르고
(LIST)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리스트 처리의 조작 메뉴가 표
시됩니다.
•{List}/{L→M}/{Dim}/{Fill}/{Seq}/{Min}/{Max}
/{Mean}/{Med}/{Aug}/{Sum}/{Prod}/{Cuml}/{%}/{

}

조작 끝에 나타나는 모든 닫힌 괄호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리스트 내용을 행렬용 Answer 메모리로 대입
(LIST)

(L→M)

(List)<1~26 리스트번호>

[OPTN]-[LIST]-[L→M]
(List)<1~26 리스트번호> ...

(List) <1~26 리스트번호>
• 위 식에서

(List)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리스트는 같은 수의 항목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
합니다.
예: List → Ma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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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행1의 List 1(2, 3, 6, 5, 4)와 행2의 List 2(11, 12, 13, 14, 15) 내용을
행렬용 Answer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LIST)
(List)

(L→M)
(List)

•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 항목의 수
(LIST)

(Dim)

[OPTN]-[LIST]-[Dim]

(List) <1~26 리스트번호>

• 리스트에 수치가 몇 개 들어가 있는가를 구합니다. 이것을“Dimension”이라고 부릅
니다.
예

List1(36, 16, 58, 46, 56)의 데이터 개수를 구합니다.
(LIST)

(DIM)

(LIST)

• 데이터 개수를 명시해서 리스트 작성

[OPTN]-[LIST]-[Dim]

다음 절차를 활용하여 만들려는 리스트의 데이터 개수를 명시하십시오.
<데이터의 개수 n>
예

(LIST)

(DIM)

(LIST)<리스트 번호1~26>

(n=1-999)

List 1에 내용이 0 인 다섯개의 데이터를 만듭니다.

(LIST)

(DIM)

(LIST)
STAT 모드로 들어가면 새롭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 동일 수치로 치환
(LIST)
예

[OPTN]-[LIST]-[Fill]

(Fill) <value>

(LIST) <리스트 번호1-26>

List 1에 있는 모든 값을 3으로 바꾸기
(LIST)

(Fill)

(LIST)
이 그림은 List 1의 새로운 내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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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N]-[LIST]-[Seq]

• 수열 생성
(LIST)

(Seq)<수식>

<변수이름>

<초기치>

<최종치>

<간격치>

• 결과는 ListAns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예

1², 6², 11²의 수열을 리스트에 넣습니다. f(x) = X²의 변수 X의 초기치1,
최종치 11, 값의 간격은 5입니다.
(LIST)

(Seq)

최종치가 12, 13, 14, 15이더라도 다음 증가값 16보다 작기 때문에 결과 값은 같습니다.

[OPTN]-[LIST]-[Min]

• 리스트에 최소값 구하기
(LIST)
예

(

)

(Min)

(

)

(

)

(List)<리스트번호 1-26>

List 1(36, 16, 58, 46, 56)에서 최소값 구하기
(LIST)
(

)

(

)

(

)

(Min)

(List)

[OPTN]-[LIST]-[Max]

• 최대값을 포함한 리스트 찾기
(LIST) ( )
<리스트번호 1-26>

(Max)

(

)

(

)

(List)<리스트번호 1-26>

(List)

• 지정할 리스트의 수치의 개수가 같지 않을 때는 에러가 일어납니다.
• 결과는 ListAns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예

List 1(75, 16, 98, 46, 56)과 List 2(35, 59, 58, 72, 67) 중에서 가장 큰
수를 포함하는 리스트 찾기
(LIST)
( ) ( )
(List)

( ) (Max)
(List)

[OPTN]-[LIST]-[Mean]

• 데이터 항목의 평균 구하기
(LIST)
예

(

)

(Mean)

(

)

(

)

(List) <리스트번호 1-26>

List 1(36, 16, 58, 46, 56)의 평균값 찾기
(LIST)
(

)

(

)

(

)

(Mea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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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N]-[LIST]-[Med]

• 도수가 붙은 수치의 중앙값 구하기

2개의 리스트에 각각 계급치와 그 빈도수가 들어있을 때는 중앙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리스트1의 Cell 1의 빈도수는 두번째 리스트의 Cell 1의 값과 같습니다.
• 지정할 두 개의 리스트 데이터 수가 같지 않을 때는 에러 표시가 나옵니다.
(LIST)
(
)
(Med)
(List)<리스트 번호 1-26(도수)>
예

(

)

(

)

(List)<리스트번호 1-26(데이터)>

빈도수가 List 2(75, 89, 98, 72, 67)인 List 1(36, 16, 58, 46, 56)의 중앙값
찾기

( ) (
(List)

(LIST) ( )
) (List)

(Aug)

• 리스트 합치기

[OPTN]-[LIST]-[Aug]

• 하나의 리스트에 두 개의 다른 리스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ListAns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LIST) ( )
<리스트 번호 1-26>
예

(Aug)

(

)

(

)

(List) <리스트번호 1-26>

List 1(-3, -2)와 List 2(1, 9, 10) 합치기

( ) (
(List)

(LIST) ( )
) (List)

(Aug)

• 리스트에 데이터 합 구하기
(LIST)
예

(

)

(

)

[OPTN]-[LIST]-[Sum]
(Sum)

(

)

(List)<리스트번호 1-26>

List 1(36, 16, 58, 46, 56)에 있는 데이터 합 구하기
(LIST)
(

)

(

)

(

)

(Sum)

(List)

• 리스트에 있는 값의 총면적 구하기
(LIST)
예

(List)

(

)

(

)

(Prod)

[OPTN]-[LIST]-[Prod]
(

)

(List) <리스트번호 1-26>

List 1(2, 3, 6, 5, 4)의 총면적 구하기
(LIST)
(

)

(

)

(

)

(Prod)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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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누적도수 구하기
(LIST)

(

)

(

[OPTN]-[LIST]-[Cuml]

)

(Cuml)

(

)

(List) <리스트번호 1-26>

• 결과는 ListAns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예

List 1(2, 3, 6, 5, 4)에 있는 각 데이터의 누적도수 구하기
(LIST)
(

)

(

)

(

)

(Cuml)

(List)

• 리스트에 퍼센트 구하기
(LIST)

(

)

(

)

[OPTN]-[LIST]-[%]
(%)

(

)

(List) <리스트번호 1-26>

• 이 계산은 각 항목이 전체 합의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 알려줍니다.
• 결과는 ListAns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예

List 1(2, 3, 6, 5, 4)에 각 데이터에 의해 표현되는 퍼센트 구하기
(LIST)
(

)

(

)

(

)

(%)

(List)

• 리스트 내에서 데이터 간 거리구하기
(LIST)

(

)

(

)

(

[OPTN]-[LIST]-[

) <리스트번호 1-26>

• 결과는 ListAns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예

List 1(2, 3, 6, 5, 4)에서 데이터 간 거리 구하기
(LIST)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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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트 메모리에 ListAns메모리에 있는 내용으로 계산되어진 결과를 저장하려는 위치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st 1→ List2”는
List 1의 결과가 List2
에 저장됨을 의미합니다.
• 새로운
List에 셀의 수는 원래 리스트의 셀의 수보다 작습니다.
• 데이터나 항목이 없는 리스트에
List의 실행은 에러를 일으킵니다.

3. 리스트를 이용한 기본계산
리스트는 리스트끼리 또는 수치와 4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결과는 ListAns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 에러 메시지 보기
• 리스트끼리의 계산의 경우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끼리 계산됩니다. 요소의 객수가 준
비되어 있지 않으면 “Dimensions”이 다른 에러가 됩니다.
• 일부 요소끼리의 계산에 에러가 있을 경우 Ma ERROR가 됩니다.

■ 리스트를 입력하는 방법
연산할 리스트를 입력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름으로 지정된 리스트 입력
• 교체 이름으로 지정된 리스트 입력
• 리스트에 수치 직접 입력

• 이름으로 지정된 리스트 입력
1. RUN•MAT(또는 RUN)모드에서 다음의 키 조작을 하십시오.
(LIST)

(List)

• “List”명령어로 들어가십시오.
2. 명시하려는 리스트의 번호(1-26까지 정수)를 누릅니다.

• 교체 이름으로 지정된 리스트 입력
1. RUN•MAT(또는 RUN)모드에서 다음의 키 조작을
(LIST)

하십시오.

(List)

• “List”명령어로 들어가십시오.
2. 명시하려는 (“ ”)기호로 닫혀진 리스트의 교체 이름을 누릅니다.
예: “Q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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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에 수치 직접 입력
{,} 와
예

를 이용해서 수치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56, 82, 64 입력

({)
(})
• 다른 리스트로 대입
를 이용해서 다른 리스트의 내용으로 대입합니다.
예

List 3(41,65,22)을 List 1로 대입
(LIST)

(List)

(LIST) (List)
위 식에서
( } )를 넣을 수 있습니다.

(List)
대신에

({)

• 특정 리스트 셀에 수치 보기 이름으로 지정된 리스트 입력
특정 리스트 셀의 값을 읽고 이것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를 이용해 셀 번
호를 명시합니다.
예

List 2의 3번 Cell의 값에 사인(sine)을 계산합니다.
(LIST)

(List)

([)

(])

• 특정 리스트 셀에 값 입력
특정 리스트 셀에 값을 입력합니다. 셀의 값은 새로운 값으로 대체됩니다.
예

List3의 2번 Cell의 값에 25 를 입력합니다.
(LIST)

(List)

([)

(])

■ 리스트의 내용 불러내기
예

List1의 내용을 불러냅니다.

(LIST)

(List)

• 위 조작으로 리스트의 내용을 표시하고 ListAns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또 계산에 재사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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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Ans 메모리에 있는 리스트 내용을 계산에 사용
예

ListAns 메모리에 내용을 36으로 곱합니다.

(LIST)

(List)

(Ans)

•
(LIST) (List)
(Ans)는 ListAns 메모리 내용을 가져옵니다.
• 계산 결과는 기존 메모리의 내용을 교체합니다.

■ 리스트를 이용한 함수 그래프 작성
리스트 내의 데이터 변수치로서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 기능을 이용하
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 Y1 = List 1 X 가 있을 때, Y = X, Y = 2X, Y = 3X 가 됩니다.
리스트를 이용한 때는 그래프 기능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리스트로 함수 계산
어떤 함수에서 계산되는 값을 리스트로 할 때는 TABLE 모드의 수 테이블 작성기능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함수식에서 수 테이블을 작성하고 나서 리스트 복사 기능을 사용해 리스
트에 복사합니다.
예

TABLE 모드를 이용해서 함수 Y1 = x 2 -1 에 대한 수 테이블을 만들고 STAT 모드에
서 테이블을 List1로 복사합니다.

1. TABLE 모드에서 함수식 Y1 = x 2 -1 을 입력합니다.
2. 수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3.

를 이용해서 Y1로 갑니다.

4.

(LMEM)을 누릅니다

5.
를 누릅니다.
6. STAT 모드로 들어가서 TABLE 모드 열 Y1 이 List 1로 복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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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를 이용한 함수 계산
수치계산을 할 때와 같이 순서대로 리스트에 의한 함수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산결과가
리스트일 경우 ListAns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예

List

을 이용해

sin(List3)을 실행합니다.

단, Rad 모드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LIST)

(List)

4. 리스트 화일 교체
본 기기는6(File 1 ~ File 6)개의 화일에 26조까지의 리스트(List 1 ~ List 26)를 저장
할 수 있습니다. 각 리스트의 화일을 바꾸고 각각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스트 파일 교체
1. 메인 메뉴에서 STAT 모드로 들어갑니다.
(SET UP)를 누르면 Setup 화면에서 STAT 모드로 들어갑니다.

2.

를 사용하여 “List File”을 반전시킵니다.

3.

(FILE)을 누르고 사용하기 원하는 리스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File 3 선택

(FILE)

리스트에 관한 조작을 하면 List File 3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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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방정식 계산

메인 메뉴에서 EQUA 모드로 들어가십시요.
• {SIML}…{2원 ~ 6원까지 1차 방정식}
• {POLY}…{2차 ~ 6차 방정식}
• {SOLV}…{해구하기}

1. 연립 1차 방정식
2원 ~ 6원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 2원 연립 1차 방정식
a1 x + b1 y = c1
a 2 x + b2 y = c 2
• 3원 연립 1차 방정식

a1x + b1 y + c1z = d1
a 2 x + b2 y + c 2 z = d 2
a 3 x + b3 y + c3 z = d 3
.
..
1. 메인 메뉴에서 EQUA 모드를 선택해 주십시오.

2. SIML 모드를 선택하고, 원수 선택 메뉴 표시를 불러낸 후, 계산하려는 연립 1차 방정식의
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2~6개의 원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순서대로 계수를 입력하시오.
• 입력할 곳에 반전이 되어 있고 계수를 입력할 때마다 입력 위치가 변합니다.
a1 → b1 → c1 → ... a n → bn → c n → (n=2 to 6)
• 계수로 분수 입력도 가능합니다.
를 누르기 전에
를 눌러 입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또는
• 이미 를 누른 다음 저장되어 있는 계수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커서를 옮겨 수정합니다.
•
(CLR)을 누르면 모든 계수가 0으로 돌아갑니다.
4. 계산을 합니다.
예

다음의 연립 1차 방정식을 풉니다.
4x + y - 2z = -1
x + 6y + 3z = 1
-5x + 4y + z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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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EQUA
(SIML)
(3)

③

④

(SOLV)

• 내부 연산은 가수부 15단위로 행하고 답은 가수부 10단위, 지수부 2단위로 표시됩니다.
• 연립 1차 방정식 계산은 계수를 행렬로서 연산처리하고 있으므로, 계수의 행렬이 0에
가까워지면 역행렬의 정밀도가 나빠지기 대문에 답의 정밀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원 연립 방정식의 계산 해는 (x,y,z)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결정자의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정밀도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3원
이상의 연립 방정식은 계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해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에러가 됩니다.
(REPT)를 누른 뒤 계수의 값을 변경하면 새로운 n원 연립 1차
• 계산이 끝난 후,
방정식 계산이 가능합니다.

2. 2차 ~ 6차의 고차방정식
2차 ~ 6차의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 2차 방정식 : ax 2 + bx + c = 0(a ≠ 0)
• 3차 방정식 : ax 3 + bx 2 + cx + d = 0(a ≠ 0)
• 4차 방정식 : ax 4 + bx 3 + cx 2 + d + e = 0(a ≠ 0)
..
.
1. 메인 메뉴에서 EQUA모드를 선택해 주십시오.
2. POLY 모드를 선택하고 원수 선택 메뉴 표시를 불러낸 후, 계산하려는 방정식의 차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2차 ~ 6차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3. 순서대로 계수를 입력하시오.
• 입력할 곳에 반전이 되어 있고 계수를 입력할 때마다 입력 위치가 변합니다.
a → b → c → ...
• 계수로 분수 입력도 가능합니다.
• 또는

를 누르기 전에

를 눌러 입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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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른 다음 저장되어 있는 계수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커서를 옮겨 수정
• 이미
합니다.
(CLR)를 누르면 모든 계수가 0으로 돌아갑니다.
•
• 계산을 합니다.
예

다음의 3차 방정식을 풉니다.( 각 단위 = Rad )
x3 − 2x2 − x + 2 = 0

①
②

EQUA
(POLY)
(3)

③
④

(SOLV)

해가 여러 개일 때 (예 : x 3 + 3 x 2 + 3 x + 1 = 0 )

해가 복소수일 때 ( 예 : x + 2 x + 3 x + 2 = 0 )
복소수 모드 : 실수 (페이지1-27)
3

2

복소수 모드 : a + bi

복수소 모드 : r ∠

• 내부 연산은 가수부 15단위로 행하고 답은 가수부 10단위, 지수부 2단위까지 표시됩니다.
•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계산할 때는 답을 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
니다.
• 해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에러가 됩니다.
• 고차 방정식 계산은 해가 여러 개 있을때 정확한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REPT)를 누른 뒤 계수의 값을 변경하면 새로운 n차 연립 방정식
• 계산이 끝난 후,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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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구하기
Solve

Calculation 모드는 방정식을 풀 필요없이 변수의 값을 구할 있게 합니다.

1. 메인메뉴에서 EQUA 모드를 선택해 주십시오.
2. SOLV 모드를 선택하고, 방정식을 입력하세요.
• 등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본 기기는 수식이 등호의 왼쪽에 있고, 오른쪽엔 0 이 있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 등호가 한 개 이상 입력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3. 변수 테이블이 화면에 나타나고 각 변수값을 입력합니다.
• 상한과 하한을 직접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해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4. 해를 구하는 변수를 선택합니다.
풀이식의 왼쪽과 오른쪽을“Lft”와“Rgt”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1

*1

이 계산은 뉴튼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수인 결과값에 대해 Lft 나 Rgt값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Lft 와 Rgt의 차이가 작을수록 에러율은 낮습니다.

예

공을 공중으로 던졌을 때 다음 식을 활용하여 속도 V를 구합니다.
H=14(미터), T=2(초), G=9.8(m/s²)
H= VT-1/2 GT²

①
②

EQUA
(SOLV)
(H)

③

④

(=)

(V)
(G)

(T)

(H=0)
(V=0)
(T=2)
(G=9.8)
로 V=0을 반전시키고

(SOLV)를

누릅니다.

• 결과값에 대해 수렴정도가 낮다고 생각될 때 “Retry”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 풀이연산은 하나의 답을 낼 것입니다. 고차 방정식으로 여러 개의 해를 구할 때는 POLY
모드를 사용하세요. ( ax 2 + bx + c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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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그래프 기능
메인 메뉴에서 그리고 싶은 그래프 타입이나 생성하고 싶은 테이블의 종류의 아이콘을
선택하십시요.
• GRAPH … 일반 함수 그래프 그리기
• RUN•MAT(or RUN) … 매뉴얼 그래프 그리기(페이지 5-12 ~ 5-15)
• TABLE … 수 테이블 생성(페이지 5-15 ~ 5-19)
*
• DYNA … 다이나믹 그래프 그리기(페이지 5-20 ~ 5-22)
*
• RECUR … 점화식 그래프 또는 수 테이블 생성(페이지 5-22 ~ 5-26)
*
• CONICS … 원뿔 곡선 생성(페이지 5-27)
*
fx-7400GⅡ는 제외.

1. 예제 그래프
■ 단순 그래프 그리기(1)
단순히 응용함수를 입력함으로써 그릴 수 있습니다.
1. 메인 메뉴에서 GRAPH 모드로 들어갑니다.
2. 그리기 원하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V-Window를 사용해 그래프의 범위와 변수들을 설정합니다. 페이지 5-2를 참조하십시오.
3. 그래프를 그립니다.
y=3 x 2 그리기

예
①
②
③

GRAPH
(DRAW) (or

)

• 그래프가 표시되는 동안
를 누르면 단계2로 돌아갑니다(그래프 관계 리스트).
(G ↔ T)를 누름으로써 그래프 관계 리스트와 그래프 화면
그래프를 그린 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 단순 그래프 그리기(2)
메모리에는 20개의 함수를 저장할 수 있고 그릴려는 함수를 선택합니다.
1. 메인 메뉴에서 GRAPH 모드로 진입합니다.
2. 함수 타입을 명시하고 그리기 원하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다음 타입의 표현을 GRAPH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교좌표식 그래프(Y= f (x) ), 극좌표식 그래프, 파라메타함수식 그래프, 직교좌표식
그래프(Y= f ( y ) ), 부등식그래프
(TYPE)

(Y=) … 직교좌표식 그래프(Y= f (x) )
(r=) … 극좌표식 그래프
(Parm) … 파라메타함수식 그래프
(X=) … 지교좌표식 그래프(Y= f ( 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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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

(

Y=) ~

(

)

(

)

(Y 〉 ) ~

(

)

(

)

(

Y≤)

(
X=) ~

(

X ≤ ) … 함수타입변경

(Y ≤ ) ... 왼쪽에 Y 부등식

(X 〉 ) ~

(X ≤ ) ... 왼쪽에 X 부등식

원하는 만큼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요.
그리고 어떤 함수을 메모리에 저장할지 선택하십시요(페이지 5-6)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서 특정 함수를 정하지 않으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그래프를 그립니다.
3. 그래프를 그립니다.
• 아래 각 그래프의 선 모양의 하나를 선택하려면 위 절차의 두 번째 단계에서
(STYL)를 누를 때 나타나는 함수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 보통 (초기값)
) ... 두껍게(보통 두께의 두 배)
) ... 굵은 점선
) ... 점선

• 복합 부등식을 연속적으로 그릴 때, 두 부등식의 겹쳐지는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SETUP))에서“Ineq Type”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업 화면(
(AND) ... 부등식의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면적만
채웁니다.
(OR) ... 부등식의 조건이 만족되는 모든 면적을
채웁니다.

예

Y1 = 2x²-3, r2 = 3sin2
GRAPH
①
(TYPE)
(Y=)
②
(TYPE)
(r=)
(DRAW)
③

함수입력과 그래프 그리기

2. 그래프 화면 조작
■ V-Window(뷰 윈도우) 설정
x축, y축의 범위를 정하고 및 양축에 표시되어 있는 눈금의 간격을 설정하려면 VWindow를 사용하십시오.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우선 그래프의 V-Window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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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Window 설정하기
1. 메인 메뉴의 GRAPH 모드로 들어갑니다.
2.
(V-WIN)을 눌러 V-Window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직교좌표 설정
Xmin/Xmax … X축의 최소치/최대치
Xscale … X축의 눈금의 간격
Xdot … X축에 있는 한 점의 값
Ymin/ Ymax … Y축의 최소치/최대치
Yscale …Y축의 눈금의 간격
극좌표 설정
T min … T, 의 최소치
T max … T, 의 최대치
T ptch … T, 의 핏치

3.

를 움직여 각 변수에 적절한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
를 눌러 실행을
완료합니다.
• {INIT}/{TRIG}/{STD}…V-Window {내용 초기화}/{각도단위에 맞추어 초기화}/
{표준화}
• {STO}/{RCL} … V-Window 설정 {저장}/{불러내기}
나

(QUIT)를 눌러V-Window Setup 화면을 해제합니다.

• 커서( )가 점멸하는 동안 아무런 입력 없이
해제합니다.

를 누르면 V-Window 설정화면을

• V-Window 설정상 주의사항
• T ptch에 0을 넣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V-Window 범위 이상의 수치나 음부호 등 부적절한 수치를 입력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T max가 T min 보다 작을때 T ptch는 음수가 됩니다.
• V-Window에는 식(에를들어 2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V-Window의 설정에 의해 좌표축이 표시되지 못할 경우에는 원점에 가까운 화면의
가장자리에 좌표축이 표시됩니다.
• V-Window 설정을 변경하면 현재 표시되고 있는 그래프를 지우고 새로운
좌표축으로 나타납니다.
• Xmin과 Xmax를 바꾸면 X점의 값은 자동조절됩니다. X점을 바꾸면 Xmin과 Xmax가
자동 조절됩니다.
• V-Window이 설정이 T ptch 값을 T max가 T min의 차이에 비해 너무 크게 만들면
극좌표(r=)나 파라메타 그래프는 불연속이 되고 실제와 다른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T ptch 값을 T max가 T min의 차이에 비해 너무 작으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 설정할 수 있는 V-Window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9.999999999E 97 to 9.999999999 E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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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Window 메모리
V-Window 내용을 V-Window 메모리에 최대 6세트까지 보존하고 불러낼 수 있습니다.
• V-Window 설정 저장하기
1.
2.
3.
4.

메인 메뉴의 GRAPH 모드를 누릅니다
(V-MIV)를 눌러서 V-Window Setup 화면으로 들어가고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
다.
(STO)를 눌러서 팝업창을 띄웁니다.
숫자를 눌러 저장할 V-Window 메모리 번호를 지정한 다음
를 누릅니다.
를
누르면 V-Window 메모리 1번(V-Win1)의 설정을 저장합니다.

• V-Window 설정 불러내기
5.
6.
7.
8.

메인 메뉴의 GRAPH 모드를 누릅니다
(V-MIV)를 눌러서 V-Window Setup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STO)를 눌러서 팝업창을 띄웁니다.
숫자를 눌러 불러낼 V-Window 메모리 번호를 지정한 다음
를 누릅니다.
누르면 V-Window 메모리 1번(V-Win1)의 설정을 불러냅니다.

■ 그래프 범위 정하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함수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메인 메뉴의 GRAPH 모드를 누릅니다.
2. V-Window 설정을 합니다
3. 함수 타입을 정하고 함수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함수식입니다.
([)시점
종점
(])
함수
4. 그래프를 그립니다.
예

2

y = x + 3x -2 의 그래프를 -2 ≤x≤ 4 의 범위로 그린다.
아래의 V-Window설정을 사용합니다.
Xmin = -3
Ymin = -10

Xmax = 5
Ymax = 30

①
②

(GRAPH)
(V-WIN)

③

(TYPE) (Y=)
([)
(DRAW)

④

Xscale = 1
Yscale = 5

(])

• 직각좌표, 극좌표, 파라메타 함수식, 부동식 등의 그래프를 그릴 때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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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 Zoom (줌)
이 기능은 화면에 그래프를 확대하거나 축소합니다.
1. 그래프를 그립니다.
2. 줌 타입을 지정합니다.
(ZOOM)

(BOX) … 박스 줌
표시 영역 주변에 박스를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확대
합니다.
(FACT)… factor줌 기능 실행시의 x축, y축 방향의 줌 비율지정
(IN)/ (OUT)… factor줌
factor줌 기능으로 지정한 비율에 맞춰 그래프를 확대 및
축소하고 포인터 위치를 중심에 맞춥니다.
(AUTO) …Auto 줌
y축 방향 꽉차게 그래프를 그리도록, y축의V-window 값을
자동적으로 설정
(ORIG)… 박스 줌 기능 또는 factor줌 기능에 의해 확대,
축소된 그래프를 원래의 크기로 돌립니다.
(SQR)… V-window 값을 그대로 V-window 비율이y/x=1이 되도록
x값을 보정
(RND)… 포인트 좌표값은 적절한 유효단위수로 넣는다.
(INTG)… V-window 값의 x축, y축 방향의 값이 정수값이
되도록 변환
(PRE)… 줌 기능에 의해 변환된 V-window 내용을 직전값으로
돌립니다.

박스줌 범위 명시
3. 박스의 한쪽 끝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포인터( )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를
누릅니다.
4. 포인트를 움직이면 박스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크기까지 움직이고
를 누르면
그래프가 표시화면 크기로 확대됩니다.
예

①

y = (x + 5)(x + 4)(x + 3)의 그래프를 박스 줌 기능에 의해 확대한다.
단, V-window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Xmin = -8
Xmax = 8
Xscale = 2
Ymin = -4
Ymax = 2
Yscale = 1

GRAPH
(V-WIN)
(TYPE)

(Y=)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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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ZOOM)

③

~

④

~

,

(BOX)

~

• 두 개의 포인트를 지정해야 하며 수직이나 수평으로 위치할 수 없습니다.

3. 그래프 그리기
메모리에는 20개까지 함수가 저장 가능하고 수정, 재사용, 그래프 그리기 등이 가능
합니다.

■ 그래프 타입 명시
그래프 함수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전에 반드시 그래프 타입을 명시해야 합니다.
1. 그래프 함수식 메뉴 표시에서
됩니다.

(TYPE)를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 타입 메뉴가

• {Y=}/{r=}/{Parm}/{X=} … {직교좌표식에 설정(Y=f(x)type)}/{극좌표식에 설정}/
{파라메타함수식에 설정}/{ 직교좌표식에 설정(Y=f(y)type)}

• {Y>}/{Y<}/{Y ≥ }/{Y ≤ } … {Y>f(x)}/{Y<f(x)}/{Y ≥ f(x)}/{Y ≤ f(x)}의 부등식
• {X>}/{X<}/{X ≥ }/{X ≤ } … {Y>f(y)}/{Y<f(y)}/{Y ≥ f(y)}/{Y ≤ f(y)}의 부등식
• {CONV}
• {
{

Y=}/{

Y>}/{

Y<}/{

Y ≥ }/{

Y ≤ }{

X=}/{

X ≤ } … {선택된 함수의 타입을 변경}

X>}/{

X<}/{

2. 명시하고 싶은 함수 타입을 누릅니다.

■ 그래프 함수 저장

• 직교좌표식 함수 저장(Y=)
예

2

메모리 영역 Y1에 다음 계산 저장: y = 2x – 5
(TYPE)

(Y=) (직교좌표식의 설정)
(식 입력)
(식 등록)

• 이미 다른 종류 타입의 함수를 가진 영역에는 함수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타입이 있는 곳에 저장하거나 기존 함수를 지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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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 파라메타 함수 저장
예

Xt3 과 Yt3 메모리 영역에 다음의 식 저장 :
x = 3sinT
y = 3cosT
(TYPE)

(Parm) (파라메타식 명시)
(x식 입력과 저장)
(y식 입력과 저장)

• 복합함수 생성
예

Y1과 Y2의 관계를 활용하여 Y3과 Y4에 복합함수 생성

Y1◦Y2 를 Y3으로 Y2◦Y1를 Y4로 대입합니다.

Y3 과 Y4에 관계를 입력합니다.

(TYPE)

(Y=)

(Y)

(GRPH)

(Y)
(GRPH)

(Y)

(Y)
• 복합함수는 5 개의 함수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프 함수에 계수와 변수 값 지정
예

식Y = AX²- 1에서 변수 A에 값 -1, 0, 1입력, 각 값에 대한 그래프 그리기
(TYPE) (Y=)
(A)
(GRAPH) (Y)
(=)
(GRAPH)
(=)
(GRAPH) (Y)
(=)
(SEL)
(DRAW)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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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화면은 Trace 함수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5-29 “함수 분석”을 참조하십시요.

■ 함수 수정과 삭제

• 메모리에 있는 함수 수정
2

예

2

Y1영역에 있는 함수y = 2x -5에서 y = 2x -3으로 정정
(커서의 표시)
(내용의 정정)
(그래프 함수식의 등록)

• 그래프 함수의 선모양 변경
와

1. 그래프 함수 리스트에서

를 이용하여 변경하려는 함수를 선택합니다.

2.
(STYLE)을 누릅니다.
3. 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예

2

Y1영역에 있는 함수 y = 2x – 3 의 라인 타입을“Broken”으로 바꿉니다.
(STYL)

• 함수의 타입 변경

(

) (“Broken”선택)

*1

1. 그래프 함수 리스트에서
2.

(TYPE)

과

을 이용하여 변경하려는 함수를 선택합니다.

(CONV)을 누릅니다.

3. 함수 타입을 선택합니다.
예

2

(TYPE)
*1

2

Y1영역에 있는 y = 2x -3 의 함수 타입을 y < 2x -3 로 변경합니다.
(CONV)

(

Y<)(함수타입을 “Y<”로 변경)

변경 가능한 함수타입은 직각좌표식과 부등식입니다

• 함수의 삭제
1. 그래프 함수 리스트에서
2.

(DEL)이나

과

을 이용하여 삭제하려는 함수를 선택합니다.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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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ES)를 누르면 함수가 지워지고

(NO)를 누르면 삭제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 (Xt2와 같은) 파라메타 함수에서는 삭제는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Xt2, Yt2)

■ 그래프 함수 선택
• 그래프를 그릴것인가/그리지 않을 것인가 설정
1. 그래프 리스트에서 그리지 않으려는 곳으로 커서 이동키(
2.
•
3.
예

,

)를 옮깁니다.

(SEL)을 누릅니다.
(SEL)을 누를때 On과 Off 선택할 수 있습니다.
(DRAW)을 누릅니다.
다음의 함수식을 선택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Y1 = 2x²– 5, r2 = 5 sin3
단, V-window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Xmin = -5,
Xmax = 5,
Xscale = 1
Ymin = -5,
Ymax = 5,
Yscale = 1
T

min = 0,

T

max =

,

T

ptch = 2 /60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함수식의 등록 영역을 선택)
(SEL)(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상태로 설정)
(DRAW) 또는
(그래프 그리기)

• Setup 화면에서 아래의 모드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 그래프를 그릴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프 좌표격지점 표시설정(Grid) 모드를 ON 으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화면상에 좌표격자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프 좌표축 표시설정(Axex) 모드를 OFF 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화면상에 좌표축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그래프 좌표축명(x,y) 표시설정(Label) 모드를 ON으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화면상에 좌표축명(x,y)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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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메모리
그래프 메모리를 사용하면 그래프함수식을 20종류까지 보존하고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 메모리에 다음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
•
•
•

그래프함수식(최대 20 개)
그래프 타입의 설정 상태
함수식 그래프 라인 정보
함수식의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안그릴것인가
V-Window 설정(1 set)

•

Picture 메모리 그래프 저장

1.

(GMEM)

(STO)을 눌러 팝업창을 띄웁니다.

2. 그래프 함수식을 저장하려는 위치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를 누르면

그래프 함수식이 그래프 메모리 1 에 저장됩니다. (G-Mem1)
• 그래프메모리의 번호는 G-Mem1에서 G-Mem20 까지 할당됩니다.
• 같은 메모리 영역에 그래프 함수식을 보존하면 이전에 보존되어 있던 내용은
지워집니다.
• 데이터가 메모리 용량을 초과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1.

그래프 함수식 호출
(GMEM)

(RCL)을 눌러 팝업창을 띄웁니다.

2. 그래프 함수식을 호출하려는 위치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를 누르면

그래프 함수식이 그래프 메모리 1 에 호출됩니다. (G-Mem1)
• Picture 메모리에 있는 그래프를 호출하면 현재 표시되는 그래프는 지워집니다.

4. Picture 메모리에 그래프 저장
현재 그려져 있는 그래프의 화상을 20개까지 픽처메모리에 저장해 불러낼 수 있습니다.
보존된 화상을 배경으로 그래프는 겹쳐 그릴 수 있으며 대단히 편리합니다.

•

Picture 메모리 그래프 저장

1. GRAPH 모드에서 그래프를 그린 후

(PICT)

2. 그래프 그림을 저장하려는 위치를 선택하고

(STO)을 눌러 팝업창을 띄웁니다.

를 누릅니다.

를 누르면 그래프

그림 함수식이 Picture 메모리 1 에 저장됩니다. (Pict1)
• 그래프메모리의 번호는 Pict 1에서 Pict 20까지 할당됩니다.
• 같은 메모리 영역에 그래프 함수식을 보존하면 이전에 보존되어 있던 내용은 지워
집니다.
• 듀얼그래프 화면 등 2분할해서 표시되는 화면은 보존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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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된 그래프 호출

1. GRAPH 모드에서 그래프를 그린 후,

(PICT)

(RCL)를 눌러 팝업창을 띄웁니다.

2. 그래프 함수식을 호출하려는 위치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그래프 함수식이 그래프 메모리 1 에 호출됩니다.(Pict1)

를 누르면

• Picture 메모리에 있는 그래프를 호출하면 현재 표시되는 그래프는 지워집니다.
• Picture 메모리로부터 호출된 그래프는 Cls 함수(페이지5-28)를 이용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5. 듀얼 그래프
■ 그래프를 서브 화면으로 저장
듀얼그래프는 화면을 둘로 분리해서 2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2종류
의 함수식의 그래프를 비교하거나 그래프를 확대그리기를 동시에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
으므로 함수식의 그래프 분석에 편리합니다.
듀얼그래프에서는 왼쪽 화면이 “메인화면” 오른쪽 화면이 “서브화면”입니다.
메인화면(Main Screen)
등록되어 있는 함수식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서브화면(Sub Screen)
메인그래프 화면에 그린 그래프를 복사해거나 확대, 축소결과 등을 그립니다. 또
그래프 화면과는 다른V-Window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메인

• 서브화면에 그래프 복사하기
1. 메인 메뉴에서 GRAPH 모드로 들어갑니다.
2. Setup 화면에서 G+G 를 선택해 듀얼그래프를 그립니다.
3. 메인화면에 적합한 V-Window 설정을 합니다.
(RIGHT)를 눌러 서브화면의 설정을 선택하고
갑니다.
4. 함수를 저장하고 메인화면에 그래프를 그립니다.

(LEFT)를 눌러 메인화면으로 돌아

5. 듀얼그래프 조작을 합니다.
(COPY) … 메인화면에 그래프를 서브화면으로 복사합니다.
(SWAP) … 메인화면의 내용과 서브화면의 내용을 바꿉니다.
• 듀얼 그래프가 지시하는 표시는 그래프 관계 리스트에서 식의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서브 화면 그래프를 나타냅니다.(화면의 오른쪽)
화면의 양쪽에 그려진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위의 예의 화면에서처럼 “

” 마크가 있는 함수로 연산을 행하는 것은 그래프가 화면

의 오른쪽에 그려지도록 합니다. “

”마크가 있는 함수는 그래프의 양쪽에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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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를 누르면 반전되어 있는 함수의 하나가 “ ”나“ ”표시가 사라지도록 합니
다. 표시가 없는 함수는 (화면 왼쪽에 있는) 메인화면 그래프처럼 그려집니다.
예

y = x (x + 1)(x –1)을 메인화면과 서브화면에 그립니다.
단, V-window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메인화면)

Xmin
Ymin
Xmin
Ymin

(서브화면)

①
②

-2,
-2,
-4,
-3,

Xmax
Ymax
Xmax
Ymax

=
=
=
=

2,
2,
4,
3,

Xscale
Yscale
Xscale
Yscale

=
=
=
=

0.5
1
1
1

GRAPH
*

(SET UP)
*

③

=
=
=
=

(G+G)

fx-7400GⅡ, fx-9750GⅡ:

(V-WIN)

(RIGHT)

④

(TYPE)

(Y=)

(DRAW)
⑤

(COPY)

• 그래프가 표시되는 동안

를 누르면 단계4로 돌아갑니다.

6. 매뉴얼 그래프
■ 직교좌표식 그래프
RUN·MAT(or RUN) 모드에서 그래프 명령어를 이용해 직교좌표식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
니다.
1. 메인 메뉴에서 RUN·MAT(or RUN)모드로 들어갑니다.
2. 적합한 V-Vindow 설정을 합니다.
3. 직교좌표식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4. 함수를 입력합니다.
예

y = 2x²+ 3x – 4를 그립니다.
단, V-window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Xmin = -5,
Xmax = 5,
Xscale = 5
Ymin = -10, Ymax = 10, Yscale = 5

①

RUN·MAT(or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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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V-WIN)

③

(SKTCH)
(GRPH)

(Cls)

(Y=)

④
• 어떤 함수들은 내장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내장 체계 함수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직교좌표 그래프

- x 와

극좌표 그래프

변수 입력은 내장 함수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 내장함수를 입력할 때, 다른 연산이나 값들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 한 화면에 여러 개 그래프 그리기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대입하여 화면에 그래프로 보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메인메뉴에서 GRAPH 모드로 들어갑니다.
2. Sepup 화면에서 듀얼그래프 설정을 OFF로 합니다.
3. 적합한 V-Window 설정을 합니다.
4. 함수 타입을 정하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함수식입니다.
( [ )변수
(=)
변수 한 개인 수식
값
5.

값

...

값

( ] )

그래프를 그립니다.

예

A가 3,1,-1 로 변할 때 그래프 y = Ax² -3 을 그립니다.
단, V-window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Xmin = -5,
Xmax = 5,
Xscale = 1
Ymin = -10, Ymax = 10, Yscale = 2
①
②

GRAPH
*

(SET UP)
*

③

(Off)
fx-7400GⅡ, fx-9750GⅡ:

(V-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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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④

(TYPE)

⑤

( [ )
( ] )
(DRAW)

(Y=)

(A)
(=)

변수 한 개에 대한 값만 변합니다.
변수 이름으로 X,Y,r, , T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수에 변수를 중복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Simul그래프 기능이 켜져 있을 때 변수값은 연속적으로 지정되어 그려집니다.
직각좌표,극좌표, 파라메타식 함수, 부등식에서 덮어쓰기가 가능합니다.

■ 그래프 복사 및 붙여넣기
클립보드에 그래프를 복사하고 화면으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ype1 (Y=수식)
등호의 왼쪽에 Y가 있는 함수는 Y=수식으로 그려집니다.
예: Y=X 붙여넣고 그래프 그리기
• Y 왼쪽에 있는 여백은 무시됩니다.
Type2 (수식)
이 수식을 붙여넣으면 Y=수식을 그립니다.
예: X를 붙여넣고 Y=X를 그립니다.
• 수식의 왼쪽에 있는 여백은 무시됩니다.
•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를 이용한 함수 그리기
1.
2.
3.
4.
5.
6.

예

클립보드에 그리고 싶은 함수를 복사합니다.
메인메뉴에서 GRAPH 모드로 들어갑니다.
Sepup 화면에서 듀얼그래프 설정을 OFF로 합니다.
적합한 V-Window 설정을 합니다.
그래프를 그립니다.
식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프 y = 2x²+ 3x – 4 가 표시되어 있을 때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는 Y=X를
붙여 넣습니다.
단, V-window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Xmin = -5,
Xmax = 5,
Xscale = 2
Ymin = -10, Ymax = 10, Yscale = 5

5-14

①

RUN·MAT(or RUN)
(Y)
(CLIP)

②

(COPY)

GRAPH
(SET UP)

③

*

④
⑤

(=)

*

(Off)

fx-7400GⅡ, fx-9750GⅡ:

(V-WIN)
(TYPE)

(Y=)

(DRAW)
⑥

(PASTE)

• 붙여넣기는 듀얼화면 설정이 “Off”일 때 가능합니다.
• 붙여넣기를 하는데 제한은 없더라도 트레이스(trace)나 다른 함수에 의해 만들어진 그
래프에 대한 붙여넣기는 총30개까지 가능합니다. (수식 그래프 20개와 복사된 함수를
사용하는 그래프)
• 트레이스(trace)를 사용하는 붙여넣기된 그래프는 Y=수식과 같은 형태로 표시됩니다.
• 화면을 cleargk지 않고 다시 그리면 모든 이전 그래프는 다시 그려집니다.

7. 테이블 이용
메인메뉴에서 TABLE 아이콘을 선택해서 TABLE 모드로 들어갑니다.

■ 함수 저장 및 수 테이블 생성
• 함수 저장
예

메모리 영역 Y1에 함수 y = 3x²-2 저장

커서 이동키
, 를 이용해서 Table 관계 리스트에서 반전되는 부분을 함수를 저장하
려는 위치로 옮깁니다. 그리고 함수를 입력하고
를 눌러 저장합니다.
• 변수 지정
수 테이블을 만들 때 변수x에 값을 지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 테이블 범위 방법
변수 값의 변화 범위를 지정합니다.
• 리스트
리스트에 있는 값이 x 변수값으로 감해지고 수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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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테이블 범위 이용하여 테이블 생성
-3에서 3까지 변하는 변수 x를 가진 테이블 생성(증분은 1)
TABLE
(SET)

변하는 값 x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시점 ……… 변하는 값 x 가 시작하는 점
종점 ……… 변하는 값 x 가 끝나는 점
증분 ……… x가 변하는 증가분
테이블 범위를 지정하고

•

를 눌러 Table관계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리스트 이용하여 테이블 생성

1. Table 관계 리스트가 보일 때 Set up화면을 표시합니다.
2. 변수를 반저시키고
(LIST)를 눌러 팝업창을 띄웁니다.
3.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 예를 들어 List 6을 선택하려면
를 누릅니다. 변수가 List6으로 변합니다.
를 눌러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 사용할 리스트를 지정하고

•

테이블 생성

예

테이블 관계 리스트 위치 Y1과 Y3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의 테이블 생성

,
를 이용해서 반전되는 부분을 테이블
커서 이동키
을 생성하려는 위치로 옮깁니다.
(SEL)을 눌러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선택된 함수의“=”기호가 반전됩니다.
커서를 이용해 다른 함수로 이동합니다.

(TABL)를 눌러 선택한 함수로 테이블을 만듭니다.
선택되어진 x의 범위와 리스트에 따라 값이 생성됩니다.
예제 그림은 List 6(-3,-2,-1,0,1,2,3)에 기초한 결과
입니다.

각 셀은 음수부호까지 포함하여 6자리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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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 테이블 생성

Set up 화면의 미분표시 설정을 On으로 하면 생성되는 수 테이블에 미분계수를 포함
하게 됩니다.
미분계수(dx/dy)에 커서를 둡니다.

• 그래프 식에 범위가 명시된 그래프가 포함되거나
덮어쓰여진 그래프가 존재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함수 타입 지정
아래의 세가지 함수 타입이 있습니다.
• 직각좌표(Y=)
• 극좌표(r=)
• 파라메타(Parm)
1. 화면의 관계리스트에서
(TYPE)을 입력합니다.
2. 함수타입을 고르기 위해 적합한 숫자 키를 누릅니다.
• 수 테이블은 관계 리스트(Table Func)에 명시된 함수에 대해서만 생성됩니다.
여러 가지 함수를 섞어서 수 테이블을 만들 수 없습니다.

■ 테이블 수정
다음의 테이블 메뉴가 사용 가능합니다.
•
•
•
•
•

x 값의 변경
열 수정(삭제, 삽입, 추가)
테이블 삭제
커넥트(Connect) 타입의 그래프 그리기
플롯(Plot) 타입의 그래프 그리기

• {FORM} ... {테이블 관계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 {DEL} ... {테이블 삭제}
• {ROW}
• {DEL}/{INS}/{ADD} ... {삭제}/{삽입}/{추가}
• {G·CON}/{GPLT} ... {커넥트(Connect) 타입}/{플롯(plot)타입} 그래프

• 0 으로 나누어지는 비정상적인 계산은 에러를 일으키며 원래의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테이블의 x 열이 아닌 열은 직접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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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열을 리스트로 복사
간단한 조작으로 수치 테이블의 열을 리스트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커서 이동키
,
를 이용해서 복사하기 원하는 열로 이동합니다. 행의 위치는 상관
없습니다.

•
예

테이블을 리스트로 복사
열 x의 내용을 List1로 복사합니다.
(LMEM)

복사하려는 리스트 번호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수 테이블로부터 그래프 그리기
다음 절차를 이용하여 수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 있는 값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1.
2.
3.
4.
5.
6.

메인 메뉴에서 TABLE모드로 들어갑니다.
V-Window 설정을 합니다.
함수를 저장합니다.
테이블 범위를 정합니다.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그래프 타입을 선택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G·CON) … 라인 그래프
(G·PLT) … 플롯 타입 그래프

• 그래프를 그린 후,
예

(G↔T)나

를 눌러서 수 테이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아래 두 함수를 저장하고 수테이블을 생성하며 라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변수는 -3에서 3까지 1씩 증가합니다.
Y1 = 3x²- 2, Y2 = x²
단, V-window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Xmin = 0,
Xmax = 6,
Xscale = 1
Ymin = -2,
Ymax = 10, Yscale = 2

①
②

TABLE
(V-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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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YPE)

④

(SET)

⑤
⑥

(TABL)
(G·CON)

(Y=)

• 그래프를 그린 후, Trace, Zoom, Sketch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 테이블과 그래프 연속 실행
Setup 화면에서 T+G 듀얼 화면을 명시해두면 동시에 수테이블과 그래프를 볼수 있습니다.
메인메뉴에서 TABLE모드로 들어갑니다.
V-Window 설정을 합니다.
Setup 화면에서 T+G 듀얼 화면을 선택합니다.
함수를 입력합니다.
테이블 범위를 지정합니다.
수 테이블은 오른쪽 서브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래프 타입을 지정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1.
2.
3.
4.
5.
6.
7.

(G·CON) … 라인 그래프
(G·PLT) … 플롯 타입 그래프
예

함수 Y1= 3x²- 2를 저장하고 연속적으로 수 테이블과 라인 그래프를 표시합니
다. 테이블 범위는 -3에서 3까지 1씩 증가합니다.
단, V-window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Xmin = 0,
Ymin = -2,
①

②
③

Xmax = 6,
Ymax = 10,

Xscale = 1
Yscale = 2

TABLE
(V-WIN)
(SET UP)
*

④

(TYPE)

⑤

(SET)

⑥
⑦

(TABL)
(G·CON)

*

(T+G)

fx-7400GⅡ, fx-9750GⅡ:

(Y=)

• Setup 화면의 “듀얼 화면” 설정은 TABLE 모드와 RECUR모드에도 적용됩니다.
•

(CHNG)나

를 눌러 수 테이블을 활성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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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이나믹 그래프
중요!
• fx-7400GⅡ에는 DYNA모드가 없습니다.

■ 다이나믹 그래프의 사용
함수식의 계수 값을 갖는 범위에서 변화시킬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의 계수나 항이 함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그래프의 형태나 위치의 변화에 의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1

메인메뉴의 DYNA모드를 누릅니다.
V-Window설정을 합니다.
Setup화면에서 다이나믹 타입을 설정합니다.
(Cnt)...연속그리기
(Stop)...10회 그린 후 자동으로 멈춤
*1
커서키를 이용해 내장되어 있는 리스트 에서 함수 타입을 설정합니다.
*2
계수를 입력하고 다이나믹 변수를 설정합니다.
시작점과 끝점, 증가분을 명시합니다.
그리기 속도를 정합니다.
(SPEED)
( )...그릴 때 마다 정지함(Stop&Go)
( )...초기 설정의 1/2속도로 설정(Slow)
( )...초기 설정되어 있는 속도로 설정(Normal)
( )...초기 설정의 2배 속도로 설정(Fast)
다이나믹 그래프를 그립니다.
7가지 내장함수
2
2
• Y=AX +BX+C
• Y=AX+B
• Y=A(X+B) +C
• Y=Asin(BX+C) • Y=Acos(BX+C)
• Y=Atan(BX+C)
(TYPE)를 누른 후 함수를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2

• Y=AX 3+BX +CX+D

*2

를 누르고 파라메타 설정 메뉴를 표시합니다.
• 에러 메시지 “Too Many Functions”는 하나 이상의 함수가 입력될 때 나타납니다.
예

y = Α( x − 1) 2 − 1 의 계수A의 값을 2에서 5까지 1개씩 변화시켜서 다이나믹
그래프를 그릴 조건을 설정합니다. 10번 박복해서 그립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DYNA
(V-WIN) (INIT)
*
(SET UP)
(STOP)
fx-9750GⅡ:
(B-IN)
(SEL)
(VAR)
(SET)
(SPEED) ( )
(DYNA)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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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를 반복합니다.

■ 다이나믹 그래프 궤적 설정(LOCUS) 그리기
설정 화면에서 다이나믹 그래프 궤적 설정 모드를 열면 계수를 변경하여 그래프를 겹쳐
그릴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예

메인 메뉴의 DYNA모드를 누릅니다.
V-Window설정을 합니다.
Setup화면에서 “Locus”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커서키를 이용해 내장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함수 타입을 설정합니다.
계수를 입력하고 다이나믹 변수를 설정합니다.
시작점과 끝점, 증가분을 명시합니다.
그리기 속도를 Normal로 정합니다.
다이나믹 그래프를 그립니다.

y = Αx 의 계수A의 값을 1에서 4까지 1개씩 변화시켜 다이나믹 그래프를 그릴
조건을 설정합니다. 10번 반복해서 그립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DYNA
(V-WIN) (INIT)
*
(SET UP)
(ON)
fx-9750GⅡ:
(B-IN) (SEL)
(VAR)
(SET)
(SPEED) ( )
(D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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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T교체 함수 그래프 계산
다이나믹 그래프 X축에 또는 모든 다른 점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설정은 오직
Y=그래프 함수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1.
2.
3.

4.

(SET UP)을 눌러 셋업 화면을 표시합니다.
*
를 눌러 Y= 그리기 속도를 선택합니다.
fx-9750GⅡ :
그리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Norm)...모든 X축 점을 그립니다(초기 설정)
(High)...X축 이외의 모든 점을 그립니다.(초기설정보다 빠릅니다.)
를 누릅니다.

■ 다이나믹 그래프 메모리의 사용
다이나믹 그래프 조건과 화면 데이터를 다이나믹 그래프 메모리에 저장해서 추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그래프의 그리기 작업을 즉시 시작하고 데이터를 불러와
작업 시간을 줄여줍니다. 한번에 한 세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 다이나믹 그래프 메모리에 데이터 저장
1.
2.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를 눌러 속도 조정 메뉴를 부릅니다.
(STO)를 누릅니다. 팝업창이 표시되면
(Yes)를 눌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다이나믹 그래프 메모리의 데이터 불러오기
1.
2.

다이나믹 그래프 관련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RCL)을 눌러 다이나믹 그래프 메모리의 내용을 불러오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9. 점화식 그래프
중요!
• fx-7400GⅡ에는 RECUR모드가 없습니다.

■ 점화식을 이용한 수 테이블 생성
다음 세가지 타입의 점화식을 활용할 수 있고 수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a n , n 으로 구성된 수열 { a n }의 일반항
• a n +1 , a n , n 으로 구성된 선형 2항간 점화식
• a n + 2 , a n +1 , a n , n 으로 구성된 선형 3항간 점화식
1.

메인 메뉴에서 RECUR모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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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화식 타입을 지정합니다.
(TYPE)
( a n )...수열 의 일반항에 설정
( a n +1 )...선형 2항간 점화식에 설정
( a n + 2 )...선형 3항간 점화식에 설정

3.
4.

점화식을 입력합니다.
테이블 범위를 지정합니다. n 의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고 필요하면 초기값과
포인터 시작점을 명시합니다.
점화식 수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5.

a n + 2 = a n +1 + a n (피보나치 수열)을 입력하고 변수 n 의 값을 1에서 6까지 변화시켜

예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단 a1 =1, a 2 =2로 합니다.
①
②

RECUR
(TYPE) ( a n + 2 )

③

( n , a n ..)

④
⑤

(SET) ( a1 )
(TABL)

( a n +1 )

( an )

*

점화식의 처음 두 값은 a1 =1,

a 2 =2입니다.
•
(FORM)을 눌러 점화식을 저장하고 복귀합니다.
• ∑표시 설정을 ON으로 하면 각 항의 합이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 점화식 그래프
점화식으로부터 수 테이블을 생성한 후에 라인 그래프나 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예

메인 메뉴에서 RECUR모드로 들어갑니다.
V-Window 설정을 합니다.
점화식 타입을 지정하고 식을 입력합니다.
테이블 범위를 지정합니다. n 의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고 필요하면 초기값과 포인터
시작점을 명시합니다.
그래프의 라인 타입을 정합니다.
점화식 수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그래프의 타입을 정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G·CON)...라인 그래프
(G·PLT)...플롯 타입 그래프

a n +1 = 2a n + 1 를 입력하고 변수 n 의 값을 1에서 6까지 변화시키는 수 테이블을
작석합니다. 이 테이블을 이용해 라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단 a1 =1, a 2 =2로
합니다.
아래의 V-Window설정을 사용합니다.
Xmin = 0,
Xmax = 6
Xscale = 1
Ymin = -15,
Ymax = 65,
Yscale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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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ECUR

②

(V-WIN)

③

(TYPE)

④

(SET)

⑤

(SEL+S)

⑥

(TABL)

⑦

(GCON0

( a n +1 )

( an )

( a1 )
(—)

• 그래프를 그린 후, Trace, Zoom, Sketch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를 누르면 수 테이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프를 그린후,

•

(G↔T)를 눌러서

수테이블 화면과 그래프 화면 사이를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 2개의 수열로부터 위상선도 그리기
RECUR모드에서 두 수식에 의해 생성된 수열에 대한 위상선도를 가로축과 세로축을 수치로
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수열이 세로축상에 있는 반면, a n (a n +1 , a n + 2 ) , bn (bn +1 , bn + 2 ) ,

c n (c n +1 , c n + 2 ) 와 같이 알파벳으로 첫 수식을 가진 수열은 가로축 상에 있습니다.
1.
2.
3.
4.
5.
6.
예

메인 메뉴에서 RECUR모드로 들어갑니다.
V-Window설정을 합니다.
테이블 생성을 위해 두 점화식 그래프로 들어가서 두가지 모두 선택합니다.
테이블 생성 설정을 합니다.
n 의 시작점과 끝지점 및 각 점화식의 초기값을 지정합니다.
점화식 수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위상선도를 그립니다.

a n +1 = 0.9a n 와 bn +1 = bn + 0.1n − 0.2 사이의 2개의 회귀 수식을 입력하고 초기값을
a n =1, bn =1로 지정합니다. 1에서 10까지의 n 수치로 수 테이블을 만들고 위상선도
를 그립니다.
아래의 V-Window설정을 사용합니다.
Xmin = 0,
Ymin = 0,

①
②

Xmax = 2
Ymax = 4,

Xscale = 1
Yscale = 1

RECUR
(V-WIN)

③

(TYPE) ( a n +1 )
( n.a n ...)
( bn )

④

(SET)

( an )
(n)

(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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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TABL)

⑥

(PHAS)

• RECUR모드 화면에서 3개의 수식을 입력하고 테이블 생성에 3개 모두를 선택하는 경우,
3개의 수식 가운데 위상선도를 그릴 2개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테이블 화면에서
(PHAS)를 누를 때 표시되는 함수 메뉴를 사용합니다.

(a ⋅ b) .. a n (a n +1 , a n + 2 ) 와 bn (bn +1 , bn + 2 ) 를 사용한 그래프
(b ⋅ c) .. bn (bn +1 , bn + 2 ) 와 c n (c n +1 , c n + 2 ) 를 사용한 그래프
(a ⋅ c) .. a n (a n +1 , a n + 2 ) 와 c n (c n +1 , c n + 2 ) 를 사용한 그래프

• Setup화면에서 ∑표시를 ON으로 설정하면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각 라인의 합계가
표시됩니다. 이 때 위상선도를 그리도록 2개의 수열 사용과 각 합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테이블 화면에서
(PHAS)를 누를 때 표시되는 함수 메뉴를
사용합니다.
( a n ).....그래프 그리기에 수열 사용
(∑ a n )...그래프 그리기에 수열 합계 사용

• Setup화면에서 ∑표시를 ON으로 설정하고 RECUR모드에서 입력한 3개의 수식을
테이블 생성에서 선택하는 경우, 2개의 수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테이블 화면에서
(PHAS)를 누를 때 표시되는 함수 메뉴를 사용합니다. 또 수열을 사용할지 수열
합계를 사용할지를 선택합니다.
( a ⋅ b ).....수열 a n (a n +1 , a n + 2 ) 과 bn (bn +1 , bn + 2 ) 을
사용하여 그래프 그리기
( b ⋅ c ).....수열 bn (bn +1 , bn + 2 ) 과 c n (c n +1 , c n + 2 ) 을
사용하여 그래프 그리기
( a ⋅ c ).....수열 a n (a n +1 , a n + 2 ) 과 c n (c n +1 , c n + 2 ) 을
사용하여 그래프 그리기
(∑ a ⋅ b )...수열 a n (a n +1 , a n + 2 ) 과 bn (bn +1 , bn + 2 ) 의 합계를 사용하여 그래프 그리기
(∑ b ⋅ c )...수열 bn (bn +1 , bn + 2 ) 과 c n (c n +1 , c n + 2 ) 의 합계를 사용하여 그래프 그리기
(∑ a ⋅ c )...수열 a n (a n +1 , a n + 2 ) 과 c n (c n +1 , c n + 2 ) 의 합계를 사용하여 그래프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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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그래프(수렴/발산)
a n +1 , a n 으로 구성된 선형 2차 항간 점화식 a n +1 = f (a n ) 을 a n +1 = y , a n = x 로 보고
y = f ( x) 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수렵하는가 발산하는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메인 메뉴에서 RECUR모드로 들어갑니다.
V-Window 설정을 합니다.
선형 2차 항간 점화식 타입으로 식을 입력합니다.
n 의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고 초기값과 포인터 시작점, 테이블 범위를 명시합니다.
점화식 수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그래프를 그립니다.
를 누르면 포인터가 시작점에 나타납니다.
를 여러 번 누릅니다.
수렴의 경우 거미줄 모양의 라인이 생깁니다. 웹라인을 그리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발산이거나 범위 밖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V-Window값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여 주십시오.
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회귀식이 a n +1 = −3(a n ) 2 + 3a n 와 bn +1 = 3bn + 0.2 인 웹그래프를 그리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테이블 범위를 사용합니다: Start=0, End=6, a 0 =0.01, a n Str=0.01,

b0 =0.11, bn Str=0.11
①
②
③

RECUR
(V-WIN)
(TYPE)

( a n +1 )

( an )

( an )

( bn )
④

(SET)

⑤
⑥
⑦

(TABL)
(WEB)
~
( a n 은 수렴)
~

( a0 )

( bn 은 발산)

• 단계4 이후에
(SEL+S)를 눌러 그래프 라인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 “Draw Type”이 “Connect”로 선택되어 있을 때만 라인 타입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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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뿔곡선 그래프
중요!
• fx-7400GⅡ에는 CONICS모드가 없습니다.

■ 원뿔곡선 그래프
포물선, 원형, 타원, 쌍곡선을 그릴 때 CONICS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직교좌표, 극좌표, 파라메타 함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2.

3.

메인 메뉴에서 CONICS모드로 들어갑니다.]
함수 타입을 선택합니다.
(RECT)....직교좌표 함수
(POL).....극좌표 함수
(PARM)....파라메타 함수
원하는 그래프의 타입에 맞춰 함수의 패턴을 선택합니다.

4.

함수의 계수를 입력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예

직교좌표 함수 x = 2 y 2 + y − 1 를 입력하고 오른쪽이 열려있는 포물선을 그립니다.
다음으로 극좌표 함수 r = 4 cos θ 를 입력하고 원형 그래프를 그립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CONICS
2
(RECT) (X=AY +BY+C)
(DRAW)

(R=2Acos θ )

(POL)
(DRAW)

11. 그래프 수정
■ 라인 그리기
스케치 함수를 이용하면 그래프 안에 점과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스케치 함수에는 4가지 종류의 라인 타입이 있습니다.

5-27

1.
2.
3.

메인메뉴에서 GRAPH 모드로 들어갑니다.
V-Window를 설정합니다.
Setup 화면에서“Sketch Line”설정을 이용해 라인 타입을 지정합니다.
(

4.
5.
6.

) ... 보통(초기값)

(
) ... 두껍게(보통 두께의 두배)
(
) ... 굵은 점선
(
) ... 점선
그래프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래프를 그립니다.
원하는 스케치 함수를 선택합니다.
(SKTCH)

(Cls) ...그린 선이나 점 등의 도표를 소거합니다.
(Tang) ... 접선을 그립니다.
(Norm) ... 법선을 그립니다.
(Inv) ...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 ) (PLOT) ... 플롯 메뉴 표시를 불러냅니다.
{Plot}/{Pl·On}/{Pl·Off}/{Pl·Chg} ... Point {Plot}/{On}/
{Off}/{Change}
( ) (LINE) ... 라인 메뉴 표시를 불러냅니다.
( )
(PLOT)를 눌러 정해진 2개의 점
{Line}/{F·Line}...{
연결하기}/{2개의 점 사이에 라인 그리기}
( ) (Crcl) ... 원을 그립니다.
( ) (Vert) ... 수직선을 그립니다.
( ) (Hztl) ... 수평선을 그립니다.
( ) ( ) (PEN) ... 펜을 사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 ) ( ) (Text) ... 그래프 상에 주석을 써 넣습니다.

7.

커서 이동키를 이용하여 포인터(
릅니다.

)를 그리려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를 누

*1

GRAPH모드에서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메뉴 아이템은 다른 모드에서는 다소 다릅니다.

*2

역함수의 경우 기능 선택하는 즉시 실행됩니다.
스케치 함수는 두 점이 설정돼야 합니다. 첫 점을
를 눌러 설정한 후 커서키를 이
를 눌러 두번째 점을 설정합니다.
용해 두번째 점 위치로 이동하여

*3

• 다음 스케치 함수에 대해 라인 타입 설정이 가능합니다 : Tangent, Normal, Inverse,
Line, FLine, Circle, Vertical, Horizontal, Pen
예

y = x(x+2)(x-2) 그래프의 점(x, y)=(2,0)의 위치에 접선을 그립니다.
①
②
③

GRAPH

(V-Win)

(INIT)
*

(SET UP)
*

fx-7400GⅡ, fx-9750G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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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TYPE)

⑤

(DRAW)
(SKTCH)

⑥
⑦
*1

(Y=)

~

(Tang)

*1

접선을 그릴 때는 포인터

를 움직여

를 누릅니다.

12. 함수 분석
■ 그래프 라인의 좌표값 읽기
Trace(트레이스) 기능은 그래프 상에 포인터를 이동시키고 좌표상의 점의 위치를 읽어내
는 기능입니다.
1. 메인 메뉴에서 GRAPH모드로 들어갑니다.
2. 그래프를 그립니다.
3.
(TRCE)를 누르면 화면 중앙에 포인터가 생깁니다.
,
를 이용하여 포인터를 좌표값을
4. 커서 이동키
보고 싶은 점으로 옮깁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
키를 옮겨
다른 그래프의 동이 x 좌표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5.

*1

*1

를 눌러 좌표를 입력하는 팝업을 띄우고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팝업은 좌표를
직접 입력할 때도 나타납니다.
(TRCE)를 누르면 복귀합니다.
그래프 밖에 포인터가 위치해 있거나 에러 값이 있을 때 포인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 Setup화면에서 “Coord”값을 “Off”로 설정해서 포인터의 위치에 좌표값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각 함수 타입에 따라 어떻게 좌표값이 표시되는지 보여줍니다.
극좌표 그래프

파라메타식 그래프

부등식 그래프

■ 미분계수 표시하기
추가적으로 Trace(트레이스) 기능은 포인터가 있는 곳에 미분 계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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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메뉴에서 GRAPH모드로 들어갑니다.
2. Setup 화면에서 미분계수 표시를 On 으로 합니다.
3. 그래프를 그립니다.
(TRCE)를 누르면 화면 중앙에 포인터가 생깁
4.
니다. 좌표값과 미분계수가 표시됩니다.

■ 그래프 to 테이블
Trace(트레이스)를 이용하여 그래프의 좌표값을 읽을 수 있고 수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와 수테이블에 동시에 저장하기 위해 듀얼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해석 결과를 정리해 볼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합니다.
1.
2.
3.
4.
5.

메인 메뉴에서 GRAPH모드로 들어갑니다.
Setup 화면에서 T+G 듀얼화면을 선택합니다.
V-Window를 설정합니다.
함수를 저장하고 왼쪽 화면에 그래프를 그립니다.
트레이스를 활성화 시킵니다. 여러 개의 그래프가
와
로 이동합니다.
있을 경우
로 포인터를 이동시키고
를 눌러
6. 와
좌표값을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원하는 만큼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7.
(CHNG)는 수 테이블을 활성화시킵니다.

■ 좌표값 사사오입
이 기능은 점멸하는 좌표치를 적절한 유효 단위수에 사사오입하는 기능입니다.
1. 메인 메뉴에서 GRAPH모드로 들어갑니다.
2. 그래프를 그립니다.
3.

(ZOOM)

(

)

(RND)를 누릅니다.

V-Window값이 wehd으로 Rnd값으로 변합니다.
4.

(TRCE)를 누르고 커서 이동키를 이용하여
포인터를 옮깁니다. 지금 나타나는 값은 사사오입된
값입니다.

■ 근의 산출
이 기능은 그래프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1. 메인 메뉴에서 GRAPH모드로 들어갑니다.
2. 그래프를 그립니다.
3. 분석 함수를 선택합니다.
(G-SLV)

(ROOT) ... 근을 구합니다.
(MAX) ... 극대치를 구합니다.
(MIN) ... 극소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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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CPT) ... y축 절편값을 구합니다.
(ISCT) ...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구합니다.
( ) (Y-CAL) ... x 좌표값에 대한 y 좌표값을 구합니다.
( ) (X-CAL) ... y 좌표값에 대한 x 좌표값을 구합니다.
(

)

(

) ... 임의의 범위의 적분값을 구합니다.

4. 화면에 여러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점멸 키( ) 는 가장 낮은 번호의 그래프에 있습
,
키를 옮겨 다른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니다.
5. 원하는 그래프에서
를 눌러 분석을 시작합니다.
결과값이 여러 개 일 때
,
를 이용하여 다음 값이나 이전 값으로 이동합니다.

• 다음의 경우일 때 정확도가 낮거나 심지어 답을 얻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 얻어진 해의 그래프가 x축과 접점일 때
- 해가 변곡점일 때

■ 두 그래프의 교점 계산
다음의 절차를 사용하여 두 그래프의 교점을 계산하십시오.
1. 그래프를 그립니다.
2.
(G-SLV) (ISCT)를 누릅니다.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그래프가 있을 때 가장
낮은 번호의 그래프에 점멸 커서( )가 위치합니다.
와
키로 원하는 그래프로 이동합니다.
3.
를 눌러서 첫번째 그래프를 선택하고 커서모양
을
로 바꿉니다.
4.
5.
와
키로 원하는 그래프로 이동합니다.
6.
를 눌러 두 그래프의 교점을 계산합니다.
결과값이 여러 개일때
를 눌러 다음값을 계산하고
를 눌러 이전 값으로
돌아갑니다.
예

다음 두 함수를 그리고 Y1과 Y=2 사이의 교점을 구합니다.
Y1 = x +1 , Y2 = x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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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교좌표(Y= f (x) type)와 부등식 그래프(Y> f (x) ,Y< f (x) ,Y≥ f (x) ,Y≤ f (x) )에서만
교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일 때 정확도가 낮거나 심지어 답을 얻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 해가 두 그래프 사이의 접점일 때
- 해가 변곡점일 때

■ 임의의 점에 대한 좌표값 산출 x 에 대한 y 값
이 기능은 임의의 점의 좌표값 x 에 대한 y 값(임의의 점 y 에 대한 x 값)을 산출합니다.
1. 그래프를 그립니다.
2. 원하는 함수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가장 낮은 번호의 그래프에
점멸 커서( ) 가 위치합니다.
(G-SLV)

(

)

(Y-CAL) ... x 가 주어졌을 때 y값 계산

( ) (X-CAL) ... y 가 주어졌을 때 x값 계산
3. 원하는 그래프로
, 키를 이용하여 커서( )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택합니다.
4. x 좌표값이나 y좌표값을 입력합니다.

를 눌러 선

를 눌러 y좌표값이나 x좌표값을 계산합니다.
예

다음 두 함수를 그리고 Y2 그래프의 x=0.5일 때 y좌표값, y=2.2일 때 x좌표값을
구합니다.
Y1 = x + 1 , Y2 = x (x+2)(x–2)

를 눌러 다음값을 계산하고
• 결과값이 여러 개일때
돌아갑니다.
• 파라메타 함수 그래프에서는 X-CAL 값이 없습니다.

를 눌러 이전 값으로

■ 주어진 범위에서 적분값 계산
다음의 절차를 이용하여 주어진 범위에서 적분값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그래프를 그립니다.
(G-SLV) (

)

( ∫ dx )를 누릅니다. 여러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가장 낮은

번호의 그래프에 점멸 커서( ) 가 위치합니다.
원하는 그래프로
, 키를 이용하여 커서( )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를 눌러
선택합니다.
,
로 이동해 원하는 위치로 하한 포인터를 움직이고
를 누릅니다.
로 이동해 원하는 위치로 상한 포인터를 움직입니다.
를 눌러 적분값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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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다음 함수를 그리고 범위(-2, 0)에서 적분값을 구합니다.
Y1 = x (x+2)(x–2)

• 또한 10 key pad를 활용하면서 상한과 하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범위를 설정할 때 하한이 상한보다 크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적분값은 직교좌표 형식으로만 계산됩니다.

■ 원뿔 곡선 그래프 해석
중요!
• fx-7400GⅡ에는 CONICS 모드가 없습니다.
원뿔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해석 결과를 근사치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1.
2.

3.

메인 메뉴에서 CONICS모드로 들어갑니다.]
함수 타입을 선택합니다.
(RECT)....{직교좌표 함수}
A.
(POL).....{극좌표 함수}
B.
(PARM)....{파라메타 함수}
,

를 이용해 분석하고자 하는 원뿔곡선을 선택합니다.

4. 상수를 입력합니다.
5.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린 후,

(G-SLV)를 눌러 아래 메뉴를 표시합니다.

• 포물선 그래프의 해석
• {FOCS}/{VTX}/{LEN}/{e} ... {초점}/{정점}/{직경의 길이}/{이심률}
• {DIR}/{SYM} ... {준선}/{대칭축}
• {X-IN}/{Y-IN} ... {x 절편}/{y 절편}
• 원그래프의 해석
• {CNTR}/{RADS} ... {중심}/{반경}
• {X-IN}/{Y-IN} ... {x 절편}/{y 절편}
• 타원그래프의 해석
• {FOCS}/{VTX}/{CNTR}/{e} ... {초점}/{정점}/{중심}/{이심률}
• {X-IN}/{Y-IN} ... {x 절편}/{y 절편}
• 쌍곡선의 해석
• {FOCS}/{VTX}/{CNTR}/{e} ... {초점}/{정점}/{중심}/{이심률}
• {ASYM} ... {점근선}
• {X-IN}/{Y-IN} ... {x 절편}/{y 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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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과 직경길이 산출
예

[G-SLV]/[FOCS]/[LEN]

포물선 X = (Y-2)²+ 3 의 초점과 직경길이를 구합니다.
단, V-window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Xmin = -1,
Ymin = -5,

Xmax = 10,
Ymax = 5,

Xscale = 1
Yscale = 1

CONICS
(DRAW)
(G-SLV)
(FOCS)
(초점 산출)

(LEN)
(초점 산출)

• 타원 또는 쌍곡선의 두 초점을 산출할 때는
를 누르면 다음의 초점값을 계산합니다.
를 누르면 앞에 표시되어 있던 초점값으로 돌아갑니다.
• 쌍곡선의 두개의 정점을 산출할 때는
를 누르면 다음 정점값을 산출합니다.
를
누르면 앞에 표시되어 있던 처음의 정점값으로 돌아갑니다.
를 누르면 다음 정점값을 산출합니다. 또
를 누르면
• 타원의 정점을 산출할 때는
앞에 표시되어 있던 정점값으로 돌아갑니다. 타원은 4개의 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중심 산출
예

[G-SLV]/[CNTR]

원 (X + 2)²+(Y + 1)² = 2²의 중심을 구합니다.

CONICS

(DRAW)
(G-SLV)
(CNTR)
(중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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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통계 그래프와 계산

중요!
본 장에서는 여러가지 그래프 화면의 예가 나옵니다. 개개의 그래프의 특징이 나오도록 각각
별개의 데이터 수치를 넣어 그린 것입니다. 실제로 조작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리스트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 수치를 사용하여 그래프화 되기 때문에 본
설명서와 완전히 같은 화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통계계산을 하기에 앞서
메인메뉴의 STAT모드로 들어가서 리스트 편집 화면을 표시합니다.
리스트 편집 화면을 사용하여 통계 데이터를 입력하고 통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반전표시를 움직이려면
, , , 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래프를 생성하고 경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3장
리스트 기능”을 참고하십시오.

■ 그래프 매개변수 변경
그래프 메뉴에서 그래프의 각 항목인 그래프 그리기/안그리기 상태 설정 및 그래프 타입,
기타 설정은 다음의 순서를 따르십시오.(GPH1, GPH2, GPH3)
통계 데이터 리스트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메뉴를 표시합니다.

을 눌러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그래프

*1

• {GPH1}/{GPH2}/{GPH3}… 그래프 {1}{2}{3} 그리기
• {SEL}…{여러 그래프(GPH1, GPH2, GPH3)의 복수 선택}
여러 그래프를 한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ET}…{그래프 설정(그래프 타입, 리스트 대입)}
*1

그래프 타입(Graph1~Graph3)의 초기 설정은 산포도이지만 다양한 기타 그래프 타입 중
에서 하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그래프 설정

[GRPH]-[SET]

이 섹션에서는 그래프 설정 화면을 사용하고 각 그래프(GPH1, GPH2, GPH3)에 대한 다음의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그래프 타입
모든 통계그래프의 초기 설정은 산포도입니다. 각 그래프에 대해 여러가지 기타 통계
그래프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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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통계 데이터의 1변수 데이터는 리스트1, 2변수 데이터는 리스트1과 리스트2로 초기설정
되어 있습니다. x 와 y 데이터로 사용할 통계 데이터 리스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도수
일반적으로 통계 데이터 리스트의 각 데이터 항목과 데이터는 점으로 된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대량의 데이터 항목을 취급하는 경우, 그래프의 점이 많아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x 와 y 의 데이터 항목의 인스턴스(도수) 개수를 나타내는
수치를 포함한 도수 리스트를 사용할 셀에 맞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쉽게 읽도록 1개의 점만이 여러 데이터 항목에 표시됩니다.
• 표시타입
그래프의 좌표 점들의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z 표준 그래프 설정 화면 표시

[GRPH]-[SET]

(GRPH) (SET)를 누르면 일반적인 그래프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 StatGraph(통계그래프의 선택)
• {GPH1}/{GPH2}/{GPH3}…그래프{1}/{2}/{3}
• Graph Type(그래프 타입 선택)
• {Scat}/{xy}/{NPP}/{Pie}…{산포도}/{ x y 선도}/{정규분포도}/{원형그래프}
• {Hist}/{Box}/{Bar}/{N∙Dis}/{Brkn}…{히스토그램}/{Med-Box그래프}/{막대그래프}/
{정규분포곡선}/{꺽은선그래프}
• {X}/{Med}/{X 2}/{X 3}/{X 3}…{1차 회귀그래프}/{Med-Med그래프}/
{2차 회귀그래프}/{3차 회귀그래프}/{4차 회귀그래프}
• {Log}/{Exp}/{Pwr}/{Sin}/{Lgst}…{대수 회귀그래프}/{지수 회귀그래프}/
{능수 회귀그래프}/{정현 회귀그래프}/{로지스틱 회귀그래프}
• XList( x 축 데이터 리스트)/YList( y 축 데이터 리스트)
• {List}…{리스트 1~26}
• Frequency(1개의 값이 발생한 횟수)
• {1}…{1대 1점도}
• {List}…{리스트 1~26}
• Mark Type(그래프 표시 마크 타입)
• {

}/{X}/{ }…산포도의 그래프 표시 방법

그래프 타입으로“Pie”(원형그래프)가 선택된 경우:
• Data(그래프 데이터로 사용할 리스트의 선택)
• {LIST}…{리스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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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원형 그래프 수치 표시 설정)
• {%}/{Data}…각각의 데이터 요소들을 {퍼센트로 표시}/{수치로 표시}
• % Sto Mem(리스트에 퍼센트 수치의 저장여부를 선택)
• {None}/{List}…퍼센트 수치를 {리스트에 저장안함}/{리스트1~26까지 지정하고
저장함}
그래프 타입으로 “Box”(Med-Box 그래프)가 선택된 경우:
• Outliers(이상치의 표시)
• {On}/{Off}…{표시}/{표시안함} Med-Box 이상치
그래프 타입으로 “Bar”(막대 그래프)가 선택된 경우:
• Data1(첫번째 막대 데이터 리스트)
• {LIST}…{리스트 1~26}
• Data2(두번째 막대 데이터 리스트)/ Data3(세번째 막대 데이터 리스트)
• {None}/{LIST}…{없음}/{리스트 1~26}
• 막대 스타일(막대 스타일 선택)
• {Leng}/{HΖtl}…{길이}/{가로}

2. 그래프 그리기/그리지않기 상태

[GRPH]-[SEL]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래프 메뉴에서 각 그래프의 그리기(On)/그리지않기(Off) 상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z 그래프 그리기/그리지않기 설정
(GRPH)
1.
표시합니다.

(SEL)을 눌러 그래프 On/Off 화면을

• StatGraph1 설정은 Graph1에 적용되고 StatGraph2 설정은 Graph2에 StatGraph3
설정은 Graph3에 적용됩니다.
2. 커서를 이용해 변경할 그래프로 이동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키를 눌러 상태를
변경합니다.
• {On}/{Off}…{On(그리기)}/{Off(그리지않기)}
• {DRAW}…{On이 되어 있는 그래프를 모두 그립니다.}
3.
를 눌러 그래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V-Window 매개변수는 통계 그래프에 대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V-Window
매개변수를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StatWind 항목을 “Manual”로 변경해야 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때, 다음 순서를 실행합니다.
(SET UP) (Man)
(이전 메뉴로 돌아감)
StatWind 항목이 “Manual”로 선택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의 그래프
타입에 대해 자동으로 V-Window 매개변수가 설정됩니다.
Pie, 1-Sample Test, 2-Sample Test, 1-Prop Test, 2-Prop Test,
GOF Test,
2-way Test,
1-Sample t Test, 2-Sample t Test,
2-Sample Test( x 축만 제외)
• 기본 설정은 자동으로 x 축에 List1을 y 축에 List2를 사용합니다. 각 x y 세트는
산포도에 사용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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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변수 통계그래프 그리기와 계산
데이터 중에는 한 개의 데이터(변수)만 가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급의
평균 신장을 구하는 경우, 한 개의 변수(신장)만이 존재합니다. 1변수 통계는 분포나
합계도 포함합니다. 다음 타입의 그래프는 1변수 통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각 그래프의 설정을 변경하려면 page 6-1의 “그래프 매개변수 변경”을 참고합니다.

■ 정규확률도(NPP)
이 그래프는 축척된 데이터 비율과 정규 확률도를 비교합니다. XList는 데이터가 입력된
리스트를 의미하고 표시 타입은 { / X / }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

(QUIT)를 눌러 통계 데이터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 원형 그래프(Pie Graph)
통계 리스트의 데이터에 근거한 원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
항목(리스트 라인)의 최대 개수는 20입니다. 그래프는 라인1,2,3 혹은 그래프 데이터에
사용한 리스트에 따라 A,B,C등으로 칭합니다.

일반적인 그래프 설정 화면(page 6-3)에서“Display”설정이 “%”로 선택된 경우,
퍼센트를 나타내는 수치는 각각 알파벳 문자로 표시됩니다.

■ 히스토그램
XList는 데이터를 입력할 리스트를, Freq는 데이터 도수를 입력할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도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Freq는 1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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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그리기 전의 화면은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이 때, 시작점과 넓이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Med-box 그리기(Med Box)
이 타입의 데이터는 많은 데이터 항목들이 어떻게
특정 범위에 수록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박스는 제 1사분위수(Q1)에서 제 3분위수
영역(Q3)까지의 모든 데이터 및 중앙에 그린
선(Med)을 포함합니다. 선(위스커라고도 부름)을
박스의 가장자리에서부터 데이터의 최대치(maxX)와
최소치(minx)까지 그립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GRAPH)를 눌러 그래프 메뉴를 표시하고
(SET)메뉴를 눌러
사용할 그래프(GPH1, GPH2, GPH3)의 타입을 med-box 그래프로 변경합니다.
박스 밖에 있는 데이터를 그릴려면 먼저 “MedBox”를
그래프 타입으로 설정하고 동일 화면에서 Outlier를
“On”으로 설정합니다.

■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최대 3개까지 리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라인
1,2,3 혹은 그래프에 사용된 리스트에 따라 [1],[2],[3]으로 구별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에러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막대 그래프 그리기는 취소됩니다.
그래프 On/Off화면(page 6-3)을 사용하여 여러 그래프 그리기가 설정된 경우,
막대 그래프가 그래프 중 하나로 설정된 경우, 각각 다른 타입의 그래프가 설정된
경우에 발생한 Conditon ERROR
지정된 2~3개의 리스트로 그래프를 그리고 지정된 리스트가 다른 수치의 리스트
요소를 가진 경우 발생하는 Dimension ERROR
Data1과 Data3에 리스트가 입력되고 Data2에는 “None”로 설정되는 경우에
발생한 Condi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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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분포곡선(N∙Dis)
정규분포곡선은 정규분포함수를 사용하여 그려집니다.
XList는 데이터를 입력할 리스트를, Freq는 데이터
도수를 입력할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도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Freq는 1로 지정됩니다.

■ 꺽인 선 그래프 그리기(Brkn)
한 개의 행의 데이터 값에 대한 도수를 선으로 연결합니다.
XList는 데이터를 입력할 리스트를, Freq는 데이터 도수를 입력할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도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Freq는 1로 지정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위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때, 시작점과 넓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1변수통계 계산 결과의 표시
1변수 통계 결과는 그래프 외에 매개변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이 표시되어 있을 때,
(1VAR)을 눌러 오른쪽과 같이 1변수 계산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화면 하단에 숨어있는 항목이 표시되도록

를 눌러 리스트를 스크롤합니다.

각 매개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치
..... 데이터의 총합
.....데이터의 지승합

Q1.......데이터의 제 1사분위점
Med......데이터의 중앙치
Q3.......데이터의 제 3사분위점

σ x ......표본표준편차

maxX.....데이터의 최대치

......샘플표준편차
n .......데이터의 수
minX.....데이터의 최소치

Mod......데이터의 최빈치
Mod: n ...데이터의 최빈치 개수
Mod:F....데이터의 최빈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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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를 누르면 원래 1변수 통계계산 그래프로 돌아갑니다.
• 선택된 여러 개의 Mod가 모두 표시됩니다.
• Setup화면의 “Q1Q3 TYPE”설정을 사용하여 Q1과 Q2계산 모드에 대해“Std”(표준
계산)이나 “OnData”(프렌치 계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d”나 “OnData”모드에서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Std와 OnData설정의
계산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 Std와 OnData설정의 계산 방법
Q1과 Q3는 아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Setup화면의“Q1Q3 TYPE”설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z Std
본 계산과 처리 방법은 모집단에서 데이터 n 의 값이 우수인지 기수인지에 따라 다릅니
다.
데이터 n 의 값이 우수인 경우:
전체 모집단에서 중심점을 사용하면, 모집단 데이터가 2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아래쪽
그룹과 위쪽 그룹. Q1과 Q3는 아래에서 설명한 값이 됩니다.

n
그룹의 중앙값}
2
n
Q3={모집단의 최상위에서부터
그룹의 중앙값}
2
중심점
중심점
Q1={모집단의 최하위에서부터

중심점

데이터 n 의 값이 기수인 경우:
전체 모집단에서 중심점을 사용하면, 모집단 데이터가 2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아래쪽
그룹과 위쪽 그룹. 중앙값은 제외됩니다. Q1과 Q3는 아래에서 설명한 값이 됩니다.

n −1
그룹의 중앙값}
2
n −1
Q3={모집단의 최상위에서부터
그룹의 중앙값}
2
• n =1이면 Q1=Q3=모집단 중심점
Q1={모집단의 최하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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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점

중심점

z OnData
본 계산모드에서의 Q1과 Q3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Q1={누적빈도비율이 1/4보다 크거나 비슷한 데이터 값}
Q2={누적빈도비율이 3/4보다 크거나 비슷한 데이터 값}
아래는 위 내용의 실제 예입니다.
(데이터의 값: 10)
데이터 번호
1
2
3
4
5
6
7

빈도
1
1
2
3
1
1
1

누적빈도
1
2
4
7
8
9
10

누적빈도비율
1/10=0.1
2/10=0.2
4/10=0.4
7/10=0.7
8/10=0.8
9/10=0.9
10/10=1.0

• 3은 누적빈도비율이 1/4보다 크거나 비슷한 값입니다. Q1=3
• 5는 누적빈도비율이 3/4보다 크거나 비슷한 값입니다. Q3=5
기준점(0.25)

기준점(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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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변수 통계그래프 그리기와 계산
■ 산포도와 x y 선도 그리기
다음은 산포도를 그리고 x y 라인으로 점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2.
3.

메인 메뉴에서 STAT모드로 들어갑니다.
리스트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래프 타입을 산포도나 x y 선도로 선택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나

예

혹은

다음 두 데이터 셋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산포도를 그리고 점을 연결하여
x y 라인 그래프를 만듭니다.
1.2,

2.4,

4.0,

5.2 ( x List)

-2.1, 0.3,

1,5,

2.0,

2.4 ( y List)

0.5,

①
②

(QUIT)를 눌러 통계데이터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STAT

(GRPH)
③ (산포도)
④ ( x y 라인그래프)

(SET)
(GRPH)

(Scat)
(SET)

(GPH1)
(x y)

(산포도)

(GPH1)

( x y 라인그래프)

■ 회귀 그래프 그리기
다음 순서를 따라 2변수 통계데이터를 입력하고 회귀분석을 하여 결과를 그래프로 그립
니다.
1.
2.
3.
4.

메인 메뉴에서 STAT모드로 들어갑니다.
리스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산포도를 그립니다.
회귀 타입을 선택하고 계산을 실행한 다음, 매개변수를 표시합니다.
회귀그래프를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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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다음 두 데이터 셋을 입력하고 산포도를 그립니다. 다음으로 대수회귀를 실행하여
회귀 매개변수를 표시하고 해당 회귀그래프를 그립니다.
0.5,
1.2,
2.4,
4.0, 5.2 ( x List)
-2.1, 0.3,

①
②

③
④

1,5,

2.0,

2.4 ( y List)

STAT

(GRPH)
(CALC)
(DRAW)

(SET)
(Scat)
( ) (Log)

(GPH1)

• 회귀그래프에서 트레이스(trace)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스 스크롤
은 할 수 없습니다.
• 빈도 데이터에 양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다른 타입의 수치(소수등…)는 에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회귀타입 선택
2변수 통계데이터를 그린 후에, 화면 하단의 메뉴를 사용해 다양한 타입의 회귀를 선택
합니다.
• { ax + b }/{ a + bx }/{Med}/{X 2}/{X 3}/{X 4}/{Log}/{ ae bx }/{Pwr}/{Sin}/{Lgst}…
{1차회귀( ax + b 타입)}/{1차회귀( a + bx 타입)}/{Med-Med}/{2차 회귀그래프}/{3차
회귀그래프}/{4차 회귀그래프}/{대수 회귀그래프}/{지수 회귀그래프( ae bx 타
입}/{지수 회귀그래프( ab x 타입)}/{능수 회귀}/{정현 회귀}/{로지스틱 회귀}계산
과 그리기
• {2VAR}…{2변수 통계결과}

■ 회귀계산 결과 표시
회귀를 실행하면 회귀식의 매개변수(예를 들어 1차회귀 y = ax + b 의 a 와 b ) 계산 결과
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것으로 통계 계산 결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안 기능키를 눌러 회귀타입을 선택하면 바로 회귀 매
개변수가 계산됩니다.
다음의 매개변수는 1차 회귀, 대수 회귀, 지수 회귀, 능수 회귀에 사용됩니다.
r ..........상관계수
r 2 .........결정계수
MSe .......평균오차제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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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계산 결과 표시
매개변수 계산결과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안
릴 수 있습니다.

(DRAW)를 눌러 표시된 회귀식을 그

■ 1차 회귀그래프
1차 회귀는 가능한 많은 사각점들로부터 가까운 곳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는 방법을 사
용합니다.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와 y 절편( x =0일 때의 y 좌표) 값을 반환합니다.
그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1차 회귀그래프입니다.
(CALC) (X)
( ax + b ) ( ax + b )
(DRAW)
다음은 1차 회귀식의 일반식입니다.
y = ax + b
a .......회귀계수(기울기)
b .......회귀식의 정수항( y 절편)
y = a + bx
a .......회귀식의 정수항( y 절편)
b .......회귀계수(기울기)

■ Med-Med 그래프
누락치가 몇 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최소2승법 대신 Med-Med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회귀와 비슷하지만, 누락치의 영향은 적게 받습니다.
(CALC)
(DRAW)

(Med)

다음은 Med-Med 그래프의 일반식입니다.
y = ax + b
a .......Med-Med 그래프 기울기
b ....... Med-Med 그래프 y 절편

■ 2차/3차/4차 회귀 그래프
2차/3차/4차 회귀그래프는 산포도의 데이터 점들의 연결을 나타내며 가능한 많은 사각점
들로부터 가까운 곳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나타낸 식이
2차/3차/4차 회귀입니다.
예

2차회귀
(CALC)
(DRAW)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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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귀

3차 회귀

일반식....... y = ax 2 + bx + c

일반식....... y = ax 3 + bx 2 + cx + d

a .......회귀식의 2차 계수
b .......회귀식의 1차 계수
c .......회귀식의 정수항( y 절편)

a .......회귀식의 3차 계수
b .......회귀식의 2차 계수
c .......회귀식의 1차 계수
d .......회귀식의 정수항( y 절편)

4차 회귀
일반식
a .......회귀식의 4차 계수
b .......회귀식의 3차 계수
c .......회귀식의 2차 계수
d .......회귀식의 1차 계수
e .......회귀식의 정수항( y 절편)

■ 대수 회귀그래프
대수회귀는 y 가 x 의 대수함수입니다. 일반 대수회귀식은 y = a + b × Ιnx 입니다.

여기

서 X=In x 라고 정의하면 y = a + bΧ 가 되고 1차 회귀의 방법이 적용됩니다.
(CALC)
(DRAW)

(

)

(Log)

다음은 대수회귀의 일반식입니다.
y = a + b ⋅ Ι nx

a .......회귀식의 정수항
b .......회귀식의 계수

■ 지수 회귀그래프
지수회귀는 y 가 x 의 지수함수에 비례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수회귀
식은 y = a × e bx 이므로 양변에 대수를 취하면 y = Ina + bx 를 얻을 수 있습니다. Y=In y ,
A=In a 라고 정의하면 Y=A+ bx 가 되기 때문에 1차 회귀방법이 적용가능합니다.
(CALC) (
( ae bx )
(DRAW)

) (Exp)
( ab x )

다음은 지수회귀의 일반식입니다.

y = a ⋅ e bx
a .......회귀식의 계수
b .......회귀식의 정수항
y = a ⋅ bx
a .......회귀식의 정수항
b .......회귀식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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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수 회귀그래프
능수회귀는 y 가 x 의 능수에 비례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능수회귀식은
y = a × x b 이므로 양변에 대수를 취하면 y = Ina + b × Inx 를 얻을 수 있습니다. X=In x ,

Y=In y , A=In a 라고 정의하면 Y=A+ bx 가 되기 때문에 1차 회귀방법이 적용 가능합니다.
(CALC)
(DRAW)

(

)

(Pwr)

다음은 능수회귀의 일반식입니다.

y = a ⋅ xb
a .......회귀식의 계수
b .......회귀식의 능수

■ 정현 회귀그래프
정현회귀는 사이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입니다.
다음은 정현회귀의 일반식입니다.

y = a ⋅ sin (bx + c) + d
(CALC)
(DRAW)

(

)

(Sin)

정현회귀 그래프를 그리면 자동으로 계산기의 각도 단위 설정이 Rad(라디안)으로 바뀝니
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정현 회귀 계산을 하면 각도 단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 확실한 타입의 데이터는 계산에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작동이 아니므로 주
의하십시오.

■ 로지스틱 회귀그래프
로지스틱 회귀는 포화 상태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시간 의존적인 현상에 가장 적합한 분
석 방버입니다.
다음은 로지스틱 회귀의 일반식입니다.
c
y=
1 + ae −bx
(CALC) ( ) ( ) (Lgst)
(DRAW)

• 확실한 타입의 데이터는 계산에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작동이 아니므로 주
의하십시오.

■ 잔차 계산
실제 좌표점( y 좌표)과 회귀식의 일반 거리는 회귀식이 계산되는 동안 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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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데이터 리스트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안, Setup화면을 불러 “Resid List”의
LIST(List1에서List26까지)를 설정합니다.
회귀 분석값과 수직거리의 차이 값이 리스트에 저장됩니다.
좌표 데이터가 회귀 값보다 높으면 양의 수, 낮으면 음의 수로 표시됩니다.
잔차 계산은 모든 회귀에 대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리스트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지워집니다. 좌표 데이터의 잔차는 동일 모델에 사
용되었던 데이터와 같은 서열로 저장됩니다.

■ 2변수 통계그래프의 계산결과 표시
2변수 통계는 그래프와 매개변수 값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표시되면,
2변수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이
(CALC)
(2VAR)을 눌렀을 때 표시됩니다.

•

를 눌러 화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항목을 볼 수 있도록 리스트를 스크롤합니다.
...... y List데이터의 지승합

........ x List데이터의 평균치
....... x List데이터의 총합

........ y List데이터의

...... x List데이터의 지승합
........ x List데이터의
모집단 표본표준편차
S x ....... x List데이터의

모집단 표본표준편차
S y ....... y List데이터의 샘플표준편차
..... x List와 y List 데이터의
총면적
minX...... x List데이터의 최소치
maxX...... x List데이터의 최대치
minY...... y List데이터의 최소치

샘플표준편차
n ........데이터의 수
........ y List 데이터의 평균치
....... y List 데이터의 총합

maxY...... y List데이터의 최대치

■ 회귀 그래프 식을 GRAPH모드로 복사
회귀식을 계산한 후 GRAPH모드로 복사하고 저장,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회귀식 계산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안(page 6-10의 “회귀 계산 결과
표시”를 참고),
(COPY)를 누릅니다.
*1
• 이것은 GRAPH모드 그래프 관계 리스트 를 표시합니다.
,
를 눌러 표시된 결과의 회귀식을 복사할 곳을 반전시킵니다.
2.
3.
를 눌러 복사된 그래프 식을 저장하고 이전 회귀 계산결과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1

GRAPH모드에서는 회귀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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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계산의 실행
여기까지는 그래프를 표시한 후에 통계계산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통계계산만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z 계산할 통계 데이터 리스트 설정
실행할 계산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저장할지
(CALC) (SET)를 누릅니다.
정합니다. 통계데이터를 표시하고

화면의 각 항목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Var
1Var
2Var
2Var

XList.....1변수
Freq......1변수
XList.....2변수
YList.....2변수

통계계산의
통계계산의
통계계산의
통계계산의

변수 x 값의 위치(XList)
도수의 위치(Frequency)
변수 x 값의 위치(XList)
변수 y 값의 위치(YList)

2Var Freq......2변수 통계계산의 도수의 위치(Frequency)
• 이 장에서는 이상의 설정 내용을 기초로 계산을 진행합니다.

■ 1변수 통계 계산
지금까지의 “1변수 그래프의 계산 결과 표시” 설명에서는 통계계산 결과는 그래프를 그
린 후에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화면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수식입니다.
이 값들은
(CALC) (1VAR)을 눌러 통계데이터 리스트
를 직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와
를 눌러 통계 계산 결과 화면을 스크롤하여 변수를 확인하십시오.
통계 수치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변수 그래프의 계산 결과 표시”(page 6-6)를
참고하십시오.

■ 2변수 통계 계산
지금까지의 “2변수 그래프의 계산 결과 표시” 설명에서는 통계계산 결과는 그래프를 그
린 후에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화면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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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들은
(CALC) (2VAR)을 눌러 통계데이터 리스트
를 직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와
를 눌러 통계 계산 결과 화면을 스크롤하여 변수를 확인하십시오.
통계 수치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변수 그래프의 계산 결과 표시”(page 6-14)
를 참고하십시오.

■ 회귀 계산
“1차 회귀그래프”부터 “로지스틱 회귀그래프”까지의 설명에서는, 회귀계산 결과는 그
래프를 그린 후에 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귀직선과 회귀곡선의 각 계수를 수치로 표현
한 것 입니다.
데이터 입력 화면에서 동일한 수식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CALC) (REG)를 눌러 다음 항목을 포함한 기능 메뉴를 불러옵니다.
• { ax + b }/{ a + bx }/{Med}/{X 2}/{X 3}/{X 4}/{Log}/{ ae bx }/{ ab x }/{Pwr}/{Sin}/
{Lgst}…
{1차회귀( ax + b 타입)}/{1차회귀( a + bx 타입)}/{Med-Me}/{2차회귀}/{3차회귀}/{4차회
귀}/{대수회귀}/{지수회귀}/{능수회귀}/{정현회귀}/{로지스틱회귀}
예

1차회귀 매개변수 표시하기
(CALC)

(REG)

(X)

( ax + b )

이 화면에 표시되는 매개변수의 의미는 “1차 회귀그래프”에서 “로지스틱 회귀그래프”
까지 설명했던 것과 같습니다.

2

z 결정계수(r )와 평균오차제곱합(MSe)
STAT모드에서 2차, 3차, 4차 회귀식에 대한 결정계수
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오차제곱합(MSe) 또한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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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회귀( ax + b )..........MSe
( a + bx )..........MSe
• 2차회귀..................MSe
• 3차회귀..................MSe
• 4차회귀..................MSe
• 대수회귀.................MSe
• 지수회귀( a ⋅ e bx )..........MSe
( a ⋅ b x )..........MSe
• 능수회귀.................MSe
• 정현회귀.................MSe
• 로지스틱회귀.............MSe

z 회귀그래프의 추정치 계산
STAT모드는 2변수 통계회귀식 그래프에서 특정 x 에 대한 추정치 y 값을 추정 계산할
수 있는 Y=-CAL함수를 포함합니다.
Y=-CAL함수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귀그래프를 그린 후에
(G-SLV) (Y-CAL)를 눌러 그래프 선택 모드로 들
어간 다음
를 누릅니다.
복수 그래프가 있을 경우,
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 x 값 입력 박스가 표시됩니다.

2.

원하는 x 값을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x y 좌표가 화면 아래에 표시되고 포인터는 그래
프에 위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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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 숫자키를 눌러 x 입력 박스를 계속 표시하여 다른 추정치 계산을 할 수 있
습니다.
• 계산된 좌표 값이 표시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면 포인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Setup화면의 “Coord”항목이 “Off”로 설정되어 있으면 좌표는 나타나지 않
습니다.
• DefG 특성을 활용하는 그래프에 Y-CAL 함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z 회귀계산 결과 화면에서의 회귀식 복사 기능
STAT모드는 통계그래프(산포도등…)를 그린 후 회귀계산 결과화면을 복사하게 해주는
일반 회귀식 복사 기능 이외에도 회귀계산의 결과로서 얻은 회귀식을 복사할 수도 있
습니다. 회귀식 계산결과를 복사하려면
(COPY)누릅니다.

∧

∧

■ 추정치 계산( x , y )
STAT메뉴로 회귀그래프를 그린 후, RUN∙MAT(RUN)모드를 사용해 회귀그래프의 x y 매개변
수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예

∧

∧

근접한 데이터를 사용해 1차회귀를 실행하고 xi = 20 , yi = 1000 일 때의 x , y 에
대한 수치를 추정합니다.

1.
2.
3.
4.

xi

10

15

20

25

30

yi

1003

1005

1010

1011

1014

메인 메뉴에서 STAT모드로 들어갑니다.
리스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1차 회귀그래프를 그립니다.
메인 메뉴에서 RUN∙MAT(RUN) 모드로 들어갑니다.
다음 키를 입력합니다.
( xi 의 값)
∧

*

(STAT)
*

(y)

fx-7400GⅡ:

(STAT)

∧

xi = 20 에 대해 추정치 y 가 표시됩니다.

( yi 의 값)
∧

(x)
∧

yi = 1000 에 대해 추정치 x 가 표시됩니다.
• Med-Med, 2차회귀, 3차회귀, 4차회귀, 정현회귀, 로지스틱 회귀 그래프의 경우 추정치
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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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확률분포 계산
RUN∙MAT(RUN)모드에서 1차변수통계에 대한 정규확률분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PROB)(fx-7400GⅡ에서는
(PROB))
( )를 눌러 다음 항목을 표시합
니다.
• {P(}/{Q(}/{R(}...정규확률 {P(}/{Q(}/{R(}의 값
• {t(}...표준변화량 {t(}의 값
• 확률 P(t), Q(t), R(t) 및 표준변화량 t( x )는 각각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정규확률분포

예

1.
2.
3.

어느 대학의 학생들의 신장을 재어본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측정결과가 나왔습니
다. 몇 퍼센트의 학생이 160.5cm와 175.5cm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까?
학급번호

신장(cm)

도수

학급번호

신장(cm)

도수

1

158.5

1

6

173.3

4

2

160.5

1

7

175.5

2

3

163.3

2

8

178.6

2

4

167.5

2

9

180.4

2

5

170.2

3

10

186.7

1

메인 메뉴에서 STAT모드로 들어갑니다.
List1에 신장 데이터를 입력하고 List2에 도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1변수 통계 계산을 실행합니다.
1변수 통계 계산을 실행하고 난 뒤 바로 정규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CALC) (SET)
(LIST)
(LIST)
(CALC) (1VAR)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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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를 눌러 RUN∙MAT(RUN)모드를 선택하고,
( )
(PROB))를 눌러 확률함수(PROB)메뉴를 표시합니다.

(PROB)(fx-7400GⅡ에서는

*

(PROB)
( ) (t()
*
fx-7400GⅡ:
(PROB)
(160.5cm의 정규화 값t)
(t()
(175.5cm의 정규화 값t)

결과: -1.633855948
(≒-1.634)
결과: 0.4963343361
(≒-0.496)

(P()
(P()
(전체 %수)

결과:

0.638921
(전체 63.9%)

(R()
(상위에서의 위치)

결과:

0.30995
(31.0의 위치)

■ 정규분포곡선 그리기
RUN∙MAT(RUN)모드에서 정규분포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1.
2.
3.
예
①
②
③

메인 메뉴에서 RUN∙MAT(RUN)모드로 들어갑니다.
명령어를 입력하여 직각 좌표 그래프를 그립니다.
확률 값을 입력합니다.
정규확률분포P(0.5) 그래프를 그립니다.
RUN∙MAT(RUN)
(SKTCH) (Cls)
(GRPH) (Y=)
*
( ) (PROB)
*

(

)

fx-7400GⅡ:

(P()
(PROB)

■ 분포함수 계산
중요!
• 다음 조작은 fx-7400GⅡ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RUN∙MAT(RUN)모드나 PRGM모드에서도 특수 함수를 사용하여 STAT모드의 분포함수 계산과
같은 동일한 계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1.5이고 모집단 평균이
데이터 {1,2,3}의 정규분포곡선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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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때, RUN∙MAT(RUN)모드에서

1.
2.

메인 메뉴에서 RUN∙MAT모드로 들어갑니다.
다음 키를 누릅니다.
(STAT) (DIST) (NORM)
(NPd)
({)
({)

• 분포 함수와 그 배열로 할 수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에서의 분포계산 실행
(page 8-29)”을 참고합니다.

■ 리스트 데이터의 표준편차와 변수 사용
특정 리스트 데이터의 표준편차와 변수를 정할 때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은 RUN∙MAT(RUN)모드에서 실행됩니다. STAT모드의 List Editor에서 리스트(List1~26)에
저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직접 RUN∙MAT(RUN)모드에 입력했던 데이터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열

StdDev(List n [,List m ])
Variance(List n [,List m ])
List n ......샘플 데이터
List m ......도수 데이터

예

List1에 아래의 데이터 x 을, List2에 도수 값을 저장하고 표준편차와 변수를
정합니다.

1.
2.
3.
4.

x

60

70

80

90

도수

3

5

4

1

메인 메뉴에서 STAT모드로 들어갑니다.
List Editor을 사용하여 위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RUN∙MAT(RUN)모드로 들어갑니다.
아래의 키를 누릅니다.
*

(STAT) (S∙DEV)
(LIST) (List)
(List)
*
fx-7400GⅡ:
(STAT) (S∙DEV)

*

(STAT) (VAR)
(LIST) (List)
*
fx-7400GⅡ:

(List)
(STAT) (VAR)

6 - 21

■ TEST명령어를 사용한 계산
중요!
• 다음 조작은 fx-7400GⅡ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RUN∙MAT(RUN)모드나 PRGM모드에서도 특수 함수를 사용하여 STAT모드의 Ζ-Test나 t-Test
등의 테스트와 같은 동일한 계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샘플 Ζ-Test의 아래 조건에서 실행될 때 Ζ 점수와 p 수치를 설정합니다.:
*
테스트 조건( 조건)≠ 0 , 예상 모집단 평균치 0=0, 모집단 표준편차 =1, 샘

예

플 평균 x =1, 샘플 n 의 개수=2
*

1.
2.

“ 조건≠ 0”는 1개의 샘플 Ζ-Test 명령어 “OneSampleΖTest”의 초기치를
0으로 입력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RUN∙MAT모드로 들어갑니다.
다음 키를 입력합니다.
(STAT) ( ) (TEST) (Ζ)
(1-S)

(LIST)

(List)

(Ans)

다음 계산 결과는 ListAns 항목 1~4에 표시됩니다.
1: Ζ score
2: p value
3: x
4: n
• 지원되는 TEST 명령어와 배열 함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EST명령어를 사용한 프로
그램에서의 명령어 실행”(page 8-32)를 참고합니다.

5. 검증
중요!
• 테스트 계산은 fx-7400GⅡ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Ζ-Test는 다른 기준에 근거한 검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Ζ-Test는 이전의
조사에서 모집단(한 국가의 전체 모집단 같은)의 표준편차가 알려졌을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의 정확성 여부 검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Ζ검증법은 반복적으로 실행이
요구되는 시장 조사와 대중 의견 조사에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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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ample Ζ Test는 표준편차를 알 경우 모집단 평균을 검증합니다.
2-Sample Ζ Test는 표준편차를 알 경우 두 모집단의 평균값을 검증합니다.
1-Prop Ζ Test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특정 비율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검증
합니다.
2-Prop Ζ Test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두 가지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의 비례를
비교합니다.
t Test는 특정 모집단으로부터 취한 표본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 크기와 입수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가설의 반대되는 가설을 증명하는 것을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이라고 하고 반면에 가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을 대립가설(Alternative
hypothesis)이라고 합니다. t Test는 일반적으로 귀무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용됩니다. 귀
무가설을 적용할 것인지 대립가설을 적용할 것인지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1-Sample t Test는 모집단으로부터 취한 표본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2-Sample t Test는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취한 두 개의 표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합니다.
Linearing t Test는 데이터의 선형 관계 강도를 계산합니다.
2

X Test는 몇 개의 독립된 각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표본의 비례에 관한 가설을 검증합
니다.
2
2
X GOF test(X one-way Test)는 샘플 데이터의 관찰빈도가 특정 분포에 맞는지 검증합니
다. 예를 들어, 정상분포와 이항분포의 호환을 검증할 때 사용됩니다.
2
X two-way Test는 주로 2개의 질적 변수(“Yes”와 “No”와 같이)로 구성되는 교차분석
테이블을 만들고 변수들의 독립 값을 다시 구합니다.
2-Sample F Test는 다중 요인에 의해 구성된 표본의 결과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인을
제거한 후의 결과가 있을 때 모집단의 결과에는 변화가 없다는 가설을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 음주, 비타민 부족, 커피 다량 섭취, 비활동성, 빈곤 생활 습관 등과 같은
발암 효과가 있다고 추정되는 복합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
니다.
ANOVA는 여러 개의 표본이 있을 경우 모집단 평균이 표본과 같다는 가설을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원료의 다른 조합이 최종 제품의 품질과 수명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증하
기 위해서 이 방법이 사용됩니다.
One-Way ANOVA는 하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One-Way ANOVA 는 두 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다음의 장들에서는 위에 열거한 원칙에 기초한 다양한 통계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
니다. 자세한 통계 원칙과 용어들은 일반적인 표준 통계 기술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기 STAT 모드 화면에서
납니다.
•

(TEST)

(TEST)를 누르면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된 검증 화면이 나타

(Ζ) … Ζ 검증 (페이지6-24)
(t) … t 검증 (페이지6-26)
2
(CHI) … X 검증 (페이지6-29)
(F) … F검증 (페이지6-30)
(ANOV) … ANOVA (페이지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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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수들을 설정한 후
를 눌러 “Execute”를 선택한 다음 아래 표시된 기능키 중
하나를 눌러 계산을 실행시키거나 그래프를 그립니다.
(CALC)...계산을 실행합니다.
•
•
(DRAW)...그래프를 그립니다.
•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V-Window 설정은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 Ζ검증 (Ζ Test)

z Ζ검증 함수
Ζ검증결과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그래프 분석 함수를 사용합니다.
•
(Ζ) … Ζ 점수 표시
(Ζ)를 눌러서 화면 아래쪽에 Ζ 점수를 표시할 수 있고 그래프의 해당 위치에 포
를 이
인터를 위치시킵니다. 양측 검증의 경우 두 개의 포인트가 위치합니다.
용해서 움직입니다.
•
(P) … p 값 표시
(Ζ)를 눌러서 화면 아래쪽에 p 값을 표시할 수 있고 포인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분석 함수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Ζ와 p 값이 알파벳 변수 Ζ와 P에 반복 저장됩니다.

z

1-Sample Ζ 검증
이 검증은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표준편차가 알려진 경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
용됩니다. 1-Sample Ζ검증은 표준 정규 분포를 적용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 조작을 하십시요.
(TEST)
(Ζ)
(1-S)

다음 내용은 리스트 데이터의 사양과 다른 변수 데이터 사양 항목을 나타냅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

≠11.4 ........ 검증방향
Sx .............. 데이터만 표시: 리스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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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Res]는 Line2의

z

조건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2-Sample Ζ검증
두 모집단의 표본편차가 알려졌을 때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검증 방법이 이용됩니다. 2-Sample Ζ 검증 표준 정규 분포를 적용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 조작을 하십시요.
(TEST)
(Ζ)
(2-S)

다음 내용은 리스트 데이터의 사양과 다른 변수 데이터 사양 항목을 나타냅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

1≠ 2 .......... 검증 방향
S x1 ............. 데이터만 표시: 리스트 설정

S x 2 ............. 데이터만 표시: 리스트 설정
• [Save Res]는 Line2의

z

1조건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1-PropΖTest
이 검증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특정 비율에 도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1-Prop Z 검증는 표준 정규분포를 적용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 조작을 하십시요.
(TEST)
(Z)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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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출력 예

Prop≠0.5 ...... 검증 방향
• [Save Res]는 Line2의 Prop조건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z

2-PropΖTest
이 검증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두 개의 표본 비율을 비교하는데 사용됩니다. 2-Prop
Z 검증은 표준 정규분포를 적용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 조작을 합니다.
(TEST)
(Z)
(2-P)

계산 결과 출력 예

p1>p2 .......... 검증 방향
• [Save Res]는 Line2의 p1조건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 t검증 (Ζ Test)

z t검증 명령 함수
t검증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다음의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 … t 점수 표시

(T)를 누르면 화면 아래쪽에 t 점수가 표시되고 화면의 그래프에 포인터가 위치합
니다. 양측검증의 경우 두개의 포인터가 표시됩니다.
나
를 눌러 포인터를 이동
를 눌러t 점수를 삭제합니다 .
시키고
•

(P) … p 값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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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를 누르면 화면 아래쪽에 p 값이 표시되고 포인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분석 함수를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t와 p 값이 알파벳 T와 P에 반복 저장됩니다.

`

z 1-Sample t 검증
이 검증은 모집단으로부터 취한 표본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 크기와 평균값을 사용합니
다. 1-Sample t 검증은 표준 정규 분포를 적용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 조작을 하십시요.
(TEST)
(t)
(1-S)

다음 내용은 리스트 데이터의 사양과 다른 변수 데이터 사양 항목을 나타냅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

≠11.3 검증 방향
• [Save Res]는 Line2의 조건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z 2-Sample t 검증
`2-Sample t 검증은 두 개의 모집단의 표본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 모집단 평균
치를 비교합니다. 2-Sample t 검증은 표준 정규 분포를 적용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 조작을 하십시요.
(TEST)
(t)
(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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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리스트 데이터의 사양과 다른 변수 데이터 사양 항목을 나타냅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

1≠ 2 ......... 검증 방향
S p ............. 공동계산일 경우에만 표시됨: On설정
• [Save Res]는 Line2의

1조건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z LinearReg t 검증
LinearReg t 검증는 ( x , y ) 같은 한 쌍의 변수 데이터를 취급하여 회귀식 y = a + bx 의
데이터중 가장 가까운 위치의 계수 a , b 를 그래프 상에 점을 이어 선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상관계수와 t 점수를 정하고 x 와 y 의 관계 정도를 계산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 조작을 하십시오.
(TEST)
(t)
(REG)

계산 결과 출력 예

β ≠ 0 & p ≠ 0 ....... 검증 방향
계산 결과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
사하게 됩니다.

(COPY)를 누르면 회귀식을 그래프 관계 리스트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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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화면에 [Resid List]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산을 마친 후 자동적으로 회귀식
잔차 데이터는 명시된 리스트에 저장됩니다.
• LinearReg t 검증에 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습니다.

• [Save Res]는 line2의 β &

ρ 조건을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 Setup 화면에서 [Save Res] 리스트가 [Resid List]와 같다고 하면 [Resid List]
데이터만 저장됩니다.

■ χ 2 검증
z χ 2 검증 일반 기능
그래프를 그린 후 아래와 같이 그래프 분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HI) ... χ 2 값 표시

(CHI)를 누르면 화면 아래에 χ 2 값이 표시되고 포인터는 위치가 그래프 화면을 벗어나
지 않는다면 그래프에서 대응하는 위치에 표시됩니다.
•

(P) ... p값 표시

(P)를 누르면 화면 아래에 p값이 표시되고 포인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분석 함수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알파 변수 C와 P에 각각 χ 2 과 p값이 저장됩니다.

z χ 2 GOF 검증( χ 2 one-way 검증)
χ 2 GOF검증( χ 2 one-way 검증)는 표본 데이터의 도수가 어느 분포와 맞는지를 검증합
니다. 예를 들면, 정규분포 또는 이항 분포 중 어느 분포에 일치하는지 결정될 수 있습
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아래의 키 조작을 하십시오.
(TEST)
(CHI)
(GOF)

다음으로 데이터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정하십시오. 아래는 위 항목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Observed …… 관찰된 개수(모든 셀은 양의 정수)가 포함된 리스트 이름 (1 ~ 26)
Expected …… 추측된 도수를 저장하는 리스트 이름 (1 ~ 26)
CNTRB ……

계산 결과로 얻어진 각 관찰된 개수의 저장 위치로 리스트 명시하기(리
스트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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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출력 예제

CNTRB ....... 공헌 값 출력 리스트

z χ 2 two-way 검증
χ 2 two-way 검증은 독립 그룹의 수와 각 그룹에 포함된 표본 비율과 관련된 검증 가설
을 설정합니다. χ 2 검증은 이분적 변수에 적용됩니다.(yes 나 no 와 같은 두개의 가능
한 값을 가진 변수)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아래의 키 조작을 하십시오.

(TEST)
(CHI)
(2WAY)

다음으로 데이터를 포함하는 행렬을 정하십시오. 아래는 위 항목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Observed …… 관찰된 개수(모든 셀은 양의 정수)가 포함된 행렬 이름 (A ~ Z)
Expected ……추측된 도수를 저장하는 리스트 이름 (A ~ Z)
계산 결과 출력 예제

• 행렬은 적어도 행이 두개 있는 두개의 라인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라인 또는 한 개의
행을 가지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반전되어 있는“Observed”와“Expected”모수 설정이 행렬(A~Z) 설정 화면을 표시
(Mat) 를 누르십시오.
하는 동안
• 설정된 모수가 행렬의 내용을 보고 수정할 수 있는 행렬 Editor로 들어가는 동안
( MAT)를 누르십시오.
• 계산 결과가 행렬의 내용을 보고 수정할 수 있는 행렬 Editor로 들어가는 동안
( MAT)를 누르십시오

■ 2-Sample F 검증
2-Sample F 검증은 표본분산 비율에 대한 가설을 검증합니다. F 검증은 F분포에 적용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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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 조작을 하십시오.
(TEST)
(F)

다음 내용은 데이터 사양 목록과 다른 모수 데이터 사양 항목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₁≠ ₂ ..... 검증 방향

x ₁ ......... 데이터로만 표시됨 :리스트 설정
x ₂ ......... 데이터로만 표시됨 :리스트 설정

그래프를 그린 후에 다음 그래프 분석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F) ... F값 표시

(F)를 누르면 화면 아래에 F 값이 표시되고 포인터는 위치가 그래프 화면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래프에서 대응하는 위치에 표시됩니다.
양측검증의 경우 두개의 포인터가 표시됩니다.
•

나

를 눌러 포인터를 이동시킵니다.

(P) ... p 값 표시

(P)를 누르면 포인터 표시없이 화면 아래쪽에 p값이 표시됩니다.
• 분석 함수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알파변수 F와 P에 대해 F와 p값을 저장합니다.
• [Save Res]는 line2 의

σ

1

조건을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 ANOVA
ANOVA는 복수의 표본이 있을 때 모집단의 평균값과 포본의 평균값이 모두 같다는 가설을
검증합니다.
One-Way ANOVA는 한 개의 독립변수와 한 개의 종속변수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Two-Way ANOVA는 두 개의 독립변수와 한 개의 종속변수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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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 키를 작동하십시오.
(TEST)
(ANOV)

다음의 내용은 데이터 사양 리스트에 있는 각 항목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How Many ……… One-Way ANOVA 또는 Two-Way ANOVA를 선택합니다.(표준 개수)
Factor A ……… 카테고리 리스트(List 1 ~ 26)
Dependant ……… 표본 데이터에 사용된 리스트(List 1 ~ 26)
*1
Save Res ……… 계산 결과의 저장에 대한 초기리스트(None 또는 List 1 ~ 22)
Execute ……… 계산 실행 또는 그래프 그리기(단,Two-Way ANOVA 해당)
*1

[Save Res]는 테이블의 수직 행을 자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가장 왼쪽 행은 특정
리스트에 저장되고 나머지 오른쪽 행들은 차례대로 저장됩니다. 행을 저장하는데 다
섯개 리스트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를 1과 22 사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Two-Way ANOVA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Factor B ……… 카테고리 리스트(List 1 ~ 26)
모든 모수 설정 이후,
를 이용해 “Execute”를 반전시킵니다. 다음 키를 활용해 계
산을 하거나 그래프를 그립니다.
•

(CALC) … 계산 실행

•

(DRAW) … 그래프 그리기(단, Two-Way ANOVA 해당)

계산 결과는 과학책에 나타나는 것처럼 테이블 형태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One-Way ANOVA
Line 1(A) ……… Factor A df 값, SS 값, MS 값, F 값, p 값
Line 2(ERR) ………
에러 df 값, SS 값, MS 값
Two-Way ANOVA
Line 1(A) ……… Factor A df 값, SS 값, MS 값, F 값, p 값
Line 2(B) ……… Factor B df 값, SS 값, MS 값, F 값, p 값
Line 3(AB) ……… Factor A × Factor B df 값, SS 값, MS 값, F 값, p 값
*각 셀에 단 하나의 관찰치만 있을 때 Line3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Line 4(ERR) ……… 에러 df 값, SS 값, MS 값
F ………………… F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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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p 값
df ……… 자유도
SS ……… 요소 제곱합
MS ……… 요소 평균 제곱합
Two-Way ANOVA 의 경우 상관 관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수는 Factor B
에 의존적이고 X축 데이터의 수는 Factor A에 의존적입니다. Y 축은 각 카테고리의 평균
값입니다.
그래프를 그린 후에 다음 그래프 분석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race) 또는
(TRCE) … 트레이스 함수
•
나
때는

를 이용하여 그래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여러 개의 그래프가 있을
와
를 이용해 그래프 사이를 이동합니다.

• Two-Way ANOVA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Setup 화면에 상관없이 V-Window
설정은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 Trace 함수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알파변수 A의 조건 개수와 변수 M의 평균값을 각각
저장합니다.

■ ANOVA(Two Way)
z 설명
아래에 있는 테이블은 열처리 과정을 거친 금속 제품의 측정 결과입니다. 처리과정은
시간(A)과 온도(B)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실험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각각 두번씩
반복됩니다.
B(열처리온도)
B1

B2

A1

113, 116

139, 132

A2

133, 131

126, 122

A(시간)

5%의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다음의 귀무가설에 관한 변화 분석을 하십시오.
H0 : 시간으로 인한 강도 변화 없음.
H0 : 열처리온도로 인한 강도 변화 없음.
H0 : 시간과 열처리온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강도 변화 없음.

z 풀이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wo-Way ANOVA를 사용합니다.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List 1 = {1, 1, 1, 1, 2, 2, 2, 2}
List 2 = {1, 1, 2, 2, 1, 1, 2, 2}
List 3 = {113, 116, 139, 132, 133, 131, 12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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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3을 독립변수로 정의합니다. List 1과 List 2(List 3에 있는 각 데이터 항목의
factor숫자)를 각각 Factor A과 Factor B로 정의합니다. 검증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시간 A 의 유의도 P = 0.2458019517
유의도(P = 0.2458019517)가 신뢰구간(0.05)보다 큽니다. 그래서 가설은 기각되지
않습니다.
• 온도 B 의 유의도 P = 0.04222398836
유의도(P = 0.04222398836)가 신뢰구간(0.0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기각
됩니다.
• 상관 관계 A × B 의 유의도 P = 2.78169946e - 3
유의도(P = 2.78169946e-3)가 신뢰구간(0.0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기각
됩니다.
위의 검증은 시간차는 중요하지 않고, 온도차는 중요하며,그리고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z 1-Sample Z Interval

z 1-Sample Z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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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구간
중요!
• 신뢰구간 계산은 fx-7400GⅡ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뢰 구간은 모집단의 평균값이 포함된 범위(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은 너무 넓으면 모집단 값(실제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내기가 어렵
습니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 신뢰 구간은 모집단 값을 제한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값
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뢰 구간은 95%와 99%입니다. 신뢰
수준을 높이면 신뢰 구간은 넓어지고, 반대로 신뢰 수준을 낮추면 신뢰 구간은 좁아지
지만 모집단 값을 실수로 간과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예를들어 95% 신뢰 구간에서 모
집단 값은 5%의 결과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문 조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t Test와 z Test를 할 때 표본 크기, 신뢰 구간 범위,
신뢰 수준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 수준은 적용 목적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1-Sample Z Interval은 모표준 편차를 알 때 미지수인 모집단 평균값에 대한 신뢰
을 계산합니다.
2-Sample Z Interval은 두 개 표본의 모표준 편차를 알 때 두 개 모집단 평균값의
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합니다.
1-Prop Z Interval은 비율을 알지 못할 때의 신뢰 구간을 계산합니다.
2-Prop Z Interval은 두 모집단에서 비율간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합니다.
1-Sample t Interval은 모표본 편차를 알 수 없을 때 미지수 모집단 평균값에 대한
구간을 계산합니다.
2-Sample t Interval은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없을 때 두 모집단 평균값의 차이에
신뢰구간을 계산합니다.

구간
차이

신뢰
대한

초기 STAT 모드 화면에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신뢰 구간 메뉴를 화면에 나타내기
(INTR)을 누르십시요.
위해
•

(INTR)

(Z) … Z 신뢰 구간 계산 (페이지 6-36)
(t) … t 신뢰 구간 계산 (페이지6-37)

모든 모수 설정 후에,
를 이용하여 “Execute”에 반전을 시키고 계산을 실행하기 위
해서 아래의 기능키를 누릅니다.
•

(CALC) ... 계산을 실행합니다.

• 신뢰구간 함수에 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z 일반적인 신뢰 구간 주의 사항
C-level 설정으로 범위 0

≤

C-level < 1 사이의 값을 입력하면 입력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범위 0 ≤ C-level < 100 사이의 값을 입력하면 값은 사용자의 입력을 100
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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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Interval (Z신뢰 구간)
z 1-Sample Z Interval
1-Sample Z Interval은 모표준편차를 알 때 미지수인 모집단 평균값에 대해 신뢰 구간
을 계산합니다. Z구간은 정규 분포를 적용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의 키 작동을 실행하십시오.
(INTR)
(Z)
(1-S)

다음의 내용은 데이터 사양 리스트와 다른 모수 데이터 사양 항목을 나타냅니다.

계산 결과 출력 화면

z 2-Sample Z Interval
2-Sample Z Interval은 두 개 표본의 모표준편차를 알 때 두 모집단 평균값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의 키 작동을 실행하십시오.
(INTR)
(Z)
(2-S)

z 1-Prop Z Interval
1-Prop Z Interval 은 비율을 알지 못할 때 데이터의 개수를 사용하여 신뢰 구간을
계산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의 키 작동을 실행하십시오.
(INTR)
(Z)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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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모수 사양을 사용하여 정해집니다.
계산 결과 출력 화면

z 2-Prop Z Interval
2-Prop Z Interval은 두 개 모집단의 비율간 차이에 대한 신뢰구간을 계산하기 위하여
데이터 항목의 번호를 사용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의 키 작동을 실행하십시요.
(INTR)
(Z)
(2-P)

■ t Interval ( t 신뢰 구간)
z 1-Sample t Interval
Sample t Interval은 모표본편차를 알 수 없을 때 미지수인 모집단 평균값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의 키 작동을 실행하십시요.
(INTR)
(t)
(1-S)

다음의 내용은 데이터 사양 리스트와 다른 모수 데이터 사양 항목을 나타냅니다.

계산 결과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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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2-Sample t Interval
2-Sample t Interval은 모든 모표준편차를 알 수 없을 때 두개의 모집단 평균값의 차이
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합니다. t 신뢰 구간은 t 분포에 적용됩니다.
통계 데이터 리스트에서 다음의 키 작동을 실행하십시요.
(INTR)
(t)
(2-S)

7. 분포(Distribution)
중요!
• 분포 계산은 fx-7400GⅡ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다른 종류의 분포가 있습니다만 통계 계산 실행에 있어서 필수적인“정규 분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중심에 데이터 평균 (가장 높은 빈도수)의 가장
많은 빈도가 있는 대칭 분포이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빈도수가 감소합니다. 데이터 종류
에 따라서 Poisson 분포, 기하 분포와 다른 다양한 분포 형태들도 사용됩니다.
일단 분포 형태가 결정되면 어떠한 추세가 결정됩니다. 분포에서 취한 데이터가 확률이
특정값보다 작은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제품을 생산시 생산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
단 값이 기준으로 정해지면 몇 퍼센트의 제품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정할 때 정규 확
률 밀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 합격률(예를들어 80%)이 가설로 설정되면 제
품들이 이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확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정규 분포를 사용합니다.
Normal probability density는 x값이 정해진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를 계산합니다.
Normal cumulative distribution는 두개의 특정 값 사이에 있는 정규 분포 데이터의 확률
을 계산합니다.
Inverse normal cumulative distribution은 특정 누적 확률에 대해 정규 분포내 위치를 나
타내는 값을 계산합니다.
Student-t probability density는 x값이 정해진 t확률 밀도를 계산합니다.
Student-t cumulative distribution는 두 개의 특정 값 사이에 있는 t 분포 데이터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Inverse Student-t cumulative distribution는 특정 백분율로 Student-t 누적 확률 밀도의
하한값을 계산합니다.
t 분포에서와 같이 확률 밀도(또는 확률), 누적분포, 역누적분포는
항), Poisson, Geometric(기하) 분포를 위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초기 STAT 모드 화면에서
다.

x2 ,

F, Binomial(이

(DIST)를 누르면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된 분포메뉴가 나타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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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

(NORM) ... 정규 분포(페이지 6-39)
(t) ... Student-t 분포(페이지 6-41)
(CHI) ... x 2 분포(페이지 6-42)
(F) ... F 분포(페이지 6-43)
(BINM) ... 이항 분포(페이지 6-44)
(

)

(POISN) ... 포아송 분포(페이지 6-46)

(

)

(GEO) ... 기하 분포(페이지 6-47)

(

)

(H.GEO) ... 초기하 분포(페이지 6-49)

모든 모수들을 설정 후,
를 이용해 “Execut”를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아래의 기능
키의 하나를 눌러서 계산을 하거나 그래프를 그립니다.
•

(CALC) ... 계산을 합니다.

•

(DRAW) ... 그래프를 그립니다.

■ 일반 분포 함수
• Setup 화면에서 [Stat Wind]설정이 [Auto]로 되어있을 때 V-Window 설정은 자동으로
됩니다. [Stat Wind]설정이 [Manual]로 되어있을 때 V-Window 설정은 현재 설정 상태
가 적용됩니다.
• 그래프를 그린 후에 특정 x값에 대해 추측 p 값을 얻으려면 P-CAL 함수를 사용하면 됩
니다. P-CAL 함수는 정규 확률 밀도, Student-t 확률 밀도, x 2 확률 밀도, F 확률 밀도
그래프가 그려진 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CAL 함수를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1. 분포 그래프를 그린 후에
(G-SLV)
(P-CAL)를 눌러 x값 입력 창을 띄웁니다.
를 누릅니다.
2. x 값을 입력하고
• X 와 p 값이 화면 하단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포인터
가 이동합니다.
3.
나 숫자 키를 누르면 x 값 입력 창이 다시 나타나 또 다른 추정값 계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를 눌러 좌표값을 지우고 포인터를 화면에서 제거합니다.
4. 마치고 나면
• 분석 함수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알파변수 각 X와 P에 대해 x 와 p 값을 저장합니다.

■ 정규 분포
z 정규 확률 밀도

(DIST)

정규 확률 밀도는 특정한 한 개의 x값 또는 리스트에
대해 확률 밀도(p)를 계산합니다. 리스트가 정해지면
각 리스트 요소의 계산 결과는 리스트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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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

(NPd)

• 정규 확률 밀도는 표준 정규 분포에 적용됩니다.
• =1 과 =0 으로 지정하면 표준 정규 분포가 지정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x값이 지정될 때의 그래프

• 그래프는 변수가 지정될 때와 데이터로 한 개의 x값이 입력될 때만 지원됩니다.

z 정규 누적 분포
정규 누적

(DIST)

(NORM)

(NCd)

분포는 하한과 상한 사이의 정규 분포

누적 확률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x값이 지정될 때의 그래프

• 그래프는 변수가 지정될 때와 데이터로 한 개의 x값이 입력될 때만 지원됩니다.

z 역정규누적 분포

(DIST)

(NORM)

(InvN)

역정규누적 분포는 특정 값에 대해 정규누적
분포 확률의 경계값을 계산합니다.

영역 : 확률값
(0 ≤ 영역 ≤ 1)
역정규누적 분포는 특정 누적 확률에 대해 정규 분포내 위치를 나타내는 값을 계산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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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l:왼쪽
적분구간의 상위한계

Tail:오른쪽
적분구간의 하위한계

Tail:중심
적분구간의 상하위한계

확률을 지정하고 적분 구간을 구하기 위해 이 공식을 이용하십시요.
• 이 계산기는 다음을 이용하여 위의 계산을 행합니다.: ∞ = 1E99, - ∞ = -1E99
• 역정규누적분포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 Student-t 분포
z Student-t 확률 밀도

(DIST)

(t)

(tPd)

Student- t 확률 밀도는 특정한 한 개의 x값 또는
리스트에 대해 확률 밀도(p)를 계산합니다. 리스트가
정해지면 각 리스트 요소의 계산 결과는 리스트 형식
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의 그래프

• 그래프는 변수가 지정될 때와 데이터로 한 개의 x값이 입력될 때만 지원됩니다.

z Student-t 누적분포

(DIST)

(t)

Student-t 누적분포는 하한과 상한 사이의 Student-t
분포의 누적 확률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의 그래프

• 그래프는 변수가 지정될 때와 데이터로 한 개의 x값이 입력될 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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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d)

z Inverse Student-t 누적 분포

(DIST)

(t)

(InvN)

(CHI)

(CPd)

Inverse Student-t 누적 분포는 특정 df 값에 대한
Student-t 누적 분포의 하한값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Inverse Student-t 누적 분포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 x 2 분포
z x 2 확률 밀도
x

2

(DIST)

확률 밀도는 특정한 한 개의 x 값이나 리스트에

에 대한 x 2 확률 밀도(p)를 계산합니다. 리스트가
정해지면 각 리스트 요소의 계산 결과는 리스트 형식
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의 그래프

• 그래프는 변수가 지정될 때와 데이터로 한 개의 x값이 입력될 때만 지원됩니다.

z x 2 누적 분포

(DIST)

x 2 누적 분포는 하한과 상한 사이의 x 2 분포의 누적
확률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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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

(CCd)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의 그래프

• 그래프는 변수가 지정될 때와 데이터로 한 개의 x값이 입력될 때만 지원됩니다.

z Inverse x 2 누적 분포

(DIST)

(CHI)

(InvC)

Inverse x 2 누적 분포는 특정 df (degrees of freedom)
값에 대한 Inverse x 2 누적 분포 확률의 하한값을 계산
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Inverse x 2 누적 분포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 F 분포
z F 확률 밀도

(DIST)

(F)

F 확률 밀도는 특정한 한 개의 x 값이나 리스트에
에 대한 F 확률 밀도(p)를 계산합니다. 리스트가
정해지면 각 리스트 요소의 계산 결과는 리스트 형식
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의 그래프

• 그래프는 변수가 지정될 때와 데이터로 한 개의 x값이 입력될 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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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d)

z F 누적 분포

(DIST)

(F)

(FCd)

F 누적 분포는 하한과 상한 사이의 F 분포의 누적
확률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의 그래프

• 그래프는 변수가 지정될 때와 데이터로 한 개의 x값이 입력될 때만 지원됩니다.

z Inverse F 누적 분포

(DIST)

(F)

(InvF)

Inverse F 누적 분포는 특정 n : df 와 d : df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값에 대한 F 누적 분포 확률의 하한값
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Inverse F 누적 분포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 이항 분포
z 이항 확률

(DIST)

이항 확률은 각 시도에서 정해진 시도 수와 성공확률이
있는 이산형 이항 분포에 대한 하나의 특정 x값 또는
각 리스트 요소 확률을 계산합니다. 리스트가 정해지면
각 리스트 요소의 계산 결과는 리스트 형식으로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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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M)

(BPd)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이항 확률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z 이항 누적 분포

(DIST)

(BINM)

(BCd)

이항 누적 분포는 특정 시행 시 또는 전에 성공이
일어나는 이항 분포에서의 누적 확률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이항 누적 분포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z 역 이항 누적 분포

(DIST)

역 이항 누적 분포는 특정값에 대해 이항 누적 분포의
최소 시행횟수 수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역 이항 누적 분포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6 - 45

(BINM)

(InvB)

중요!
역 이항누적분포 계산을 실행할 때 계산기는 최소한의 시행횟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특정
영역 값과 영역값이 최소의 유효숫자의 수(*영역값)보다 작은 값을 이용합니다.
결과는 시스템 변수값 xlnv(영역을 이용한 계산결과)와 *xlnv(*영역을 이용한 계산결과)
로 나타납니다. 계산기는 항상 xlnv값만 표시합니다. 그러나 xlnv와 *xlnv값이 다를 때
값 모두에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역 이항누적분포의 계산 결과는 정수입니다. 초기 인수가 10자리 또는 그 이상일 때 정
확도는 떨어집니다. 정확도에 있어서 작은 차이조차 계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경고 메시지가 뜨면 표시된 값을 체크하십시오.

■ 포아송 분포
z 포아송 확률

(DIST)

(

)

(POISN)

(PPd)

(POISN)

(PCd)

포아송 확률은 하나의 특정 x값 또는 정해진 평균
으로 이산형 포아송 분포에 대한 각 리스트 요소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포아송 확률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z 포아송 누적 분포

(DIST)

포아송 누적 분포는 정해진 시도에 있어서 또는
시도전에 성공이 일어나는 포아송 분포에서의
누적확률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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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포아송 확률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z 역 포아송 누적 분포

(DIST)

(

)

(POISN)

(InvP)

역 포아송 누적 분포는 포아송 누적 확률 분포의
최소 시도 수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역포아송 누적 분포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중요!
역 포아송 누적분포 계산을 실행할 때 계산기는 최소 시행횟수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특
정 영역 값과 영역값이 최소의 유효숫자의 수(*영역값)보다 작은 값을 이용합니다.
결과는 시스템 변수값 xlnv(영역을 이용한 계산결과)와 *xlnv(*영역을 이용한 계산결과)
로 나타납니다. 계산기는 항상 xlnv값만 표시합니다. 그러나 xlnv와 *xlnv값이 다를 때
값 모두에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역 포아송누적분포의 계산 결과는 정수입니다. 초기 인수가 10자리 또는 그 이상일 때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정확도에 있어서 작은 차이조차 계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경고 메시지가 뜨면 표시된 값을 체크하십시오.

■ 기하 분포
z 기하 확률

(DIST)

기하 확률은 정해진 성공확률이 있는 기하분포에
대해 하나의 특정 x값 또는 각 리스트 요소,초기
성공이 일어나는 시도 수에서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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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

(GPd)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기하 확률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z 기하 누적 분포

(DIST)

(

)

(GEO)

(GCd)

기하 누적 분포는 정해진 시도 때 또는 시도 후에 성공
되는 기하 분포에서의 누적 확률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기하 누적 분포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z 역 기하 누적 분포

(DIST)

(

역 기하 누적 분포는 특정한 값에 대해 기하 누적
확률 분포의 최소 시도 수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역 기하 누적 분포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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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

(InvG)

중요!
역 포아송 누적분포 계산을 실행할 때 계산기는 최소 시행횟수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특
정 영역 값과 영역값이 최소의 유효숫자의 수(*영역값)보다 작은 값을 이용합니다.
결과는 시스템 변수값 xlnv(영역을 이용한 계산결과)와 *xlnv(*영역을 이용한 계산결과)
로 나타납니다. 계산기는 항상 xlnv값만 표시합니다. 그러나 xlnv와 *xlnv값이 다를 때
값 모두에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역 포아송누적분포의 계산 결과는 정수입니다. 초기 인수가 10자리 또는 그 이상일 때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정확도에 있어서 작은 차이조차 계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경고 메시지가 뜨면 표시된 값을 체크하십시오.

■ 초기하 분포
z 초기하 확률

(DIST)

(

)

(H.GEO)

(HPd)

(H.GEO)

(HCd)

초기하 확률은 정해진 성공확률이 있는 초기하분포에
대해 하나의 특정 x값 또는 각 리스트 요소,초기
성공이 일어나는 시도 수에서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초기하 확률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z 초기하 누적 분포

(DIST)

(

)

초기하 누적분포는 정해진 시도때 또는 시도전에
성공이 일어나는 초기하 분포에서의 누적 확률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초기하 누적 분포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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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역 초기하 누적 분포

(DIST)

(

)

(H.GEO)

(InvH)

역 초기하 누적 분포는 특정한 값에 대해 초기하 누적
확률 분포의 최소 시도 수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제

리스트가 지정될 때

변수 x값이 지정될 때

• 역 초기하 누적 분포에 관한 그래프 기능은 없습니다.

중요!
역 포아송 누적분포 계산을 실행할 때 계산기는 최소 시행횟수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특
정 영역 값과 영역값이 최소의 유효숫자의 수(*영역값)보다 작은 값을 이용합니다.
결과는 시스템 변수값 xlnv(영역을 이용한 계산결과)와 *xlnv(*영역을 이용한 계산결과)
로 나타납니다. 계산기는 항상 xlnv값만 표시합니다. 그러나 xlnv와 *xlnv값이 다를 때
값 모두에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역 포아송누적분포의 계산 결과는 정수입니다. 초기 인수가 10자리 또는 그 이상일 때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정확도에 있어서 작은 차이조차 계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경고 메시지가 뜨면 표시된 값을 체크하십시오.

8. 검증, 신뢰구간, 분포의 입출력 용어 (fx-7400GⅡ를 제외한 모든모델)
다음은 검증, 신뢰구간, 분포에 사용되는 입출력 용어를 설명합니다.

■ 입력 용어
Data ....................data type
(1-Sample Z Test).......모집단 평균값 검증 조건(“≠ 0”는 양측검증,“< 0”는
하위 단측검증,“> 0”는 상위 단측검증조건으로 검증합니다.
(2-Sample Z Test).......모집단 평균값 검증 조건(“≠ 2”는 양측검증, “< 2”는
표본1이 표본2보다 작은 단측검증,“> 2”는 표본1이 표본2
보다 큰 단측검증 조건으로 검증합니다.

6 - 50

Prop (1-Prop Z Test)......표본 비율 검증 조건(“≠p 0”는 양측검증,“< p 0”는 하위
단측검증,“> p 0”는 상위 단측검증 조건으로 검증합니다.
p1 (2- Prop Z Test)....... 표본 비율 검증 조건(“≠p 2”는 양측검증,“< p2”는 표본1
표본2보다 작은 단측검증,“> p 2”는 표본1이 표본2보다 큰
단측검증 조건으로 검증합니다.
(1-Sample t Test)........모집단 평균값 검증 조건(“≠ 0”는 양측검증,“< 0”는
하위 단측검증,“> 0”는 상위 단측검증 조건으로 검증합니
다.
1 (2-Sample t Test)...... 표본 평균값 검증 조건(“≠ 2”는 양측검증,“< 2”는 표본
1이 표본2보다 작은 단측검증,“> 2”는 표본1이 표본2보다
큰 단측검증 조건으로 검증합니다.
β & ρ (LinearReg t Test)... ρ 값 검증 조건(“≠0”는 양측검증,"< 0”는 하위 단측 검
증,“> 0”는 상위 단측검증 조건으로 검증합니다.
σ 1 (2-Sample F Test)..... 모집단 표준편차 검증 조건(“≠ σ 2”는 양측검증,“< σ 2”는
표본1이 표본2보다 작은 단측검증,“> σ 2”는 표본1이 표본2
보다 큰 단측검증 조건으로 검증합니다.

.......................추정 모집단 평균
........................모집단 표준 편차( > 0)
1........................표본1의 모집단 표준 편차( 1> 0)
2........................표본2의 모집단 표준 편차( 2> 0)
List......................데이터로 사용하려는 리스트 내용(리스트1~26)
List1.....................표본1 데이터로 사용하려는 리스트 내용(리스트1~26)
List2.....................표본2 데이터로 사용하려는 리스트 내용(리스트1~26)
Freq......................도수(1 또는 1~26)
Freq1.....................표본1의 도수(1 또는 1~26)
Freq2.....................표본2의 도수(1 또는 1~26)
Execute...................계산이나 그래프 그리기 실행
.......................표본 평균
......................표본1의 평균
......................표본2의 평균
n ........................표본 크기(양의 정수)
n1 ........................표본1의 크기(양의 정수)
n2........................표본2의 크기(양의 정수)
p0........................추측 표본 비율 (0< p0<1)
p1........................표본 비율 검증 조건
x(1- Prop Z Test).........표본 값(x ≥ 0 정수)
x(1- Prop Z Interval).....데이터(0 또는 양의 정수)
x1........................표본1의 데이터 값(x1 ≥ 0 정수)
x1........................표본2의 데이터 값(x2 ≥ 0 정수)
sx........................표본 표준 편차(sx > 0)
sx1.......................표본1의 표준편차(sx1 > 0)
sx2.......................표본1의 표준편차(sx2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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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ist....................x축 데이터 리스트(리스트1~6)
YList....................y축 데이터 리스트(리스트1~6)
C-Level..................신뢰구간(0 ≤ C-Level < 1)
Pooled...................합동 상태(효력있는) 또는 합동해제 상태(효력없는)
X(Distribution)..........데이터
(Distribution).........표준편차( >0)
(Distribution)..........평균
Lower(Distribution)......하한
Upper(Distribution)......상한
df(Distribution).........자유도(df>0)
n:df(Distribution).......분자 자유도(양의 정수)
d:df(Distribution).......분모 자유도(양의 정수)
Numtrial(Distribution)...시도 수
p(Distribution)..........성공 확률(0 ≤ p ≤ 1)

■ 출력 용어

z.........................z 스코어
p.........................p값
t.........................t 스코어
........................ 값
F.........................F값
p̂ ........................추측 표본 비율

p̂ 1.......................표본1의 추측 비율
p̂ 2.......................표본2의 추측 비율
....................... 표본 평균
....................... 표본1의 평균
........................표본2의 평균
sx........................표본 표준 편차
sx1....................... 표본1의 표준편차
sx2....................... 표본1의 표준편차
sP........................합동 표본 표준 편차
n.........................표본 크기
n1 ....................... 표본1의 크기
n2........................표본2의 크기
df........................자유도
a.........................상수항
b.........................계수
s.........................표준 에러
r.........................상관 계수
r.........................결정 계수
Left.....................신뢰구간 하한(왼쪽 끝)
Right....................신뢰구간 상한(오른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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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계 식
■ Test
Test
1-Sample Z Test
2-Sample Z Test
1-Prop Z Test
2-Prop Z Test
1-Sample t Test
2-Sample t Test
(합동)

2-Sample t Test
(합동 해제)
LinearReg t Test

관찰된 리스트의 i번째 요소

GOF Test

예측한 리스트의 i번째 요소
관찰된 행렬의 i열, j행에서의 요소

two-way Test

예측한 행렬의 i열, j행에서의 요소
2-Sample F Test
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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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구간
Left : 신뢰구간 하한(왼쪽 끝)
신뢰 구간
Right : 신뢰구간 상한(오른쪽 끝)
1-Sample Z Interval

Left, Right =

2-Sample Z Interval

Left, Right =

1-Prop Z Interval

Left, Right =

2-Prop Z Interval

Left, Right =

1-Sample t Interval

Left, Right = x m t n −1 (α / 2) ⋅ s x

2-Sample t Interval

Left, Right =

n

(합동)
2-Sample t Interval

Left, Right =

(합동 해제)
α:유의수준
α = 1 -[C-Level]
C-Level : 신뢰 수준 (0 ≤ C-Level≤ 1)
Z(α/2): 표준정규분포의 상위 α/2 point
t df (α/2): 자유도 df 인 t 분포의 상위 α/2 point

■ 분포(계속)
분 포

확률 밀도

정규 분포

Student-t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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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분포

x 2 분포

F 분포

분

포

역누적 분포

정규 분포
tail = 왼쪽

tail = 오른쪽

tail = 중앙

Student-t
분포

x 2 분포
F 분포

■ 분포(이산형)

분

포

확

이항 분포

(x = 0,1,......,n)

포아송 분포

(x = 0,1,2,......)

기하 분포

초기하 분포

률

(x = 1,2,3,......)

n: 모집단에서 추출해낸 요소수 ( 0 ≤ x 정수)
M : 속성A에 포함된 요소수 (0 ≤ M 정수)
N : 모집단 요소수 (n ≤ N,

M ≤ N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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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도 수

μ : 평균( μ >0)

분

포

누적 분포

역누적 분포

이항 분포
포아송 분포
기하 분포

초기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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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재무 계산(TVM)

중요!
• fx-7400GⅡ는 TVM 모드가 없습니다.

1. 재무계산을 실행하기 전에
메인 메뉴에서 TVM 모드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재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재무화면1

•{SMPL} …
•{CMPD} …
•{CASH} …
•{AMT} …
•{CNVT} …
•{COST} …
•{DAYS} …
•{DEPR} …
•{BOND} …

재무화면2

{단리이자 계산}
{복리이자 계산}
{자금유동 (투자평가) 계산}
{대출분할상환}
{이자율의 상호전환}
{원가, 판매가, 판매이익 계산}
{일수/날짜 계산}
{감가상각 계산}
{채권 계산}

■ 화면 구성 설정
z

Payment
• {BGN}/{END} … 지불기간의 {시작}/{끝}

z

Data 모드
• {365}/{360} … {연 365일로 계산}/{연 360일로 계산}

TVM(재무) 모드를 사용할 때마다 화면 구성 설정에 대한 아래의 점들을 주의하십시오.
• 그래프 화면 구성 설정은 Axes, Grid, Dual Screen 과 같은 TVM 모드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모두 안됩니다.
• 라벨 항목이 켜져 있을 때 재무 그래프를 그리면 수직축(저축과 인출)은 현금(CASH),
수평축(빈도수)은 시간(TIME)의 라벨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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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M(재무) 모드에서 그래프 그리기
재무 계산을 실행한 후, 아래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그 결과 값을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
(GRP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면상에 그래프가 있을 때
(TRCE)를 누르면 다른 재무 값을 볼 수 있는
를 누르면 PV, SI, SFV 가 화면에
Trace 가 작동합니다. 예를들어, 단리이자의 경우
나타납니다.
를 누르면 같은 값들이 역순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 Zoom, Scroll, Sketch 는 TVM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실행하고자 하는 계산 유형에 따라서 현재 가치(PV) 또는 구매값(PRC)에 대해 양 또는
음의 값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 TVM 모드 계산 결과가 보여질 때 그래프는 오직 참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 이 모드에서 산출된 계산 결과 값은 단지 참고 값으로만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 실 재무 계산을 실행할 때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얻은 계산 결과값과 재무
기관에서 계산하여 나온 값을 꼭 비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단리이자 계산
단리이자 계산을 위해 계산기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z 공식
SI : 단리이자
n : 단리이자 기간횟수
PV : 원금
I% : 년이자율
SFV : 원금과 이자

365일 모드
360일 모드

단리이자 계산을 위해 다음의 입력 화면을 보려면 Financial 1 화면에서
르십시오.
(SMPL)
n ……… 단리이자 기간
I% ……… 연이자율
PV ……… 현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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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L)을 누

파라메타를 설정한 후 아래 함수 중에 하나를 사용해 적합한 계산을 합니다.
• {SI} … 단리이자
• {SFV} … 단순 미래 가치

파라메타가 정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에러(Ma ERROR)가 발생합니다
다음 함수를 사용해 계산 결과 화면을 조작해 보십시오.
• {REPT}...{파라메타 입력 화면}
• {GRPH}...{그래프 그리기}

(TRCE)를 눌러 그래프에 따른 계산 결과를 차례로 볼 수 있
그래프를 그린 후에
습니다.
차례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를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PV) → 단리이자(SI)
→단순 미래 가치(SFV) 순으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를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결
과를 표시합니다.
를 눌러 파라메타 입력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3. 복리이자 계산
복리이자 계산을 위해 계산기는 다음의 표준 공식을 사용합니다.
z PV, PMT,FV,n

지불: 끝
(셋업화면)

P/Y=C/Y=1

지불: 시작
(셋업화면)

(Other than
thos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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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
i (유효이자율)
i (유효이자율)은 뉴턴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PV + α × PMT + β × FV = 0
I %에서 I%로 전환(유효이자율)
P/Y=C/Y=1
(Other than those above)
n
I%
PV
PMT

……
……
……
……

복리이자 기간
연이자율
현재 가치
지불

FV …… 미래가치
P/Y …… 연간분할불입기간
C/Y …… 연간복리기간

• 입금은 양의 부호(+)로 인출은 음의 부호(-)로 표시됩니다.
복리이자 계산을 위해 아래의 입력 화면을 보려면 Financial 1 화면에서
누르십시오.

(CMPD)를

(CMPD)

n
I%
PV
PMT
FV
P/Y
C/Y

……
……
……
……
……
……
……

복리이자 기간
연이자율
현재 가치(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저축의 경우 잔액)
각 분할 불입의 지불(대출의 경우 지불; 저축의 경우 입금)
미래가치(대출의 경우 미상환잔액; 저축의 경우 원금과 이자)
연간분할불입기간
연간복리기간

중요!
숫자입력
기간(n)은 양수로 표시됩니다. 현재 가치(PV)나 미래 가치(FV) 중의 하나는 양수로 또
다른 하나(PV 또는 FV)는 음수입니다.
정확성
본 계산기는 그 정확성이 다양한 계산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사값을 계산
해내는 뉴톤 방법을 이용하여 이자 계산을 실행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 계산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 계산 결과는 위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결과를 반
드시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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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타 설정 이후 다음 함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합한 계산을 하십시오.
•
•
•
•
•
•

{n} …복리이자 기간횟수
{I%} …연이자율
{PV} …현재 가치(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저축의 경우 잔액)
{PMT} …각 분할 불입의 지불(대출의 경우 지불; 저축의 경우 입금)
{FV} …미래가치(대출의 경우 미상환잔액; 저축의 경우 원금+이자)
{AMT} …대출분할상환

• 파라메타가 적절히 설정되지 않으면 에러(Ma ERROR)가 발생합니다.
다음 함수를 사용해 결과 화면을 조작해 보십시오.
• {REPT} … 파라메타 입력 화면
• {AMT} … 대출분할상환 화면
• {GRPH} …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를 그린후에

(TRCE)를 눌러 그래프에 따른 결과를 차례로 볼 수 있습니다.

를 눌러 파라메타 입력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 자금 유동(투자평가)
본 계산기는 일정 기간 동안 총 자금 유동에 의한 투자 평가를 실행할 때 이익 할인율
법(DCF)을 사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아래의 4가지 형태의 투자 평가를 실행할 수 있습
니다.
• 순수 현재 가치(NPV)
• 순수 미래 가치(NFV)
• 내부 수익율(IRR)
• 투자 회수 기간(PBP)
아래에 보여지는 자금 유동 도표는 자금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최초 투자 금액은 CF0로 표시됩니다. 1년 후 자금 유동은 CF1, 2년 후의
자금 유동은 CF2 등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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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평가는 투자가 원래 목표하였던 이익을 실현할 것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z NPV

n: 254이하의 자연수
z NFV

z IRR

이 공식에서 NPV =0이고 IRR 값은 i × 100과 같습니다.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실행하는
연속 계산에서 아주 작은 나머지 값들이 모이기 때문에 NPV는 실제로 0이 될 수가 없다
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NPV가 0에 접근할수록 IRR 값은 더 정확해집니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z PBP

n: NPV n ≤0, NPV n +1 ≥0, 또는 0 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투자 평가를 하기 위한 다음 입력 화면을 나타내기 위해 Financial 1 화면에서
(CASH)를 누르십시오.
(CASH)

I% …… 이자율
Csh … 현금유동목록

입력 데이터가 없으면

(

LIST)를 누르고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파라메타 설정 이후 다음 함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합한 계산을 하십시오.
•
•
•
•
•
•

{NPV} …{순수 현재가치}
{IRR} …{내부수익률}
{PBP} …{투자회수기간}
{NFV} …{순수미래가치}
{ LIST} …{리스트에 데이터 입력}
{LIST} …{데이터 입력리스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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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메타가 적절히 설정되지 않으면 에러(Ma ERROR)가 발생합니다.
다음 함수를 사용해 결과 화면을 조작해 보십시오.
• {REPT} … {파라메타 입력 화면}
• {GRPH} …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를 그린 후에
(TRCE)를 눌러 그래프에 따른 결과를 차례로 볼 수 있습니다.
를 눌러 파라메타 입력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대출분할상환
본 계산기는 월 불입금 중 원금과 이자 부분, 미상환 원금 잔액, 어떤 시점까지의 원금
과 이자 상환 금액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z 계산식

1회 지불액

(지불횟수)
a : PM1 불입액 중 이자 부분(INT)
b : PM1 불입액 중 원금 부분(PRN)
c : PM2 불입액 중 미상환 원금 잔액(BAL)

1회 지불액

(지불횟수)
d : PM1 불입액부터 PM2 불입액까지 총 원금 부분 (∑PRN)
e : PM1 불입액부터 PM2 불입액까지 총 이자 부분(∑INT)
*a + b = 1회 상환액(P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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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0 = PV(불입기간초 시점에서 INT1 = 0, PRN1 = PMT)

z 명목 이자율과 적용 이자율간의 전환
연간 불입 횟수가 복리이자 계산 기간 횟수와 상이할 때 대출 불입금 계산을 위해 명목
이자율(사용자에 의해 I% 값으로 입력)은 적용 이자율( I%)로 전환됩니다.

다음의 계산은 명목 이자율이 적용 이자율로 전환된 후에 실행된 것이며 그 결과 값은
이후 모든 계산에 사용됩니다

분할 상환을 위해 Financial1 화면에서 다음의 입력 화면을 보려면
오.

(AMT)를 누르십시

(AMT)

PM1
PM2
n
I%
PV
PMT
FV
P/Y
C/Y

……
……
……
……
……
……
……
……
……

불입1부터 n까지의 첫 불입액
불입1부터 n까지의 두번째 불입액
불입
이자율
원금
각 불입 지불액
다음 최종 불입 잔액
연간불입
연간복리

파라메타를 설정한 후 아래 함수 중에 하나를 사용해 적합한 계산을 합니다.
•{BAL} … {PM2 불입 후 미상환 원금 잔액}
•{INT} … {PM1 불입 중 이자 부분}
•{PRN} … {PM1 불입 중 원금 부분}

7-8

• {∑NT} …{PM1불입부터 PM2불입 지불 후 이자 총액}
• {∑PRN} …{PM1불입부터 PM2불입 지불 후 원금 총액 }
• {CMPD} …{복리 이자 화면}

• 파라메타가 적절히 설정되지 않으면 에러(Ma ERROR)가 발생합니다.
다음 함수를 사용해 결과 화면을 조작해 보십시요.
• {REPT} … 파라메타 입력 화면
• {CMPD} … 복리 이자 화면
• {GRPH} … 그래프

그래프를 그린 후,
(TRCE)를 눌러 그래프에 따른 결과를 차례로 볼 수 있습니다.
(TRCE)를 처음 누르면 n=1 일 때 INT와 PRN을 표시합니다.
를 누르면 n=2,
n=3 일 때 INT와 PRN를 볼 수 있습니다.
를 눌러 파라메타 입력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6. 이자율 상호전환
이 섹션에 있는 절차는 연간이자율과 적용이자율을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z 계산식
APR: 연간이자율(%)
EFF: 적용이자율(%)
n: 복리 횟수

이자율의 전환을 위한 다음의 입력 화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Financial 1 화면에서
(CNVT)를 누르십시요.
(CNVT)
N ……… 복리 횟수

I% ……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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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타를 설정한 후 아래 함수 중에 하나를 사용해 적합한 계산을 합니다.
• { EFF} … {연간이자율을 적용이자율로 전환}
• { APR} … {적용이자율을 연간이자율로 전환}

• 파라메타가 적절히 설정되지 않으면 에러(Ma ERROR)가 발생합니다.
다음 함수를 사용해 결과 화면을 조작해 보십시오.
• {REPT} … 파라메타 입력 화면

7. 원가, 판매가, 판매이익 계산
원가, 판매가, 판매이익은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있는 절차는 연간이자율과 적용이자율을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z 계산식
CST : 원가
SEL : 판매가
MRG : 판매이익

다음의 입력 화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Financial 2화면에서

(COST)를 누르십시요.

(COST)
Cst.....원가
Sel.....판매가
Mrg.....판매 이익
파라메타를 설정한 후 아래 함수 중에 하나를 사용해 적합한 계산을 합니다.
• {COST} …{원가}
• {SEL} …{판매가}
• {MRG} …{판매 이익}

• 파라메타가 적절히 설정되지 않으면 에러(Ma ERROR)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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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함수를 사용해 결과 화면을 조작해 보십시오.
• {REPT} … 파라메타 입력 화면

8. 일수/날짜 계산
두 날짜의 기간을 계산하거나 특정 날짜로부터 일정기간 후나 전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수/날짜를 계산하는 다음의 입력 화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Financial 2 화면에서
(

)

(DAYS)를 누르십시오.

(DAYS)

d1 …… 날짜1
d2 …… 날짜2
D …… 일수
날짜를 입력하기 위해 d1과 d2를 반전시키고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번호키를 눌러서 월을 입력합니다.

년, 월, 일을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파라메타를 설정한 후 아래 함수 중에 하나를 사용해 적합한 계산을 합니다.
• {PRD} …{두 날짜 사이(d2-d1)의 일수를 계산}
• {d1+D} …{미래 날짜 계산(d1+D)}
• {d1-D} …{과거 날짜 계산(d1-D)}
• 파라메타가 적절히 설정되지 않으면 에러(Ma ERROR)가 발생합니다.
다음 함수를 사용해 결과 화면을 조작해 보십시오.
• {REPT} … 파라메타 입력 화면
• 재무 계산의 날짜 설정은 365일 또는 360일 중 하나로 Setup 화면에서 설정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은 설정된 날짜에 따라 이루어지나 다음 계산은 360일로 설정되었을 때
실행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시도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Date) + (Number of Days)
(Date) - (Number of Days)
• 가능한 계산 범위는 1901년 1월 1일부터 2099년 12월 31일입니다.

• 360일 날짜 모드 계산
1년을 360일로 설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d1 이 어떤 달의 31일인 경우 d1 은 그 달의 30일로 계산됩니다.
• d2 가 어떤 달의 31일인 경우 d2 는 다음 달의 1로 계산됩니다.

7 - 11

9. 감가상각 계산
감가상각은 당해년도를 지나서 감가상각된 수익에 의해 상쇄되는 사업비용금액을 계산
하게 해 줍니다.
• 본 계산기는 다음의 4 가지 종류의 감가상각 계산을 지원합니다.
Straight-line(정액법,SL), fixed-percentage(정율법, FP),sum-of-the-years’digits(연수합계법, SYD), 또는 declining-balance(체감잔액법, DB)
• 위의 방법 중의 하나가 일정기간동안의 감강상각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j 년도의 감가상각된 금액과 감가상각되지 않은 금액의 테이블과 그래프.

z 정액법(SL)
SL

j

: j년도의 감가상각 비용

n
: 내용연수
PV
: 원가(기초)
FV
: 잔존 장부 가치
j
: 감가상각비 계산년도
Y-1 : 감가상각 초기연도의 월 수

z 정률법(FP)
FP

j

: j년도의 감가상각 비용

RDV j : j년도의 감가상각 잔존가치

I%

: 감가상각률

z 연수합계법(SYD)

SYD j : j년도의 감가상각 비용
RDV j : j년도 말의 감가상각 잔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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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체감잔액법(DB)
DB

j

: j년도의 감가상각 비용

RDV j : j년도 말의 감가상각 잔존가치

I%

: 감가상각률

다음의 입력 화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Financial 2화면에서

( )

n
I%
PV
FV

……
……
……
……
j ………
Y-1 ……

(DEPR)를 누르십시오.

(DEPR)

내용 연수
정률법의 경우에는 삼각상각 비율, 체감잔액법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요소
원가(기초)
잔존 장부 가액
감가상각비 계산년도
감가상각 초기연도의 월 수

파라메타를 설정한 후 아래 함수 중에 하나를 사용해 적합한 계산을 합니다.
• {SL} …{정액법을 이용한 j 년도의 감가상각 계산}
• {FP} …{FP}…{정률법을 이용한 j 년도의 감가상각 계산}
{1%}…{감가상각 비율}
• {SYD} …{연수합계법을 이용한 j 년도의 감가상각 계산}
• {DB} …{체감잔액법을 이용한 j 년도의 감가상각 계산}

계산 결과 출력 예제

{SYD}

{SYD}-{T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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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GRPH}

파라메타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에러(ERROR)가 발생합니다.
다음 함수 메뉴를 사용하여 계산 결과 화면을 조작해 보십시오.
• {REPT}...{파라메타 입력 화면}
• {TABL}...{테이블 표시}
• {GRPH}...{그래프 그리기}

10. 채권 계산
채권 계산은 채권의 구입 금액과 연간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채권 계산을 하기 전에 Setup화면의 사용하여 “Data모드”와 “기간/YR”(page 7-1)을
설정합니다

z 계산식

상환일(d2)

발행일

구입일(d1)

PRC
CPN
YLD
A
M
N
RDB
D
B
INT
CST

:
:
:
:
:
:
:
:
:
:
:

액면이자 지불일

액면가 $100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액면이자율(%)
만기 수익율
미수일
연간 이자지불 횟수
결제일과 만기일의 이자지불 횟수
액면가 $100에 해당하는 상환가격과 중도상환가격
이자 기간 동안 결제해야 할 일수
결제일과 다음 이자 지불일까지의 일수 = D-A
미수 이자
이자 포함 금액

z 액면가 $100에 해당하는 금액(PRC)
• 상환까지 1년 미만의 이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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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까지 1년이상의 이자기간

z 연간수익율 (YLD)
YLD는 뉴턴의 법칙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BOND)를 눌러 채권 계산에 대한 다음의 입력 화면을 표시합
Financial2 화면에서
니다.
(

d1 .......
d2 .......
RDV ......
CPN ......
PRC ......
YLD ......

)

(BOND)

구입일(년, 월, 일)
상환일(년, 월, 일)
액면가 $100에 해당하는 상환가
액면 이자율
액면가 $100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수익율

파라메타 설정 후, 아래의 함수 메뉴 중 하나를 사용하여 해당 계산을 실행합니다.
• {PRC}... {채권 금액(PRC), 미수 이자(INT), 채권 비용(CST)를 계산합니다.}
• {YLD}... {만기수익율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출력 예

{PRC}
{PRC} - {GRPH}
{PRC} – {MEMO}
파라메타가 정확히 설정되지 않은 경우, 에러(ERROR)가 발생합니다.
다음 함수 메뉴를 사용하여 계산 결과 화면을 조작해 보십시오.
• {REPT}... {파라메타 입력 화면}
• {GRPH}... {그래프 그리기}
• {MEMO}... {계산에 사용된 일수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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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화면
• 다음은 MEMO화면의 각 항목에 대한 의미 설명입니다.
PRD ... d1에서 d2까지의 일수
N ..... 결제일과 만기일 사이의 액면이자지불 횟수
A ..... 미수일자
B ..... 결제일에서 다음 이자 지불일까지의 일수 (D-A)
D ..... 이자 기간 동안 결제해야 할 일수
를 계속 누르면 액면 이자지불일(CPD)화면은 상
• MEMO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동안
환연도에서 구입연도로 반복해서 바뀝니다. “Setup”화면의“DATE 모드”가
“365”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1. 함수를 사용한 재무계산
중요!
• 다음 조작은 fx-7400GⅡ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RUN∙MAT모드나 PRGM모드에서 특정 함수를 사용하여 TVM모드의 재무계산과 동일한 계산
을 실행합니다.
예

1.
2.

2년동안(730일) 연이자 5%의 $300 대출에 대한 총 이자와 원금 지불을 계산합니
다. Date모드 설정의 365를 사용합니다.
메인메뉴에서 RUN∙MAT모드로 들어갑니다.
다음 키를 누릅니다.
( ) ( ) ( ) (TVM)
(SMPL) (SI)

(SFV)

(SET UP))을 사용하여 Date 모드 설정을 변경합니다.
• TVM모드 설정화면(
PRGM모드에서 특정 명령어(DateMode365, DateMode360)을 사용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 재무계산 함수로 할 수 있는 조작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재무계산 실행”(page 835)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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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프로그램 기능

1. 기본 프로그램 기능
명령어와 계산은 복수 명령어의 수동계산과 같이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1. 메인 메뉴에서 PRGM 모드로 들어가면 화면에 프로그램 리스트 메뉴가 나타납니다.
선택된 프로그램 영역
를 사용하여
( 와
움직이십시오.)

2.
3.
4.

파일은 알파벳 순서로 보입니다.
파일 이름을 등록합니다.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 프로그램 리스트의 우측에 있는 숫자는 각 프로그램에 사용된 바이트 수 입니다.
• 파일 이름은 최대 8 문자까지 가능합니다.
• 다음 문자들은 파일 이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A~Z, r , θ , 스페이스, [, ],
{, }, ”, ’, ~, 0~9, ., +, -, x, ÷
• 파일 이름을 등록할 때 메모리에 32 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2

3

정 8 면체의 한변의 길이가 7, 10, 15cm일 때, 표면적(cm )와 체적(cm )을
구합니다. 파일명은 OCTA 라고 정합니다.
파일명 OCTA 로 계산식을 저장합니다.
다음은 한변의 길이가 A 인 정사면체의 표면적 S 와 체적 V 를
구하는 계산식입니다.

①
②
③

PRGM
(NEW) (O)
(PRGM)
(

④

)

(EXE) 혹은
(A 값)

(C) (T)
(?)
(
)

(A)
(A)

(
(A)
(A)

)

(:)
( )

A=7 일 때 S
A=7 일 때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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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10 일 때 S
A=10 일 때 V

*1

*1

A=15 일 때 S
A=15 일 때 V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가 표시되어 있을 때

를 눌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 RUN·MAT(RUN)모드에서 Prog“<파일이름>”
을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마지막 결과를 표시하고 나서
를 누르면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Prog“<파일이름>”으로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 없을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2. PRGM모드 명령
• {NEW}...{새 프로그램}

z

파일 이름을 등록할 때
• {RUN}/{BASE} ... {일반 연산}/{베이스 번호} 프로그램 입력
• { } ... {패스워드 입력}
• {SYBL} ... {기호 메뉴}

z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 ------

(RUN)...초기설정

• {TOP}/{BTM} ... 프로그램의 {상위}/{하위}
• {SRC} ... {검색}
• {MENU} ... {모드 메뉴}
*
*
*
• {STAT}/{MAT} /{LIST}/{GRPH}/{DYNA} /{TABL}/{RECR}
...{통계}/{행렬}/{리스트}/{그래프}/{다이나믹그래프}/{테이블}/{점화식}
• {A↔a} ... {대문자와 소문자 교체}
• {CHAR} ... {수학 기호나 특수 기호 및 악센트 문자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표시합니다.}
*
fx-7400GⅡ는 해당안됨
•
(PRGM)키를 눌러 다음의 프로그램 메뉴(PGRM)를 표시합니다.
• {COM} ... {프로그램 명령어 메뉴}
• {CTL} ... {프로그램 통제 명령어 메뉴}
• {JUMP} ... {점프 명령어 메뉴}
• {?}/{ } ... {입력}/{출력} 명령어
• {CLR}/{DISP} ... {지우기}/{표시} 명령어 메뉴
• {REL} ... {조건적 점프 조작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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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 ... {I/O 통제 전송 명령어 메뉴}
• {:} ... {표현과 명령어 분리자}
• {STR} ... {문자열 명령어}
위의 각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명령어 참조”(page 8-7)을 참고하십시오.
•

(SET UP)키를 눌러 아래와 같은 모드 명령어 메뉴를 표시합니다.
• {ANGL}/{COOR}/{GRID}/{AXES}/{LABL}/{DISP}/{S/L}/{DRAW}/{DERV}/{BACK}/{FUNC}/
*
*
{SIML}/{S-WIN}/{LIST}/{LOCS} /{T-VAR}/{∑DSP} /{RESID}/{CPLX}/{FRAC}/
*
*
*
*
*
fx-7400GⅡ는 해당안됨
{Y·SPD} /{DATE} /{PMT} /{PRD} /{INEQ}/{SIMP}/{Q1Q3}

위의 각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etup 화면의 기능키”(page 1-26)을
참고하십시오.

*1

z

(BASE)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 -----• {TOP}/{BTM}/{SRC}
• {MENU}
• {d~o} ... {10 진}/{16 진}/{2 진}/{8 진} 값 입력
• {LOG} ... {논리연산}
• {DISP} ... 입력된 값을 {10 진}/{16 진}/{2 진}/{8 진}으로 변환
• {A↔a}/{SYBL}
•
•
•
•
•
•
*1

•
•
•
•

(PRGM)을 눌러 다음 PRGM(프로그램)메뉴를 표시합니다.
{Prog} ... {프로그램 열기}
{JUMP}/{?}/{ }
{REL} ... {조건적 점프 조작 메뉴}
{:} ... {표현과 명령어 분리자}

(SET UP)키를 눌러 다음의 모드 명령어 메뉴를 표시합니다.
• {DEC}/{Hex}{Bin}/{Oct}
(BASE)를 누른 후 입력한 프로그램은 파일명 우측에
라고 표시됩니다.
{EXE}/{EDIT} ... 프로그램 {실행}/{편집}
{NEW} ... {새 프로그램}
{DEL}/{DEL∙A} ... {지정한 프로그램}/{모든 프로그램}의 삭제
{SRC}/{REN} ... 파일 이름 {검색}/{변경}

3. 프로그램 내용 수정
■ 프로그램 디버그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인 프로그램의 실수를 “버그”라고
합니다. 또 이 실수를 없애는 작업을 “디버그”라고 합니다. 다음 증상은 디버그해야 할
버그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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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실행 중에 에러 메시지가 표시될 때
• 예상한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때

z 에러 메시지에 대한 디버그
에러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표시합니다.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면
에러 발생 위치에서 커서가 점멸합니다. “에러 메시지 일람표”(page α -1)을 참고하여
바르게 고쳐주십시오.
를 눌러도 에러 발생 위치는 표시되지
• 프로그램 잠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않습니다.

z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대한 디버그
프로그램 실행 시 생각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 수정할 프로그램의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합니다.
(TOP) ... 커서를 프로그램의 상단으로
옮깁니다.
(BTM) ... 커서를 프로그램의 하단으로
옯깁니다.

■ 프로그램의 데이터 검색
예

파일명 OCTA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A 를 검색합니다.

1. 프로그램을 불러냅니다.
(SRC)를 눌리고 검색하려는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2.

(SRC)
(A)

3.

키를 눌러 검색을 시작합니다. 검색한 문자가 있는
*1
바로 앞에 커서가 위치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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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나
(SRC)키를 눌러 검색하는 문자가 있는 다음
*2
위치로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프로그램에 검색하려는 데이터가 없을 때는 “Not Found”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더 이상 찾을 내용이 없을 때는 검색이 끝납니다.

• 검색할 문자로 엔터( )나 표시( ) 명령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면 다음 문장을 찾기 전에 커서 키를 다른 위치로
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커서 위치가 시작하는 프로그램 부분이 검색되면
누릅니다.
• 일단 데이터 검색이 시작되고 나서 글자를 입력하거나 커서를 움직이면 검색 명령은
취소됩니다.
를 눌러 입력을 취소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입력합니다.
• 실수로 입력하게 되었을 때

4. 파일 관리
■ 파일 검색
z

첫 문자를 이용하여 파일 검색

예
첫 문자 검색을 사용하여 파일명 OCTA 프로그램을 부릅니다.
( ) (SRC)를 누르고 찾기 원하는
1. 프로그램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
파일의 첫 문자를 입력합니다.
( ) (SRC)
(O) (C) (T)
2.

를 눌러 파일을 검색합니다.
• 입력한 문자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반전됩니다.

• 검색하려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Not Found”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때
를 눌러 메시지를 지웁니다.

■ 파일 이름 수정
1. 화면에 프로그램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
와
키를 사용하여 수정하기 원하
는 파일명으로 반전 표시를 움직이고
( ) (REN)을 누릅니다.
2. 수정을 합니다.
3.
를 눌러 새 이름을 등록하고 프로그램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프로그램 리스트는 새로운 파일 이름에 따라 다시 배열됩니다.
• 이미 존재하는 파일명을 입력하였을 때는 “Already Exists”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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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눌러 에러 메세지를 지우고 파일명 수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를 눌러 입력 파일명을 지우고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 프로그램 삭제
z 특정 프로그램의 삭제
1. 화면에 프로그램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
프로그램으로 이동합니다.
(DEL)키를 누릅니다.
2.
3.
(YES)키를 눌러 선택한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복귀합니다.

나

키를 사용하여 삭제할려는

(NO)를 눌러 삭제하지 않고

z 모든 프로그램 삭제
(DEL∙A)키를 누릅니다.
1. 화면에 프로그램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
2.
(YES)키를 눌러 리스트의 모든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NO)키를 눌러 삭제하지
않고 복귀합니다.
• 메인 메뉴에서 MEMORY 모드로 들어가 모든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 “11 장 메모리 매니저”를 참고합니다.

■ 비밀번호 등록
파일명을 등록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입력한 프로그램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입력순서는 파일 이름 입력 순서와 동일합니다.
(NEW)키를 누르고 새 프로그램 파
1. 화면에 프로그램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
일의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 )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3.
키를 눌러 파일명과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이제 프로그램 파일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QUIT)를 눌러 프로
4.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그램 파일을 나가고 프로그램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비밀번호로 보호된 파일들은 파일명에 별 모양이 표
시됩니다.

■ 비밀번호가 등록된 프로그램 불러내기
1.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와
키를 사용하여 불러낼 프로그램 이름으로 이동합니다.
(EDIT)를 누릅니다.
2.
3.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를 눌러 프로그램을 불러냅니다.
• 비밀번호가 등록된 프로그램을 열 때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Mismatch”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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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령어 참조
■ 명령어 색인
Break..........................8-10
CloseComport38k................8-17
ClrGraph.......................8-14
ClrList........................8-14
ClrMat.........................8-14
ClrText........................8-14
DispF-Tbl, DispR-Tbl...........8-14
Do~LpWhile.....................8-11
DrawDyna.......................8-14
DrawFTG-Con, DrawFTG-Plt.......8-15
DrawGraph......................8-15
DrawR-Con, DrawR-Plt...........8-15
DrawR∑-Con, DrawR∑-Plt.......8-15
DrawStat.......................8-15
DrawWeb........................8-15
Dsz............................8-12
Exp(...........................8-19
Exp Str(.....................8-19
For~To~(Step~)Next..............8-9
Getkey.........................8-16
Goto~Lbl.......................8-12
If~Then~(Else~)IfEnd............8-9
Isz............................8-12
Locate.........................8-17
Menu...........................8-13
OpenComport38k.................8-17
Prog...........................8-11
PlotPhase......................8-16

RclCapt..........................8-21
Receive(.........................8-17
Receive38k.......................8-18
Return...........................8-11
Send(............................8-17
Send38k..........................8-18
Stop.............................8-11
StrCmp(..........................8-19
StrInv(..........................8-19
StrJoin(.........................8-19
StrLeft(.........................8-19
StrLen(..........................8-19
StrLwr(..........................8-19
StrMid(..........................8-20
StrRight(........................8-20
jStrRotate(......................8-20
StrShift(........................8-20
StrSrc(..........................8-20
StrUpr(..........................8-20
While~WhileEnd...................8-10
?(Input Command)..................8-8
(Output Command)................8-8
:(Multi-statement Command)........8-8
(Carriage Return)...............8-8
’(Comment Text Delimiter)........8-8
(Jump Code)...................8-13
=≠><≥≤(Relational Operators)..8-18
+................................8-13

다음은 여러 명령어들을 표현할 때 이 장에서 사용할 방법입니다.
굵게 ............ 항상 굵은 글자로 입력해야 하는 명령어입니다.
{ } ............ {}괄호는 여러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며, 명령어를 사용할 때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해야합니다.
[ ] ............ []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대 사용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할
때 는 []괄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식 ............ 10, 10+20, A 등의 수식은 상수, 계산, 숫자 상수등을 표시합니다.
문자 ............ AB 등과 같은 문자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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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동작 명령
? (입력 명령어)
기능 :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수에 수치를 입력하도록 재촉합니다.
서식 : ? → <변수명>, “<프로프트>”? → <변수명>
예 : ? → A
설명 :
• 이 명령어는 프로그램 실행을 일시 정지하고 변수에 수치나 계산식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입력명령)이 실행되고 “?”이 표시되고 수치 또는 계산식의 입력상태가
됩니다. 최대 255 바이트의 텍스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력 명령어에는 반드시 수식이나 수치가 사용되어야 하며 수식에 단락코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변수명에는 리스트 이름, 행렬 이름, 함수 메모리(fn), 그래프(Yn)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력 명령어)
기능 :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연산 결과를 표시합니다.
설명 :
• 프로그램의 실행을 일시 정지하고 직전의 계산식의 답이나 알파벳 문자를 표시합니다.
를 누르는 위치에 입력합니다.
• 일반적으로 출력 명령어는 매뉴얼 계산중에
: (단락 코드)
기능 : 프로그램을 중지시키지 않고 연속하여 실행할 두 문장을 연결합니다.
설명 :
• 출력명령( )과는 달리 단락코드로 연결된 문장을 중지시키지 않고 연속 실행합니다.
• 단락코드는 두개의 계산식이나 명령어를 연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락코드(:)대신
(케릿지 리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릿지 리턴)
기능 : 프로그램을 중지시키지 않고 연속하여 실행할 두 문장을 연결합니다.
설명 :
• 케릿지 리턴의 기능은 : (단락코드)와 동일합니다.
• 케릿지 리턴을 입력하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에 빈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락코드
대신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좀 더 보기 쉽게 만듭니다.

’ (코멘트

분리 문자)

기능 : 프로그램 사이에 코멘트를 넣을 때 사용합니다.
설명 : ’(코멘트 분리 문자) 다음의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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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명령어(COM)
If~ Then~(Else~)IfEnd
기능 : Then-문은 If 문이 참(non-zero)인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Else-문은 If 문이
거짓(o)인 경우에 실행됩니다. IfEnd-문은 Then-문이나 Else-문인 경우 언제나
실행됩니다.
서식 :

변수 : 조건, 수식
설명 :
(1) If~Then~IfEnd
• 조건이 참인 경우, Then-문을 실행하고 나서 IfEnd 다음 문을 실행합니다.
• 조건이 거짓인 경우, IfEnd 다음 문으로 건너뜁니다.
(2) If~Then~Else~IfEnd
• 조건이 참인 경우, Then-문을 실행하고 나서 IfEnd 다음 문을 실행합니다.
• 조건이 거짓인 경우, Else-문을 실행하고 나서 IfEnd 다음 문을 계속
실행합니다.
For~To~(Step~)Next
기능 : For 문에서 Next 문까지의 모든 조작을 반복합니다. 초기치는 처음 실행에서
제어변수를 조정하고 제어변수 값은 각 실행 단계의 값에 따라 변경됩니다.
제어변수 값이 종료치를 넘을 때까지 실행은 반복됩니다.
서식 : For<초기치> → <제어 변수명> To <종료치>

(Step <단계 값>

Next

변수 :
• 제어변수명: A~Z
• 초기치: 수치 또는 수치를 만드는 수식(sin x , A 등)
• 종료치: 수치 또는 수치를 만드는 수식(sin x , A 등)
• 단계값: 수치(초기값:1)
설명 :
• 초기 단계값은 1 입니다.
• 종료치보다 작은 초기치를 만들고 단계값을 양수로 설정하면 제어변수는 각
실행마다 증가됩니다. 초기치를 종료치보다 크게 만들고 단계값을 음수로 설정하면
제어변수는 각 실행마다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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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pWhile
기능 : 조건이 참(non-zero)인 경우에만 특정 명령어를 반복합니다.
서식 :
Do

<문>

LpWhile

<condition> 수식

변수 : 수식
설명 :
• 조건이 참(non-zero)인 경우에만 루프에 포함된 명령어를 반복 실행합니다. 조건이
거짓(o)인 경우, LpWhile-문 다음으로 건너뛰어 실행합니다.
• 조건이 LpWhile-문 다음에 있으면 루프 내부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조건이
테스트됩니다.
While-WhileEnd
기능 : 조건이 참(non-zero)인 경우에만 특정 명령어를 반복합니다.
서식 :
While

<조건> 수식

<문>

WhileEnd

변수 : 수식
설명 :
• 조건이 참(non-zero)인 경우에만 루프에 포함된 명령어를 반복 실행합니다. 조건이
거짓(o)인 경우, WhileEnd-문 다음으로 건너뛰어 실행합니다.
• 조건이 While-문 다음에 있으면 루프 내부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조건이
테스트됩니다.

■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CTL)
Break
기능 : 루프를 종료하고 그 루프를 다음 명령으로 옮깁니다.
서식 : Break
설명 :
• 루프를 종료하고 그 루프를 다음 명령으로 옮깁니다.
• 이 명령어는 For문, Do문, While문에 대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8 - 10

Prog
기능 : 서브루틴으로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을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RUN∙MAT(RUN)모드에서는 새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서식 : Prog “파일명”
예 : Prog “ABC”
설명 :
• 루프 안에 명령어가 있을 때에는 이 명령어 실행이 루프를 즉시 중지시키고
서브루틴을 시작합니다.
• 특정 계산을 실행하도록 메인 루틴의 내부에서 독립적인 서브루틴을 지정하여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 개의 서브루틴은 동일한 메인 루틴에서 여러 위치에 사용되며 메인 루틴의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메인루틴

서브루틴

• 서브루틴은 프로그램 시작시에 실행됩니다. 서브루틴의 실행이 완료된 후,
메인루틴으로 돌아가고 Prog 명령어 다음의 구문을 계속 실행합니다.
• 서브루틴 내의 Goto~Lbl 명령어는 서브루틴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서브루틴 밖의
분류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Prog 명령어에 의해 지정된 서브루틴의 파일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를 눌러 명령어로 지정한
• RUN·MAT(RUN)모드에서 Prog 명령어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Return
기능 : 서브루틴에서 복귀합니다.
서식 : Return
설명 : 메인 루틴에서 리턴명령어를 실행하면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시킵니다.
서브루틴에서 실행하면 서브루틴을 중지하고 메인루틴으로 돌아갑니다.
Stop
기능 : 프로그램 실행을 종료합니다.
서식 : Stop
설명 :
• 이 명령어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 루프에서 Stop 명령어를 실행하면 에러를 표시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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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명령어(JUMP)
Dsz
기능 : 메모리 내의 값을 하나씩 감산하고 0 이 되면 점프합니다.
서식 :
변수값≠0
<변수명>

<명령문>

<명령문>

변수 : 변수명: A~Z, r ,
[예] Dsz B: 메모리 B 에서 1 씩 감산합니다.
설명 : 지정된 메모리 내의 값에 대해서 1 씩 감산하고 수치가 0 이 아니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고 수치가 0 이 되면 (:), ( ), ( )의 다음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Goto ~ Lbl
기능 : 지정된 위치로 무조건 점프합니다.
서식 : Goto <라벨 이름> ~ Lbl <라벨 이름>
변수 : 수치(0~9), 변수(A~Z, r , )
설명 :
• 이 명령어는 Goto n ( n 은 위에 설명한 매개변수 0~9)과 Lbl n ( n 은 Goto n 에 의해
정해진 매개변수)으로 구성됩니다. 이 명령어는 프로그램 실행을 Goto-구문으로 정한
매개변수 n 과 일치하는 Lbl-구문으로 점프합니다.
• 프로그램 시작 전으로 돌아가거나 프로그램 내의 다른 위치로 점프합니다.
• 조건 점프나 카운트 점프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Goto-구문에 의해 정해진 매개변수 n 과 일치하는 Lbl-구문이 없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Isz
기능: 메모리 내의 값을 하나씩 가산하고 0 이 되면 점프합니다.
서식:
변수값≠0
<변수명>

<명령문>

변수값=0
변수: 변수명 A~Z, r ,
[예] Isz A: 메모리 A 에서 1 씩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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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문>

설명 : 지정된 메모리 내의 값에 대해서 1 씩 가산하고 수치가 0 이 아니면 메모리 명의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고 수치가 0 이 되면 (:). ( ), ( )의 다음 명령문을
실행합니다.
(점프 성립 코드)
기능 :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고 점프하는 분기산을
지정합니다.
서식 :
참
<좌변> <관계연산자> <우변>

<명령문>

<명령문>

거짓
변수 :
• 좌변 우변: 변수(A~Z, r , ), 수치정수, 변수식(A x 2)
• 관계 연산자: =, ≠, >, <, ≥, ≤ (page 8-18)
설명 :
(점프 성립
• 두 개의 변수 메모리(또는 산술식)를 비교해서 그 판단 결과에 의해
코드)의 다음 명령어 또는 (:), ( ), ( )의 다음 명령어로 점프해서 실행합니다.
의 다음 명령문을 실행합니다. 판단 결과 바르지
• 판단 결과 바른(Yes) 경우
못한(No) 경우 (:), ( ), ( )의 다음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Menu
기능 : 프로그램에 분류 메뉴를 만듭니다.
서식 : Menu “<문자열(메뉴명)>”,”<문자열(분류명)1>”,<수치 또는
변수 1>,“<문자열(분류명)2>”,<수치 또는 변수 2>, ... ,
“<문자열(분류명) n >”, <수치 또는 변수 n >
변수 : 수치(0~9), 변수(A~Z, r , )
설명 :
• 각”<문자열(분류명) n >”,<수치 또는 변수 n >부분이 한 분류세트이고 전체
분류세트가 포함되어야합니다.
• 2~9 분류 세트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개나 9 개 이상의 분류메뉴가 있는 경우
에러가 발생합니다.
•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메뉴에서 분류를 선택하면, Goto 명령어와 혼합시에
사용한 라벨명이 동일한 타입(Lbl n )으로 점프합니다. “"<문자열(분류명) n >",<수치
또는 변수 n >”부분에 “"OK",3”를 지정하면 Lbl 3 로 점프합니다.
예 : Lbl 2
Menu “IS IT DONE?”, “OK”, “EXIT”, 2
Lbl 1
“IT'S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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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r 명령(CLR)
ClrGraph
기능 : 그래프 화면을 닫습니다.
서식 : ClrGraph
설명 :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그래프 화면을 닫습니다.
ClrList
기능 : 리스트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서식 : ClrList<리스트명>
ClrList
변수 : 리스트 이름: A~Z, Ans
설명 : “리스트명”으로 지정된 리스트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리스트명”에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ClrMat

(fx-7400GⅡ는 제외)

기능 : 행렬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서식 : ClrMat<행렬명>
ClrMat
변수 : 행렬 이름: A~Z, Ans
설명 : “행렬명”으로 지정된 리스트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행렬명”에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ClrText
기능 : 텍스트 화면을 닫습니다.
서식 : ClrText
설명 :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텍스트 화면을 닫습니다.

■ 표시 명령(DISP)
*

*

DispF-Tbl, DispR-Tbl

(fx-7400GⅡ는 제외) 변수없음

기능 : 수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설명 :
• 프로그램 내의 설정된 조건에 맞추어 프로그램 실행시에 수 테이블을 만듭니다.
• DispF-Tbl 은 점화식 테이블을 만드는 동안 함수 테이블을 만듭니다.
DrawDyna

(fx-7400GⅡ는 제외) 변수없음

기능 : 다이나믹 그래프를 그립니다.
설명 : 프로그램 내의 설정된 조건에 맞추어 프로그램 실행시에 다이나믹 그래프를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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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FTG-Con, DrawFTG-Plt

변수없음

기능 : 만든 테이블의 수치를 함수식 그래프에 사용합니다.
설명 :
• 프로그램 내의 설정된 조건에 맞추어 프로그램 실행시에 함수식 그래프를 그립니다.
• DrawR-Plt 가 플롯 타입 그래프를 만드는 반면 DrawR-Con 는 커넥트 타입 그래프를
만듭니다.
DrawGraph

변수없음

기능 : 그래프를 그립니다.
설명 : 프로그램 내의 설정된 조건에 맞추어 프로그램 실행시에 그래프를 그립니다.
DrawR-Con, DrawR-Plt

(fx-7400GⅡ는 제외) 변수없음

기능 : 세로축 a n ( bn 또는 c n )과 가로축 n 으로 점화식 그래프를 그립니다.
설명 :
• 프로그램 내의 설정된 조건에 맞추어 세로축 a n ( bn 또는 c n )과 가로축 n 의 함수식
그래프를 그립니다.
• DrawR-con 은 커넥트 타입의 그래프를 만드는 반면 DrawR-Plt 는 플롯 타입 그래프를
만듭니다.
DrawR∑-Con, DrawR∑-Plt

(fx-7400GⅡ는 제외) 변수없음

기능 : 세로축 ∑ a n (∑ bn 또는∑ c n )과 가로축 n 으로 점화식 그래프를 그립니다.
설명 :
• 프로그램 내의 설정된 조건에 맞추어 세로축 ∑ a n (∑ bn 또는∑ c n )과 가로축 n 의
함수식 그래프를 그립니다.
• DrawR∑-con 은 커넥트 타입의 그래프를 만드는 반면 DrawR∑-Plt 는 플롯 타입
그래프를 만듭니다.
DrawStat
기능 : 통계 그래프를 그립니다.
서식 : page 8-25 의 “프로그램에서 통계 계산 및 그래프 그리기”를 참고합니다.
설명 : 프로그램 내의 설정된 조건에 맞추어 통계 그래프를 그립니다
DrawWeb

(fx-7400GⅡ는 제외) 변수없음

기능 : 점화식의 수렴/발산 그래프(Web 그래프)를 그립니다.
서식 : DrawWeb<점화식 타임>[,<라인 횟수>]
예 : DrawWeb a n +1 ( bn +1 또는 c n +1 ), 5
설명 :
• 점화식의 수렴/발산 그래프(Web 그래프)를 그립니다.
• 라인 횟수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라인 횟수가 초기값 30 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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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Phase

(fx-7400GⅡ는 제외) 변수없음

기능 : 수열에 근거한 위상선도를 x 축과 y 에 맞춰 그립니다.
서식 : PlotPhase < x 축 수열명>, < y 축 수열명>,
설명 :
• 다음 명령어만이 수열이 점화식 테이블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a n , bn , c n , a n +1 , bn +1 , c n +1 , a n + 2 , bn + 2 , c n + 2 ,∑ a n ,∑ bn ,∑ c n ,∑ a n +1 ,∑ bn +1 ,∑

c n +1 ,∑ a n + 2 ,∑ bn + 2 ,∑ c n + 2 ,
• 메모리 에러는 전화식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수치를 수열명으로 지정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입출력 명령어(I/O)
Getkey
기능 : 마지막으로 누른 키에 대응하는 코드를 보냅니다.
서식 : Getkey
설명 :
• 마지막으로 누른 키에 대응할 아래의 코드를 보냅니다.

• 아무것도 눌러져 있지 않은 경우는 0 을 보냅니다.
• 루프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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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
기능 : 텍스트 화면상에 수치 또는 문자를 표시합니다.
서식 : Locate <열수>. <행수>, <수치>
Locate <열수>. <행수>, <수식>
Locate <열수>. <행수>, “<문자열>”
[예] Locate1, 1, “AB”
변수 :
• 행수 : 1 부터 7
• 열수 : 1 분터 21
• 수치와 수식
• 문자열 : character
설명 :
• 수치(변수 메모리의 수치를 포함) 또는 문자를 텍스트 화면의 지정된 장소에서
표시합니다.
• 행은 1에서 7까지, 열은 1에서 21까지의 수치로 지정됩니다.
(1, 1)

(21, 1)

(1, 7)

(21, 7)

예 : Cls
Locate 7,1, “CASIO FX”
화면의 중앙에 문자열 “CASIO FX”를 표시합니다.
• ClrText 명령을 실행하고 나서 사용한 쪽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Receive( / Send(
기능 : 데이터를 연결된 외부 장치로 보내고 받습니다.
서식 : Receive(<data>) / Send(<data>)
설명 :
• 데이터를 연결된 외부 장치로 보내고 받습니다.
• 아래 타입의 데이터는 이 명령어로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수 메모리에 저장된 개별값
• 행렬 데이터(모든 데이터-개별값 제외)
• 리스트 데이터(모든 데이터-개별값 제외)
OpenComport38k / CloseComport38k
기능 : 3-pin COM port(시리얼)을 열고 닫습니다.
설명 : 아래의 Receive38k/Send38k 명령어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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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38k / Send38k
기능 : 38kbps 의 속도로 데이터 전송을 실행합니다.
서식 : Send38k <수식>
Receive38k {<수식>, <리스트이름>}
설명 :
• OpenComport38k 명령어는 이 명령어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해야 합니다.
• 이 명령어를 실행한 후에 CloseComport38k 를 실행합니다.
• 통신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명령어가 실행되더라도 에러 없이 계속
프로그램은 실행됩니다.

■ 조건부 점프 관계 연산자(REL)
=, ≠, >, <, ≥, ≤
기능 : 조건 점프의 관계 연산자로 사용합니다.
서식 : <좌변> <관계연산자> <우변>
변수 :
• 좌변, 우변: 변수(A~Z, r , ), 숫자상수, 변수식(Ax2 등)
• 관계연산자: =, ≠, >, <, ≥, ≤

■ 문자열
문자열은 큰따옴표로 표시된 일련의 글자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문자열은 텍스트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숫자("123"처럼)나 수식(" x -1"처럼)으로 된 문자열은 계산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화면의 특정 위치에 문자열을 표시하려면 Locate 명령어(page 8-17)를 사용합니다.
• 문자열에 큰따옴표(")나 백슬래시(\)를 포함시키려면 큰따옴표(")나 백슬래시(\) 앞에
백슬래시를 입력합니다.
예 1: 문자열에 Japan:“Tokyo”를 입력하려면
"Japan: \"Tokyo\""
예 2: 문자열에 main\abc 를 입력하려면
"main\\abc
(CHAR) (SYBL)을 누를 때 표시되는 메뉴나
(CATALOG)를 누를
PRGM 모드에서
때 표시되는 목록의 문자열 카테고리에 백슬래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문자열 메모리(Str1~20)에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자열 메모리”(page 2-7)을 참고하십시오.
• “+”명령어(page 8-20)를 사용하여 함수에 문자열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 문자열 함수(Exp(, StrCmp( 등) 내부의 함수나 명령어는 단일 문자로 취급됩니다.
예를들어 “sin”함수는 한 개의 문자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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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기능 : 문자열과 수식을 변환하고 수식을 실행합니다.
서식 : Exp("<문자열>"[)]
Exp▶Str(
기능 : 그래프 수식을 문자열로 변환하고 특정 변수로 저장합니다.
서식 : Exp▶Str(<수식>,<문자열 변수명>[)]
설명 : 그래프 수식(Yn, r, Xt, Yt, X),
점화식( a n , a n +1 , a n + 2 , bn , bn +1 , bn + 2 , c n , c n +1 , c n + 2 ), 함수 메모리(fn)은 첫번째
함수로써(<수식>)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rCmp(
기능 : “<문자열 1>”과 “<문자열 2>”을 비교합니다. (문자 코드 비교)
서식 : StrCmp("<문자열 1>,"<문자열 2>"[)]
설명 : 두 문자열을 비교하고 다음 수치 중 하나를 반환합니다.
“<문자열 1>”= “<문자열 2>”일 때 0 을 반환
“<문자열 1>”> “<문자열 2>”일 때 1 을 반환
“<문자열 1>”< “<문자열 2>”일 때 -1 을 반환
StrInv(
기능 : 문자열의 순서를 바꿉니다.
서식 : StrInv("<문자열>"[)]
StrJoIn(
기능 : “<문자열 1>”과 “<문자열 2>”를 합칩니다.
서식 : StrJoin("<문자열 1>","<문자열 2>"[)]
주의 : “+”명령어(page 8-20)를 사용해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trLeft(
기능 : 왼쪽에서 n 번째 문자까지 문자열을 복사합니다.
서식 : StrLeft("<문자열>", n [)]
(0≤ n ≤9999, n 은 자연수)
StrLen(
기능 :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합니다.(문자의 갯수)
서식 : StrLen("<문자열>"[)]
StrLwr(
기능 : 한 문자열의 모든 문자를 하위 분류로 전환합니다.
서식 : StrLwr("<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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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MId(
기능 : 문자열의 n 번째~ m 번째 문자를 제외시킵니다.
서식 : StrMid("<문자열>", n [, m )]
(0≤ n ≤9999, n 은 자연수)
설명 : m 자를 빼면 n 번째에서 문자열 마지막까지의 문자가 제외될 것 입니다.
StrRIght(
기능 : 오른쪽에서 n 번째 문자까지 복사합니다.
서식 : StrRight("<문자열>", n [)]
(0≤ n ≤9999, n 은 자연수)
StrRotate(
기능 : n 번째 문자에서 문자열의 왼쪽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회전시킵니다.
서식 : StrRotate("<문자열>", n [,)]
(-9999≤ n ≤9999, n 은 정수)
설명 : “ n ”이 양수일 때는 왼쪽으로“ n ”이 음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 n ”을 생략하면 초기치 +1 을 사용합니다.
예 : StrRotate("abcde",2).........문자열 “cdeab”를 반환합니다.
StrShIft(
기능 : n 문자의 좌우를 교체합니다.
서식 : StrShift("<문자열>", [, n )]
(-9999≤ n ≤9999, n 은 정수)
설명 : “ n ”이 양수일 때는 왼쪽으로“ n ”이 음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교체합니다.
“ n ”을 생략하면 초기치 +1 을 사용합니다.
예 : StrShift("abcde",2).........문자열 “cde”를 반환합니다.
StrSrc(
기능 : 지정한 지점에서부터“<문자열 1>”을 검색하여 “<문자열 2>”에 의해 지정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색합니다. “<문자열 1>”의 처음부터 시작하여
데이터를 발견하면,“<문자열 2>”의 첫번째 문자의 위치를 반환합니다.
서식 : StrSrc("<문자열 1>", "<문자열 2>"[, n )]
(0≤ n ≤9999, n 은 자연수)
설명 : 시작점을 제외하면 “<문자열 1>”의 처음부터 시작하여 검색합니다.
StrUpr(
기능 : 문자열의 모든 문자를 상위 분류로 전환합니다.
서식 : StrUpr("<문자열>"[)]
+
기능 : “<문자열 1>”과 “<문자열 2>”를 합칩니다.
서식 : "<문자열 1>"+"<문자열 2>"
예 : "abc"+"de" → Str1 ....... “abcde"를 Str1 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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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RclCapt(
기능 : 캡쳐 메모리 번호에 의해 명시된 내용을 표시합니다.
서식 : RclCapt<캡쳐 메모리 번호>
(캡쳐 메모리 번호 :1~20)

6. 프로그램 계산 명령어 사용
■ 텍스트 표시
텍스트는“ ”부호 사이에 간단히 넣음으로써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텍스트는 프로그램 실행동안 화면에 나타나고, 그것은 입력 프롬프트와 결과에
문자기호를 가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rogram
Display
“CASIO”
CASIO
? → X
?
“X=”? → X
X=?
• 텍스트가 계산식 다음에 오면 텍스트와 계산 사이에 반드시 표시 명령어( )를 삽입해
주십시오.
• 21문자 이상 입력하면 텍스트가 다음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텍스트가 21문자를 초과
하면 화면은 자동으로 스크롤합니다.
• 코멘트로 255바이트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행렬의 행 조작법

(fx-7400GⅡ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어는 프로그램에서 행렬의 행을 조작하게 합니다.
• RUN•MAT모드로 들어가서 행렬을 입력하기 위한 Matrix Editor(행렬 편집기)를 사용합
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위해서 PRGM모드로 들어갑니다.

z 두개의 행 성분 바꾸기(Swap)
예1

다음 행렬의 2번째와 3번째 행 성분을 교체합니다.

다음 수식을 활용합니다.

교체될 행
행렬 이름
Ma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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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결과가 나타납니다.

z 행렬의 곱셈 계산하기(*Row)
예2
예제1 행렬의 2번째 행의 곱셈을 계산합니다. 곱하는 값은 4로 합니다.
다음 수식을 활용합니다.

행
행렬 이름
곱하는 값
Mat A
z 행렬 곱셈을 계산하고 또 다른 행에 결과 더하기(*Row+)
예3

예제1 행렬의 2번째 행에 4를 곱하여 계산하고 3번째 행 성분에 가산합니다.

다음 수식을 활용합니다.

더해질 행
곱할 행
행렬 이름
곱하는 값
Mat A
z 2개의 행 더하기(Row+)
예
예제1 행렬의 2번째와 3번째 행 성분을 가산합니다.
다음 수식을 활용합니다.

더해질 행 번호
더해질 행 번호
행렬이름
Mat A

■ 프로그램에서 그래프 함수 사용
각 그래프를 겹쳐 그리거나 복잡한 그래프를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수식 타입니다.
• V-Window
View Window -5, 5, 1, -5, 5, 1
• 그래프 함수 입력 Y=Type
...............그래프 타입 명시
“X²-3”→ Y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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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그리기
∗1

DrawGraph

(GRPH) (Y)
로 Y1을 입력합니다(Y1으로 표시). 계산기 키로“Y”를 입력
하면 수식 에러가 발생합니다.

z 기타 그래프 함수식
• V-Window

• Zoom
• Pict

• Sketch

V-Window <Xmin>,<Xmax>,<Xscale>,<Ymin>,<Ymax>,<Yscale>,
<T min>,<T max>,<T pitch>
StoV-Win < V-Win영역>...........영역:1~6
RclV-Win < V-Win영역>...........영역:1~6
Factor<X factor>, <Y factor>
ZoomAuto........................Non-파라메타
StoPict<그림 영역>..............영역:1~6
수식
RclPict<그림 영역>..............영역:1~6
수식
PlotOn <X 좌표>, <Y 좌표>
PlotOff <X 좌표>, <Y 좌표>
PlotChg <X 좌표>, <Y 좌표>
PxlOn <라인 번호>,<행 번호>
PxlOff <라인 번호>,<행 번호>
PxlChg <라인 번호>,<행 번호>
PxlTest <라인 번호>,<행 번호>
Text <라인 번호>, <행 번호>,“<텍스트>”
Text <라인 번호>, <행 번호>,“<식>”
SketchThick<스케치 또는 그래프 구문>
SketchBroken<스케치 또는 그래프
>
SketchDot<스케치 또는 그래프
>
SketchNormal<스케치 또는 그래프
>
Tangent <함수>, <X 좌표>
Normal <함수>, <X 좌표>
Inverse <함수>
Line
F-Line <X 좌표 1>, <Y 좌표 1>, <X 좌표 2>
<Y 좌표 2>
Circle <중심 X 좌표>, <중심 Y 좌표>
<반지름 R 값>
Vertical <X 좌표>
Horizontal <Y 좌표>

■ 프로그램에 다이나믹 그래프 함수 사용
다이나믹 그래프 조작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내에 다이나믹
그래프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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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 그래프 범위
1 → D Start
5 → D End
1 → D pitch

■ 프로그램에 테이블과 그래프 함수 사용
테이블과 그래프 함수는 수테이블을 생성하고 그래프 조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테이블과 그래프 함수를 사용할 때 필요한 함수식입니다.
• 테이블 범위

• 그래프 그리기
연결 타입: DrawFTG-Con
플롯타입: DrawFTG-Plt

1 → F Start
5 → F End
1 → F pitch
• 수 테이블 생성
DispF-Tbl

■ 프로그램에 점화식 테이블과 그래프 함수 사용
점화식 테이블과 그래프 함수는 수테이블을 생성하고 그래프 조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점화식 테이블과 그래프 함수를 사용할 때 필요한 함수식입니다.
• 점화식 입력

a n +1

...점화식 타입 지정

“3 a n +2”→ a n +1
“4 bn +6”→ bn +1
• 테이블 범위
1 → R Start
5 → R End
1 → a0

• 수 테이블 생성
DispR-Tbl
• 그래프 그리기
연결 타입: DrawR-Con

2 → b0

플롯타입: DrawR-Plt

1 → a n Start

, DrawR ∑ -Con
, DrawR ∑ -

Plt

• 통계 수렴/발산 그래프

3 → bn Start

(WEB graph)
DrawWeb a n +1 ,10

■ 프로그램에 리스트 정렬 함수 사용
이 함수는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 오름차순
정렬될 리스트(6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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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림차순

정렬될 리스트(6개까지 가능)

■ 프로그램에 통계 계산과 그래프 사용
프로그램에서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을 실행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z 조건 설정과 통계 그래프 그리기
StatGraph 명령어(“S-Gph1”, “S-Gph2”또는 “S-Gph3”)를 따라서, 다음의 그래프
그리기 조건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그래프를 그릴지/ 안그릴지 선택(DrawOn/DrawOff)
그래프 타입
x축 데이터 위치(리스트 이름)
y축 데이터 위치(리스트 이름)
도수 데이터 위치(리스트 이름)
표시 타입
원그래프 표시 설정(% 또는 데이터)
원그래프 백분율 데이터 저장 리스트 사양(아무것도 없는 것 또는 리스트 이름)
첫번째 막대그래프 데이터(리스트 이름)
두번째와 세번째 막대 그래프 데이터(리스트 이름)
막대그래프 방향(길이 또는 수평)

그래프 조건은 그래프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페이지 6-1의 “그래프 변수 변경”을 참
조하십시오.
• 다음은 산포도와 xy라인 그래프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S-Gph1 DrawOn, Scatter, List1, List2, 1, Square
xy라인 그래프의 경우에, 위의“xy라인”대신에“Scatter”로 교체합니다.
• 다음은 정규 확률 플롯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S-Gph1 DrawOn, NPPlot, List1, Square
• 다음은 1변수 그래프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S-Gph1 DrawOn, Hist, List1, List2
다음 함수들은 “Hist”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으로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Hist
정규분포............N-Dist
메디안 박스..........MedBox ∗1
∗1

꺽은선.............Broken

Outlieres:On
S-Gph1 DrawOn, MedBox, List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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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eres:Off
S-Gph1 DrawOn, MedBox, List1, 1, 0

• 다음은 회귀 그래프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S-Gph1 DrawOn, Linear, List1, List2, List3
다음 함수들은 “Linear”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으로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Linear
대수 회귀식.........Log
Med-Med............Med-Med
지수 회귀...........ExpReg(a·e bx)
2차 회귀...........Quad
ExpReg(a·e bx)
3차 회귀...........Cubic
능수 회귀...........Power
4차 회귀...........Quart
• 다음은 정현 회귀 그래프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S-Gph1 DrawOn, Sinusoidal, List1, List2
• 다음은 로지스틱 회귀 그래프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S-Gph1 DrawOn, Logistic, List1, List2
• 다음은 원형 그래프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S-Gph1 DrawOn, Pie, List1, %, None
• 다음은 막대 그래프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S-Gph1 DrawOn, Bar, List1, None, None, StickLength
• 통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다음의 그래프 조건 사양 라인을 따라서“DrawStat”
명령어를 삽입합니다.
ClrGraph
S-Wind Auto
{1, 2, 3} → List1
{1, 2, 3} → List2
S-Gph1 DrawOn, Scatter, List1, List2, 1, Square
DrawStat

■ 프로그램에 분포 그래프 사용

(fx-7400GⅡ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분포 그래프 그리기에는 특별한 명령어가 사용됩니다.
z 정규 누적 분포 그래프 그리기

모집단 평균 ∗1
모집단 표준편차 ∗1
데이터 상한
데이터 하한
∗1

이것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 생략은 σ =0 과 μ =0을 이용한 계산을 수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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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DistNorm 실행은 특정 조건과 그래프 그리기에 따
라서 위의 계산을 실행합니다. 이 때 그래프에서
ZLow ≤ x ≤ ZUp 영역이 채워집니다.

• 동시에 p, ZLow, ZUp 계산 결과값은 각각 변수 p, ZLow, ZUp 에 대입됩니다. 그리고 p
는 Ans에 대입됩니다.
z Student-t 누적 분포 그래프 그리기

자유도
데이터 상한
데이터 하한

• DrawDistT 실행은 특정 조건과 그래프 그리기에 따라서 위의 계산을 실행합니다. 이
때 그래프에서 Lower ≤ x ≤ Upper 영역이 채워집니다.
• 동시에 p 계산 결과값과 상한, 하한 입력값은 각각 변수 p, tLow, tUp 에 대입됩니다.
그리고 p는 Ans에 대입됩니다.
z x 2 누적 분포 그래프 그리기
자유도
데이터 상한
데이터 하한

• DrawDistChi 실행은 특정 조건과 그래프 그리기에 따라서 위의 계산을 실행합니다. 이
때 그래프에서 Lower ≤ x ≤ Upper 영역이 채워집니다.
• 동시에 p 계산 결과값은 변수 p와 Ans에 대입됩니다.
z F 누적 분포 그래프 그리기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데이터 상한
데이터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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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DistF 실행은 특정 조건과 그래프 그리기에 따라서 위의 계산을 실행합니다. 이
때 그래프에서 Lower ≤ x ≤ Upper 영역이 채워집니다.
• 동시에 p 계산 결과값은 p는 변수 p와 Ans에 대입됩니다.

■ 프로그램에서 통계 계산 실행
• 1변수 통계 계산

도수 데이터(Frequency)
x축 데이터(XList)

• 2변수 통계 계산

도수 데이터(Frequency)
y축 데이터(YList)
x축 데이터(XList)

• 회귀 통계 계산

도수 데이터(Frequency)
y축 데이터(YList)
x축 데이터(XList)

∗

다음 중 하나가 계산 타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LinearReg(ax+b)......선형 회귀(ax+b 타입)
LinearReg(a+bx)......선형 회귀(a+bx 타입)
Med-MedLine..........Med-Med 계산
QuadReg..............2차 회귀
CubicReg.............3차 회귀
QuartReg.............4차 회귀
LogReg...............대수 회귀
ExpReg(a·e bx)......지수 회귀(a·e bx 타입)
ExpReg(a·b x).......지수 회귀(a·b x 타입)
PowerReg 능수 회귀...대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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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회귀 통계 계산

y축 데이터(YList)
x축 데이터(XList)
• 로지스틱 회귀 통계 계산

y축 데이터(YList)
x축 데이터(XList)

■ 프로그램에서 통계 계산 실행

(fx-7400GⅡ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 ([])안의 어떤 값이 생략될 때면 아래의 값으로 대체됩니다.
=1,

=0, tail=L(Left)

• 각 확률 밀도 함수의 공식 계산은 페이지 6-53의“Statistic Formula”를
참조하십시오.
z 정규 분포
NormPD(: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정규 확률 밀도(p값)를 구합니다.
서식 : NormPD(x[, , )]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x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입
됩니다.(x 가 리스트일 때 ListAns)
NormCD(:특정 데이터에 대한 정규 누적 분포(p값)를 구합니다.
서식 : NormCD(Lower, Upper[, , )]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Lower 와 Upper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 ZLow, ZUp
는 각 변수 p, ZLow, ZUp와 Ans에 대입됩니다. 계산결과 p는 또한 Ans에 대입됩니다.
(Lower와 Upper가 리스트일 때 ListAns)
InvNormCD(: 특정 p 값에 대한 역 정규 누적 분포(하한과 상한/하한 또는 상한 값)를
구합니다.
서식 : InvNormCD([“L(or-1) or R(or-1) or C(or 0)”,] p[ , ])
tail(왼쪽, 오른쪽, 중앙)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p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는 아래와 같이 tail 설정
에 따른 출력입니다.
Tail : 왼쪽
상한값이 변수 x1InvN 과 Ans에 대입됩니다.( p가 리스트일 때 ListAns)
Tail : 오른쪽
하한값이 변수 x1InvN 과 Ans에 대입됩니다.( p가 리스트일 때 ListAns)
Tail : 중앙
하한과 상한값은 각 변수 x1InvN 와 x2InvN에 대입됩니다. 하한은 Ans에만 대입됩
니다. (p가 리스트일 때 Lis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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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Student-t 분포
tPD(: 특정 데이터에 대한 Student-t 확률 밀도(p값)를 구합니다.
서식 : tPD(x,df[)]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x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
입됩니다.(x 가 리스트일 때 ListAns)
tCD(: 특정 데이터에 대한 Student-t 누적 분포(p값)를 구합니다.
서식 : tCD(Lower, Upper,df[)]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Lower 와 Upper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 tLow,
tUp는 각 변수 p, tLow, tUp 에 대입됩니다. 계산결과 p는 또한 Ans에 대입됩니다.
(Lower 와 Upper가 리스트일 때 ListAns)
InvTCD(: 특정 p값에 대한 역 Student-t 누적 분포(하한 값)를 구합니다.
서식 : InvTCD(p,df[)]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p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Lower값은 xlnv와 Ans 변수에 대
입됩니다. (p가 리스트일 때 ListAns)
z

분포
ChiPD(: 특정 데이터에 대한
확률 밀도(p값)를 구합니다.
서식 : ChiPD(x,df[)]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x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
입됩니다.(x 가 리스트일 때 ListAns)
누적 분포(p값)를 구합니다.
ChiCD(: 특정 데이터에 대한
서식 : ChiCD(Lower, Upper,df[)]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Lower 와 Upper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입됩니다. (Lower 와 Upper가 리스트일 때 ListAns)
누적 분포(하한 값)를 구합니다.
InvChiCD(: 특정 데이터에 대한 역
서식 : InvChiCD(p,df[)]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p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Lower값은 xlnv와 Ans 변수에 대
입됩니다. (p가 리스트일 때 ListAns)

z F 분포
FPD(: 특정 데이터에 대한 F 확률 밀도(p값)를 구합니다.
서식 : FPD(x,ndf,ddf [)]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x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
입됩니다.(x 가 리스트일 때 ListAns)
FCD(: 특정 데이터에 대한 F 누적 분포(p값)를 구합니다.
서식 : FCD(Lower, Upper,ndf,ddf[)]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Lower 와 Upper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입됩니다. (Lower 와 Upper가 리스트일 때 Lis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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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FCD(: 특정 데이터에 대한 F 누적 분포(하한 값)를 구합니다.
서식 : InvFCD(p,ndf,ddf [)]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p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한값은 xlnv와 Ans 변수에 대입
됩니다. (p가 리스트일 때 ListAns)
z 이항 분포
BinomialPD(: 특정 데이터에 대한 이항 확률(p값)를 구합니다.
서식 : BinomialPD([x,]n,P[)]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x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
입됩니다.(x 가 리스트일 때 ListAns)
BinomialCD(: 특정 데이터에 대한 이항 누적 분포(p값)를 구합니다.
서식 : BinomialCD([x,]n,P[)]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각 X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입됩니다.(X가 생략되거나 리스트일 때 ListAns)
InvBinomialPD(: 특정 데이터에 대한 역 이항 누적 분포를 구합니다.
서식 : InvBinomialPD(p,n,P[)]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p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X 값은 xlnv와 Ans 변수
에 대입됩니다. (p가 리스트일 때 ListAns)
z 포아송 분포
PoissonPD(: 특정 데이터에 대한 포아송 확률(p값)를 구합니다.
서식 : PoissonPD(x, [)]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x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입됩니다.(x 가 리스트일 때 ListAns)
PoissonCD(: 특정 데이터에 대한 포아송 누적 분포(p값)를 구합니다.
서식 : PoissonCD(X, [)]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각 X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입됩니다.(X가 리스트일 때 ListAns)
InvPoissonPD(: 특정 데이터에 대한 역 포아송 누적 분포를 구합니다.
서식 : InvPoissonPD(p, [)]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p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X 값은 xlnv와 Ans
변수에 대입됩니다. (p가 리스트일 때 ListAns)
z 기하 분포
GeoPD(: 특정 데이터에 대한 기하 확률(p값)를 구합니다.
서식 : GeoPD(x,P[)]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x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입됩니다.(x 가 리스트일 때 Lis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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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D(: 특정 데이터에 대한 기하 누적 분포(p값)를 구합니다.
서식 : GeoCD(X,P[)]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각 X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입됩니다.(X가 리스트일 때 ListAns)
InvGeoCD(: 특정 데이터에 대한 역 기하 누적 분포를 구합니다.
서식 : InvGeoCD(p,P[)]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p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X 값은 xlnv와 Ans
변수에 대입됩니다. (p가 리스트일 때 ListAns)

z 초기하 분포
HyperGeoPD(: 특정 데이터에 대한 초기하 확률(p값)를 구합니다.
서식 : HyperGeoPD(x,n,M,N[)]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x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입됩니다.(x 가 리스트일 때 ListAns)
HyperGeoCD(: 특정 데이터에 대한 초기하 누적 분포(p값)를 구합니다.
서식 : HyperGeoCD(X,n,M,N[)]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각 X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p는 변수 p와 Ans에
대입됩니다.(X가 리스트일 때 ListAns)
HyperGeoCD(: 특정 데이터에 대한 역 기하 누적 분포를 구합니다.
서식 : HyperGeoCD(p,n,M,N[)]
• 단일값 또는 리스트는 p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X 값은 xlnv와 Ans
변수에 대입됩니다. (p가 리스트일 때 ListAns)

■ 프로그램에서 명령 실행을 위한 TEST명령어 사용
(fx-7400GⅡ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 다음은“

condition” 명령 인자에 대한 사양 범위입니다.

<

0

일 때

“<” 또는 -1

≠

0

일 때

“≠” 또는 0

>

0

일 때

“>” 또는 1

위의 내용은 “

condition” 과 “ β &

condition” 사양 방법을 적용합니다.

• 명령인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Tests”(페이지6-22)
와 “검증, 신뢰구간, 분포의 입출력 용어”(페이지 6-50)를 참조하십시오.
• 각 명령의 계산 공식은 “통계 공식”(페이지 6-53)을 참조하십시오.
z Z 검정
OneSampleZTest:
서식 :

단일 표본 Z검정 계산을 실행합니다.
OneSampleZTest“ condition”, 0 , , x , n

출력값:

Z, p, x , n 는 변수 z, p, x , n 와 ListAns 요소 1~4에 각각 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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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출력값:

OneSampleZTest“ condition”, 0 , , List[, Freq]
Z, p, x , s x , n 는 변수 z, p, x , s x , n 와 ListAns 요소1~5에 각각 대입됩니다.

TwoSampleZTest: 양 표본 Z검정 계산을 실행합니다.
서식 :
TwoSampleZTest“ ₁condition”,
1,
출력값:
서식 :
출력값:

₂, x1 , n1, x 2, n 2

Z, p, x1 , x 2, n1, n2 는 변수 z, p, x1 , x 2, n1, n2 와 ListAns 요소 1~6에 각각 대
입됩니다.
₂, List1, List2[, Freq1 [, Freq2 ]
TwoSampleZTest“ ₁condition”,
1,
Z, p, x1 , x 2, s x1 , s x 2 , n1, n 2 는 변수 z, p, x1 , x 2, s x1 , s x 2 , n1, n 2 와 ListAns 요소
1~8에 각각 대입됩니다.

OnePropZTest: 단일 비례 Z검정 계산을 실행합니다.
서식 :
OnePropZTest“p condition”, p0, x, n
출력값:
Z, p, pˆ , n 는 변수 z, p, pˆ , n 과 ListAns 요소 1~4에 각각 대입됩니다.
TwoPropZTest: 양 비례 Z검정 계산을 실행합니다.
서식 :
TwoPropZTest“p₁condition”, x1, n1, x 2, n2
출력값:

Z, p, pˆ 1 , pˆ 2, pˆ , n1, n2 는 변수 z, p, pˆ 1 , pˆ 2, pˆ , n1, n2 와 ListAns 요소 1~7에 각
각 대입됩니다.

z t 검정
OneSampleTTest: 단일 표본 t 검정 계산을 실행합니다.
서식 :
OneSampleTTest“ condition”, 0 , x , s x , n
출력값:

OneSampleTTest“ condition”, 0 , List[, Freq]
t, p, x , s x , n 는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와 ListAns 요소 1~5에 각각 대

입됩니다.
TwoSampleTTest: 양 표본 t 검정 계산을 실행합니다.
서식 :
TwoSampleTTest“ 1 condition”, x1 , s x1 , n1 , x 2 , s x 2 , n2 [, Pooled condition]

출력값:

TwoSampleTTest“ 1 condition”, List1, List2, [, Freq1 [, Freq2[, Pooled
condition]]]
합동조건= 0, t, p, df, x1 , x 2, s x1 , s x 2 , n1, n2 일 때는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와
ListAns 요소 1~9에 각각 대입됩니다.
합동조건= 1, t, p, df, x1 , x 2, s x1 , s x 2 , s p , n1, n2 일 때는 같은 이름을 가진 변
수와 ListAns 요소 1~10에 각각 대입됩니다.

Note:

합동조건을 해제하기를 원하면 0을 명시하고 해제하지 않기를 원하면
1을 명시하십시오. 입력 생략은 합동조건 해제로 처리됩니다.

LinRegTTest:
서식 :

선형 회귀 t-test 계산을 실행합니다.
LinRegTTest “ β & condition” ,XList, YList[,Freq]

출력값:

t, p, df, a, b, s, r, r²는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와 ListAns 요소 1~8에 각
각 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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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검정
ChiGOFTest:
서식 :

출력값:

ChiTest:
서식 :
출력값: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을 실행합니다.
ChiGOFTest , List1, List2, df, List3
(List1은 Observed 리스트이고, List2는 Expected 리스트이고, List3은
CNTRB 리스트입니다. )
,p, df는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와 ListAns요소1~3에 각각 대입됩니다.
CNTRB 리스트는 List3에 저장됩니다.
카이제곱 검정을 실행합니다.
ChiTest MatA, MatB
(MatA는 관측된 행렬이고 MatB는 측정된 행렬입니다.)
,p, df는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와 ListAns 요소1~8에 각각 대입됩니다.
관측된 행렬은 MatB에 대입됩니다.

z F 검정
TwoSampleFTest: 양 표본 F검정 계산을 실행합니다.
서식 :
TwoSampleFTest “ 1 condition”, s x1 , n, s x 2, n2
출력값:

F, p, s x1 , s x 2 , n1, n2 는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와 ListAns 요소 1~8에 각각

서식 :
출력값:

대입됩니다.
TwoSampleFTest “ 1 condition”, List1, List2, [, Freq1 [, Freq2]]
F, p, x1 , x 2, s x1 , s x 2 , n1, n 2 는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와 ListAns 요소 1~8에
각각 대입됩니다.

z ANOVA
OneWayANOVA:
서식 :
출력값:

TwoWayANOVA:
서식 :
출력값:

변수의 일원 분산 분석을 실행합니다.
OneWayANOVA, List1, List2
(List1은 Factor List(A) 이고, List2는 Dependent List입니다.)
Adf, Ass, Ams, AF, Ap, ERRdf, ERRss, ERRms 는 변수 Adf, SSa, MSa,
Fa, pa, Edf, SSe, MSe 에 각각 대입됩니다.
또한, 출력값은 아래와 같이 MatAns 에 대입됩니다.

변수의 이원 분산 분석을 실행합니다.
TwoWayANOVA List1, List2, List3 (List1는 Factor List(A)이고, List2 Factor
List(B), List3는 Dependent List입니다.)
Adf, Ass, Ams, AF, Ap, Bdf, Bss, Bms, BF, Bp, ABdf, ABss, ABms, ABF,
Abp, ERRdf, ERRss, ERRms 는 변수 SSa, MSa, Fa, pa, Bdf, SSb,
MSb, Fb, pb, ABdf, SSab, MSab, Fab, pab, Edf, SSe, MSe에 각각 대입
됩니다.
또한, 출력값은 아래와 같이 MatAns 에 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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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서 재무계산 실행

(fx-7400GⅡ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z 셋업 명령
• 재무계산을 위한 날짜 모드 설정
DateMode365......365일
DateMode360......360일
• 지불 기간 설정
PmtBgn...........기간 시작
PmtEnd...........기간 종료
• 채권 계산 지불 기간
PeriodsAnnual....연간
PeriodsSemi......반기

z 재무계산 명령
각 명령인자의 의미는“7장

재무계산(TVM)”을 참조하십시오.

• 단리
Smpl_SI:
서식:
Smpl_SFV:
서식:

단리이자 계산에 기초하여 이자를 구합니다.
Smpl_SI(n, I%, PV)
복리이자 계산에 기초하여 총 원금과 이자를 구합니다.
Smpl_SFV(n, I%, PV)

• 복리
Note:
• P/Y와 C/Y는 모든 복리이자 계산에서 생략될 수 있습니다. 생략될 때는 P/Y=12와
C/Y=12을 이용하여 계산이 수행됩니다.
• 복리이자 기능(Cmpd_n(, Cmpd_I%(, Cmpd_PV(, Cmpd_PMT(, Cmpd_FV() 을 사용한 계
산을 실행하면 입력하는 명령인자와 계산결과는 변수 (n, I%, PV,등)에 저장됩니다.
재무계산 기능의 다른 어떤 타입을 사용한 계산을 실행하면 명령인자와 계산 결과
는 변수에 대입되지 않습니다.
Cmpd_n:
서식:

복리기간 횟수를 구합니다.
Cmpd_n( I%, PV, PMT, FV, P/Y, C/Y)

Cmpd_I%:
서식:

연이율을 구합니다.
Cmpd_I%( n, PV, PMT, FV, P/Y, C/Y)

Cmpd_PV:
서식:

현재 가치(할부지불 대출금, 저축원금)를 구합니다.
Cmpd_PV(n, I%, PMT, FV, P/Y, C/Y)

Cmpd_PMT: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입출력 값을 구합니다. (할부지불금액, 저축금액)
서식:

Cmpd_PMT(n, I%, PV, FV, P/Y, 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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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d_FV: 최종 입출력 금액 또는 총 원금과 이자를 구합니다.
서식

:

Cmpd_FV(n, I%, PV, PMT, P/Y, C/Y)

• 현금 유동(투자 평가)
Cash_NPV: 순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서식:
Cash_NPV( I% , Csh)
Cash_IRR: 내부수익율을 구합니다.
서식:
Cash_IRR(Csh)
Cash_PBP: 회수기간을 구합니다.
서식:
Cash_PBP( I% , Csh)
Cash_NFV: 순 미래 가치를 구합니다.
서식:
Cash_NFV( I% , Csh)
• 할부상환
Amt_BAL:

PM2 지불에 따른 남아있는 원금 잔액을 구합니다.

서식:

Amt_BAL(PM1, PM2, I% , PV, PMT, P/Y, C/Y)

Amt_INT:
서식:

PM1 지불에 대해 지급된 이자를 구합니다.
Amt_INT(PM1, PM2, I% , PV, PMT, P/Y, C/Y)

Amt_PRN:
서식:

PM1 지불에 대해 지급된 원금과 이자를 구합니다.
Amt_PRN(PM1, PM2, I% , PV, PMT, P/Y, C/Y)

Amt_ ∑ INT: PM1에서 PM2까지의 지불에 대해 지급된 총원금과 이자를 구합니다.
서식:
Amt_ ∑ INT(PM1, PM2, I% , PV, PMT, P/Y, C/Y)
Amt_ ∑ PRN: PM1에서 PM2까지의 지불에 대해 지급된 총원금을 구합니다.
서식:
Amt_ ∑ PRN(PM1, PM2, I% , PV, PMT, P/Y, C/Y)
• 이자율 변환
Cnvt_EFF: 명목 이자율에서 실효이자율로 변환된 이자율을 구합니다.
서식:
Cnvt_EFF(n, I%)
Cnvt_APR: 실효 이자율에서 명목이자율로 변환된 이자율을 구합니다.
서식:
Cnvt_APR(n, I%)
• 원가, 판매가, 판매이익 계산
Cost:
특정 판매가격과 판매이익에 기초한 원가를 구합니다.
서식:
Cost(Sell, Margin)
Sell:
특정 원가와 판매이익에 기초한 판매가격을 구합니다.
서식:
Sell(Cost, Margin)
Margin:
특정 원가와 판매가격에 기초한 이익을 구합니다.
서식:
Margin(Cost , Sell)
• 일수/날짜 계산
Days_Prd: 정해진 d1에서 d2까지의 일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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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Days_Prd(MM1, DD1, YYYY1, MM2, DD2, YYYY2)

• 채권 계산
Bond_PRC: 특정 조건에 기초하여 채권가격을 리스트 형식으로 구합니다.
서식:
Bond_PRC(MM1, DD1, YYYY1, MM2, DD2, YYYY2, RDV, CPN, YLD)=
{PRC, INT, CST}
Bond_YLD: 특정 조건에 기초하여 수익을 구합니다.
서식:
Bond_YLD(MM1, DD1, YYYY1, MM2, DD2, YYYY2, RDV, CPN, PRC)

7. PRGM 모드 명령어 리스트
아래에 열거된 모든 명령어가 이 설명서에서 다루는 모든 모델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RUN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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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

다음 계산을 실행하기 전에 메모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이름

Prime Factorization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자연수를 인수로 계속 나누어서 소인수로 만드는 소인수분해 기능을 제공
합니다.
목적
자연수 A를 입력받아 B(2,3,5,7...)로 소인수가 될 때까지 나누어 줍니다.
• 나머지가 생기지 않을 때 결과는 A값과 같습니다.
• 위 과정은 B > A 가 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예

462 = 2 Ⅹ3 Ⅹ7 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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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름

Ellipse

설명
이 프로그램은 입력된 반타원의 꼭지점, 궤적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의 합, X 의 피치에
기초하여 다음 값의 수테이블을 표시합니다.
Y1: 반타원의 상단 좌표값
Y2: 반타원의 하단 좌표값
Y3: 오른쪽 꼭지점과 궤적의 거리
Y4: 왼쪽 꼭지점과 궤적의 거리
Y5: Y3 과 Y4 의 합
다음으로 프로그램 Y1 과 Y2 에 꼭지점과 값을 그립니다.
목적
이 프로그램은 타원의 궤적과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의 합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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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스프레드시트

스프레드시트 응용프로그램은 강력하고 어디서나 휴대가능한 스프레드시트 성능을
제공합니다.
중요!
• fx-7400GⅡ와 fx-9570GⅡ에는 S∙SHT모드가 없습니다.

1. 스프레드시트 화면 구성과 함수 메뉴
메인 메뉴에서 S∙SHT모드를 선택하여 스프레드시트 화면을 표시합니다. S∙SHT모드가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름이 “SHEET”인 새 스프레드시트가 만들어집니다.
스프레드시트 화면은 셀(사각)과 각 셀에 포함된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파일 이름
파일 이름으로 가능한
많은 문자를 보여줌.

문자(A~Z)

행 번호
(1~999)

셀 커서

편집 box
현재 셀 커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셀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될 때 편집 box는 선택된 셀 범위
를 가리킵니다.

함수 메뉴

다음 타입의 데이터를 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수
상수는 입력을 끝내자 마자 고정되는 수치입니다. 상수는 수치나 앞에 등호가
없는 계산식(7+3, sin30, A1x2등과 같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따옴표(")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텍스트로 인식합니다.
수식
등호(=)로 시작하는 수식은(예를들어 =A1x2) 입력하면 바로 실행됩니다.
S∙SHT모드에서는 복소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스프레드시트 함수 메뉴
• {FILE}... 다음의 FILE 서브메뉴를 표시합니다.
• {NEW}/{OPEN}/{SV∙AS}/{RECAL}
• {EDIT}... 다음의 EDIT 서브메뉴를 표시합니다.
• {CUT}/{PASTE}/{COPY}/{CELL}/{JUMP}/{SEQ}/{FILL}/{SRT∙A}/{SRT∙D}
• PASTE는 CUT이나 COPY가 실행된 직후에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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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 다음의 DEL(삭제) 서브메뉴를 표시합니다.
• {ROW}/{COL}/{ALL}
• {INS}... 다음의 INS(삽입) 서브메뉴를 표시합니다.
• {ROW}/{COL}
• {CLR}... 선택한 범위의 셀의 내용을 지웁니다.
• {GRPH}... 다음의 GRPH메뉴를 표시합니다.(STAT모드와 동일함)
• {GPH1}/{GPH2}/{GPH3}/{SEL}/{SET}
• {CALC}... 다음의 CALC(통계 계산)메뉴를 표시합니다.(STAT모드와 동일함)
• {1VAR}/{2VAR}/{REG}/{SET}
• {RCL}... 다음의 STO(불러오기) 서브메뉴를 표시합니다.
• {LIST}/{FILE}/{MAT}
• 데이터 입력 함수 메뉴
• {GRAB}... 셀 참조 이름을 입력하도록 GRAB모드로 들어갑니다.
• {$}... 셀의 절대 경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 셀 범위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If}... CellIf(명령어를 입력합니다.
• {CEL}... 다음 명령어를 입력할 서브 메뉴를 표시합니다.
• CellMin(, CellMax(, CellMean(, CellMedian, CellSum, CellProd(
• {REL}... 다음의 관계연산자를 입력할 서브메뉴를 표시합니다.
• =, ≠, >, <, ≥, ≤

2. 스프레드시트의 기본 조작
이 장에서는 스프레드시트에서 어떻게 커서를 움직이고 하나 이상의 셀을 선택하며, 데
이터를 어떻게 입력 및 편집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 스프레드시트 파일 조작

z
1.
2.

새 파일 생성
(FILE)
(NEW)를 누릅니다.
대화창이 표시되면 파일명에 최대 8 자까지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새 파일을 만들고 빈 스프레드시트가 생깁니다.
• 순서 2 에서 입력한 파일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새 파일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파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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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파일 열기
(FILE)
(OPEN)를 누릅니다.
1.
2. 표시된 첫번째 리스트에서
와
누릅니다.

z

를 사용하여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를

자동 저장
S∙SHT모드에서 자동 저장은 현재 열려있는 파일을 편집하고 있는 언제라도 저장하는 기
능입니다. 수동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z 새 이름으로 파일 저장하기
(FILE)
(SV∙AS)를 누릅니다.
1.
2. 대화창이 표시되면 파일명에 최대 8 자까지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순서 2 에서 입력한 파일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파일을 변경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될 것 입니다.
(YES)를 눌러 파일을 삭제하거나
(NO)을
눌러 저장을 취소하고 순서 2 의 파일명 입력 대화창을 닫습니다.

z 파일 삭제하기
(FILE)
(OPEN)를 누릅니다.
1.
2. 표시된 첫번째 리스트에서
와
를 사용하여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DEL)을 누릅니다.
3. 확인 메시지 창에서
(YES)를 눌러 파일을 삭제하거나
(NO)를 눌러 삭제를
취소합니다.
4. 파일 리스트에서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 현재 열려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자동으로 현재 화면을 닫고 “SHEET”라는 새
파일을 생성합니다.

■ 열려있는 스프레드시트의 모든 수식의 재계산
S∙SHT모드에는 열려있는 스프레드시트의 모든 수식을 재계산해주는 Auto Calc기능이
있습니다. Auto Calc는 초기 설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수동으로 재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z

Auto Calc
Auto Calc 는 S∙SHT 모드의 Setup 항목(page1-29)입니다.
Auto Calc 가 On 상태인 경우, 스프레드시트가 열려있거나 다른 편집작업을 하면
스프레드시트 내의 모든 수식을 재계산합니다. 그러나 재계산 작업은 전체 프로그램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Auto Calc 가 Off 상태인 경우, 필요한 경우 재계산을
수동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z

스프레드시트의 재계산 수동 실행
(FILE)
(RECAL)을 눌러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모든 수식을 재계산하고 결과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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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커서 사용
셀 커서는 스프레드시트에서 선택한 셀을 표시합니다. 반전된 셀은 현재 셀 커서로
선택한 셀입니다.

셀 커서

편집 box

셀이 셀 커서로 선택되면 셀의 내용은 편집박스에 표시됩니다 셀 내용은 편집 박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되면 선택 범위가 편집박스에 표시됩니다. 이런 경우, 셀을
복사/삭제하거나 또는 다른 셀 작업을 선택한 셀의 범위 내에서 실행합니다.

z

셀 선택
셀 선택

절차

단일 셀

커서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셀로 셀 커서를
이동시키거나 JUMP 명령어를 사용하여 직접 셀로
이동합니다.

셀의 범위

“셀 범위 선택”(page 9-5)를 참고합니다.

한 행의 전체 셀

한 열의 전체 셀

셀 커서를 선택하려는 셀의 행 A 로 이동시킨 다음
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셀 커서가 셀 A2 에 있을
를 누르면 두번째 행 전체(A2 에서 Z2 까지)를
때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한 범위인 A2:Z2 글자가 편집
박스에 표시됩니다.

셀 커서를 선택하려는 셀의 열 1 로 이동시켜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셀 커서가 C1 에
를 누르면 열 C 전체(C1 에서 C999 까지)
있을 때
가 선택됩니다. 선택한 범위인 C1:C999 글자가
편집박스에 표시됩니다.

스프레드시트의 모든 셀
A 열의 전체가 선택되어 있을 때
를 누르거나
행 1 의 전체가 선택되어 있을 때
를 누릅니다.
이것으로 스프레드시트의 전체 셀을 선택하게 되며
편집박스에 스프레드시트의 파일명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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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JUMP 명령어를 사용하여 셀 커서 이동
셀 커서 이동 위치
특정 셀

절차
(EDIT) (JUMP) (GO)를 누릅니다.
1.
2. 대화창에서 목적지 셀의 이름(A1~Z999)를
입력합니다.
를 누릅니다.
3.

현재 열의 첫번째 라인

(EDIT)

(JUMP)

(TOP↑)을 누릅니다.

현재 행의 A 열

(EDIT)

(JUMP)

(TOP←)을 누릅니다.

현재 열의 마지막 라인

(EDIT)

(JUMP)

(BOT↓)을 누릅니다.

현재 행의 Z 열

(EDIT)

(JUMP)

(BOT→)을 누릅니다.

z 셀 범위 선택
1. 셀 커서를 선택할 셀 범위가 시작하는 부분으로 움직입니다.
• 시작점으로 셀의 열이나 행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셀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셀 선택”(page 9-4)을 참고하십시오.
(CLIP)를 누릅니다.
2.
• 셀 커서는 반전 상태에서 두꺼운 선으로 바뀝니다.
3. 커서 키를 이용해 셀 커서를 선택하려는 셀 범위
의 끝부분으로 이동시킵니다.
• 선택된 셀의 범위가 편집 박스에 표시됩니다.
를 누릅니다.
• 셀 선택을 취소하려면
셀 커서는 범위의 끝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 기본 데이터(상수, 문자, 수식) 입력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몇가지 기본 데이터 입력 방법을 살펴봅니다.

z 셀의 현재 내용을 새 데이터로 덮어쓰기
1. 셀 커서를 데이터를 입력할 셀로 이동시킵니다.
• 이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한 경우, 기존 데이터를 새 데이터로
덮어쓸 것 입니다.
2. 계산기의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B),등)
• 키를 조작하여 수치나 텍스트( ,
를 입력하면 셀의 내용이 편집박스에서 왼쪽
정렬로 표시됩니다.
• 아래의 순서 3 을 실행하기 전에 입력 작업을
취소하려면
를 누릅니다. 이로써 순서 1 의
상태로 셀 내용을 되돌립니다.
3. 입력을 완료하고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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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셀 데이터 수정

1.
2.

편집할 내용의 셀로 셀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EDIT) (CELL)을 누릅니다.
• 편집 박스의 셀 내용은 왼쪽 정렬에서 오른쪽
정렬로 변경됩니다. 텍스트 커서가 편집 박스
에 표시되어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와
를 사용하여 셀 내용 주위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내용을 수정합니다.
• 아래의 순서 4 를 실행하기 전에 수정 작업을 취소하려면
를 누릅니다.
이로써 순서 1 의 상태로 셀 내용을 되돌립니다.
를 누릅니다.
입력을 완료하고

4.

z

데이터 입력시에 셀 커서 이동시키기

를 누르면 셀 커서는 다음
팩토리 디폴트 설정에서,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안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1-29 에서 설명한 “Move”설정을 사용하는 대신 다음
라인으로의 이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셀에 상수(숫자, 계산결과, 수열)입력
상수는 입력을 끝내고 수정한 수치입니다. 상수는 숫자나 앞에 등호(=)가 없는
계산식(7+3, sin30, A1x2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은
계산결과 값인 0.5 가 셀에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Deg 이 각도 단위로 선택될 때)

z

함수식에 근거한 수열의 자동 입력

1. 수열 입력을 시작하려는 셀로 셀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 초기 설정 하에서 수열의 자동 입력은 시작셀로부터 아래쪽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페이지 1-29 에 설명된 것처럼 “Move”설정을 이용하여 다른 방향을 정할 수 있습
니다.
(EDIT) (SEQ)를 눌러서 수열 화면을 표시하고, 함수식과 필요한 수열을 생성하
2.
는데 필요한 값을 정합니다.
화면에 반전된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계1에서 선택된 셀의 참조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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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Expr

수열 생성을 위해서 함수식 f(x)를 입력합니다.
예:

(X 2 +1)

(X)

Var

Expr에 대한 함수식 입력에 사용되는 변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X)
(X)

Start

Var로 정해진 변수와 대체되는 값의 시작값(X 1 )을 입력합니다.
예:

End

Incre

1st Cell

Var로 정해진 변수와 대체되는 값의 끝값(X n )을 입력합니다.
예:
(X 2 = X 1 + m),(X 3 = X 1 + m) 등과 같은 연속하는 X 1 값에 대한 증가값
(m)을 입력합니다.
수열은 X 1 + (n-1)m ≤ X n 의 범위에서 생성됩니다.
예:
수열의 첫번째 값을 입력하려는 셀의 참조 이름(A1,B2 등)을 입력합니
다. 여기서는 시작셀이 단계 1에서 정한 것과 다르면 오직 셀만 지정
합니다.
(B)
(B1)
예:

• 설정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한 후

를 누를 때마다 반전이 다음 설정 항목으로

와
키를 이용하여 필요할 때 반전을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 다음 단계로 정해진 셀로부터 자동으로 시작하는 숫자열을 입력합니다. 수열값이 입
력될 셀의 범위내에 있는 어떠한 셀이 이미 데이터를 포함한다면 기존 데이터는 수
열값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EXE)나
키를 눌러서 수열 생성과 입력을 시
3. 모든 설정 항목 데이터을 입력후,
작합니다.

■ 셀에 텍스트 입력하기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셀에 입력하는 첫번째 것이
오. (") 마크는 계산기가 수행하는 것이 텍스트라는

(”)인지 확인해 주십시
것을 말해줍니다. 계산없이 as-is

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마크는 텍스트의 일부분으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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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에 식 입력하기
예제를 위해서, 식 <PRICE>Ⅹ<QUANTITY>=<TOTAL>에 기초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열 A에 <PRICE>값, 열 B에 <QUANTITY>값, 열 C에
계산식(=A1ⅩB1,=A2ⅩB2,기타와 같은 식)을 입력하겠습니다. Auto Calc기능이 켜지면
(On) 열 C값은 열 A, B값 바뀔 때 재계산되고 업데이트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등호기호(=)와 함께 열 C에서 데이터를 시작
해야 합니다. 값 이외에 또 산술연산자, 셀 참조이름, 수식은 내장함수 명령어(페이지
2-11)와 스페셜 S•SHT모드 명령어(9-14)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z

식 입력 예제

1

A

B

C

PRICE

QUANTITY

TOTAL

2

35

15

525

3

52

15

780

4

78

20

1560

절차
1. 라인1에는 텍스트, 셀 A2~B4에는 적용가능한 값을 입력합니다.
2. 커서를 셀 C2로 이동시키고 식 A2ⅩB2를 입력합니다.
(=)
(A)
(B)
3. 셀 C2 식을 복사해서 셀 C3과 C4로 복사합니다. 셀 커서를 셀 C2로 이동시키고
다음의 조작을 실행합니다.
(EDIT) (COPY)
(PASTE)
(PASTE)
• 복사하기와 붙여넣기 조작에 대한 자세한 것은,
“셀 내용 복사하기와 붙여넣기”(페이지9-10)을
참조하십시오.

■ 셀 참조 이름 입력하기
스프레드시트에서 각 셀은 행 이름(1~999)과 열이름(A~Z)의 결합에서 나오는“참조이름
”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셀 참조 이름은 식안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위의 “셀에 식 입력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셀 참조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름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GRPH명령어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셀 B1에 =A1+5 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러한 각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9-8

z

직접 입력을 사용하여 셀 참조 이름 입력하기

셀 커서를 셀 B1으로 이동시키고 다음의 조작을 실행합니다.

(=)
z

GRAB 명령어를 사용하여 셀 참조 이름 입력하기

셀 커서를 셀 B1으로 이동시키고 다음의 조작을 실행합니다.
(=)
•

(GRAB)

(SET)

(GRAB)를 누를 때 나타나는 서브메뉴의
(GO) ~
(BOT→) 명령어는 JUMP 명령
어 서브메뉴의
(GO) ~
(BOT→) 와 같습니다. 이 명령어에 대해서는 페이지 9-5
의 “셀 커서 이동을 위한 JUMP명령어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상대와 절대 셀 참조 이름
셀 참조 이름에 상대와 절대의 두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보통 셀 참조 이름은 상대적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대 셀 참조 이름
식 =A1+5에서, 셀 참조 이름 A1은 상대 셀 참조를 표시합니다. “relative”라고 하는
것은 다른 셀에 식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는 붙여넣기되는 셀 위치에 따라서 셀 참조이름
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 =A1+5이 원래 셀 B1에 위치해 있었다면, 셀 C3에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는 셀 C3에 =B3+5 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행 1에서 행3으로 이동
(두개의 행)은 1에서 3으로 바뀌게 하는 것과 동시에 열 A에서 열 B(하나의 열)로의 이
동은 A에서 B로 바뀌게 합니다.
중요!
복사하기와 붙여넣기 조작의 결과가 스프레드시트 셀 범위의 바깥에 있는 어떤것으로
상대 셀 참조이름을 바꾸면 적용가능한 열 문자와 행 숫자는 (?)마크로 교체될 것이고
셀 데이터로서 “ERROR”가 표시될 것입니다.
절대 셀 참조 이름
행 또는 열, 혹은 셀 참조 이름의 부분인 행과 열이 붙여넣기하는 문제와 동일하게 수
행하고 싶다면 절대 셀 참조 이를을 생성해야 합니다. 바꾸지 않고자 하는 셀참조 이름
의 앞에 ($)표시를 붙입니다. 절대 셀 참조 이름을 생성하는 ($)표시를 이용할 때 다음
의 세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상대 행과 절대 열($A1), 절대 행과 상대 열(A$1), 절대
행과 열 ($A$1)

z

절대 셀 참조 이름 기호($) 입력하기

($)를 누릅니다.
스프레드시트 셀에 셀 참조를 입력할 때
예제로, 다음의 키 조작은 절대 셀 참조 이름 =$B$1 을 입력합니다.
(=)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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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내용 복사하기와 붙여넣기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셀의 내용을 복사하고 또다른 위치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복사하기가 실행되면 원하는 여러 위치로 내용을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z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복사하기와 붙여넣기

1. 복사하려는 셀을 선택합니다.
• 더 자세한 것은“셀 선택하기”(페이지 9-4)를 참조하십시오.
(EDIT) (COPY)를 누릅니다.
2.
• 이것은 선택된 데이터에 대해 붙여넣기 모드로 진입합니다.
은 (PASTE)로 변합
니다.
를 눌러서 아래 단계 4 를 실행하기 전에 어느때라도 붙여넣기 모드를 빠져나갈
•
수 있습니다.
3. 커서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붙여넣기 하려는 위치로 셀 커서를 옮김니다.
• 1 단계에서 셀의 범위를 선택했다면 셀 커서와 함께 선택한 셀은 붙여넣기 범위의
상단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 선택한 위치가 복사한 범위내에 있다면 아래의 단계는 기존 데이터를 붙여넣기
데이터로 덮어쓰기 되게 합니다.
(PASTE) 를 누릅니다.
4.
• 이것은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기 합니다.
• 다른 위치로 동일한 데이터를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는 단계 3,4를 반복하십시오.
를 누르면 붙여넣기 모드를 빠져나갑니다.
5. 붙여넣기를 마치고

■ 셀 내용 잘라내기와 붙여넣기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셀의 내용을 잘라내고 또다른 위치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셀 내용(상대적 셀 이름 참조 이든지 절대적 셀이름 참조이든지 상관없이)은 일반적으로
잘라내기와 붙여넣기 방법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B1셀의 식=A1+5 를 잘라내서 셀 B2로 붙여넣기. A1참조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범위셀을 잘라내서 붙여넣기 할 때 상대 참조 이름이든지 절대 참조 이름이든지 상관없
이 참조이름은 범위가 정확한 관계가 유지되게끔 붙여넣기될 때 따라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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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B1+5를 포함하는 셀범위 B1:C1을 잘라내서 B2:C2로 붙여넣기.
C2에 붙여넣은 식은 또한 붙여넣기 범위의 부분이었던 왼쪽에 있는 셀과의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B2+5로 바뀝니다.

z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잘라내기와 붙여넣기

1. 자를려는 셀을 선택합니다.
• “셀 선택하기”(페이지 9-4)를 참조하십시오.
(EDIT) (CUT)를 누릅니다.
2.
• 이것은 선택된 데이터에 대해 붙여넣기 모드로 진입합니다.
은 (PASTE)로 변합
니다.
를 눌러서 아래 단계 4 를 실행하기 전에 어느때라도 붙여넣기 모드를 빠져나갈
•
수 있습니다.
3. 커서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붙여넣기 하려는 위치로 셀 커서를 옮깁니다.
• 1 단계에서 셀의 범위를 선택했다면 셀 커서와 함께 선택한 셀은 붙여넣기 범위의
상단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 선택한 위치가 자르려는 범위내에 있다면 아래의 단계는 기존 데이터를 붙여넣기
데이터로 덮어쓰기 되게 합니다.
(PASTE) 를 누릅니다.
4.
• 이것은 단계1에서 선택한 셀로부터 데이터를 붙여넣기하고 단계3에서 선택한 위치로
붙여넣기 합니다.
• Auto Calc를 할 수 있든지 없든지에 관계없이 잘라낸 데이터의 붙여넣기는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모든 식이 재계산되게 합니다.

■ 셀 범위내 같은 식 입력하기
특정 셀 범위로 같은 식을 입력하려면 Fill 명령어를 사용하십시오. 상대적, 절대적
셀이름 참조를 적용하는 규칙은 복사하기, 붙여넣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B1,2,3에 같은 식 입력이 필요할 때 Fill 명령어는 셀 B1에 일단 식을 입력
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 Fill명령어가 어떻게 셀이름 참조를 다루는지에 대하여
다음을 주의하십시오.

셀 B1이 다음을 포함할때:

Fill 명령어는 다음을 합니다.:
A

=A1Ⅹ2

1
2
3
A

=$A$2Ⅹ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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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1Ⅹ2
=A2Ⅹ2
=A3Ⅹ2
B
=$A$2Ⅹ2
=$A$2Ⅹ2
=$A$2Ⅹ2

* 실제 연습 셀
B1, B2, B3는 여기
서 나타난 것처럼
식이 아닌 계산 결
과를 나타냅니다.

z 셀 범위에 같은 식 입력하기
1. 동일한 식을 입력하려는 셀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 예제에서 B1:B3 가 선택된다고 가정합니다.“셀의 범위 선택하기”(페이지 9-5)를
참조하십시오.
2.

(EDIT)

(

)

(FILL)를 누르십시오.

3. 채우기 화면이 뜨면 입력하려는 식을 넣습니다.
화면에서 반전된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 단계에서 선택한 셀의 범위입니다.

(=)
(A)
)를 입력합니다.
•“Formula”라인에서 A1Ⅹ2(
누르면 셀 커서가“Cell Range”라인으로 움직입니다.
• 셀 범위내 어떤 셀이 이미 데이터를 포함한다면, 다음단계는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채우기 데이터(식)로 덮어쓰기되게 합니다.
4.

(EXE)나
키를 누릅니다.
• 이것은 정해진 셀의 범위안에 식을 입력합니다.

■ 상수 데이터 정렬
상수만 정렬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정렬을 위해서 하나의 행에서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하거나 하나의 열에서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z 상수데이터 정렬하기
1. 하나의 행에서 열의 범위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열에서 행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 “셀의 범위 선택하기”(페이지 9-5)를 참조하십시오.
• 선택한 범위내 어떤 셀이 상수 이외의 데이터를 포함한다면 서식 에러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2. 실행하려는 정렬의 종류에 따라 다음 조작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EDIT) ( ) (SRT∙A)
오름차순 정렬하기:
내림차순 정렬하기:
(EDIT) ( ) (SRT∙D)

■ 셀 삭제하기와 삽입하기

z 전체 행 또는 열 삭제하기
(DEL)을 누릅니다. 확인 메시지 표시없이
삭제하기를 원하는 행 또는 열을 선택하고
즉시 선택된 행 또는 열들을 삭제합니다.
또한 행 또는 열을 삭제하기 위해서 다음의 단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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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하려는 행 또는 열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셀을 선택합니다.
• 예를 들어, 행 2~4까지 삭제하려면 A2:B4, C2:D4 또는 삭제할 행을 포함하는 다른
셀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열 A와 B를 삭제하려면 A1:B1, A2:B4,기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L)을 누릅니다.
2.
• 이것은 삭제 준비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삭제 작업을 취소하고자 하면
를 누르
십시오.
(ROW)를 누르십시오. 전체
3. 1단계에서 선택한 셀을 포함하는 전체 행을 삭제하려면
열을 삭제하려면
(COL)을 누르십시오.

z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모든 셀의 내용 삭제하기

1.
(DEL) (ALL)을 누릅니다.
2.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YES)를 눌러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취소합니다.

z

(No)를 눌러서

빈 셀에 행이나 열 삽입하기

1. 삽입의 위치를 정하고 행 또는 열의 수를 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작업을 실행하십시오.
• 행 삽입하기
삽입하려는 행의 아래에서 시작해서 같은 행의 수를 선택합니다.
예제: 행 2 위에 세 개의 행을 삽입하려면 A2:A4, B2:C4,기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열 삽입하기
삽입하려는 열의 오른쪽에서 시작할 때 삽입을 원하는 같은 열 수를 선택합니다.
예제: 열 B의 왼쪽에서 세 개의 열을 삽입하려면 B2:D4, B10:D20,기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NS)를 누릅니다.
2.
• 이것은 삽입 준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삽입 작업을 취소하고자 하면
를 누
르십시오.
3.
(ROW)를 눌러 적절한 행의 수를 삽입하거나
(COL)을 눌러 열을 삽입합니다.
• 삽입 작업이 데이터를 포함하는 현재의 셀이 A1:Z999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면 범위
에러가 발생합니다.
z 특정 셀의 내용 지우기
지우려는 셀 또는 셀의 범위를 선택하고

(CLR)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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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한 S•SHT 모드 명령어 사용
S•SHT 모드는 셀 범위의 합을 구하는 CellSum(,와 조건을 정하는 CellIf(,와 같은 특별
한 명령어의 수를 가집니다. 이러한 특별한 명령어들은 식 내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S•SHT 모드 명령어 리스트
“입력 키 조작” 작업은 셀 입력동안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각 명령어 서식에서 ([])안에 있는 무엇이든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CellIf(
(조건)

설명
조건이 사실인 등식 또는 부등식이 주어질 때는 식1을 구하
고 거짓일때는 식2를 구합니다.
(If)
입력키 조작:
서식: CellIf(등식, 표현1, 표현2[)] or
CellIf(부등식, 표현1, 표현2[)]
예제: =CellIf(A1>B1, A1, B1)
{셀 A1값}>{셀 B1값}일 때 A1값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B1값을 구합니다.
특정 셀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합니다.

CellMin(
(셀의 최소값)

입력키 조작:

(CEL)

(Min)

서식: CellMin(start cell:end cell[)]
예제: =CellMin(A3:A5)
셀 범위 A3:A5에서 데이터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CellMax(
(셀의 최대값)

특정 셀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합니다.
입력키 조작:

(CEL)

(Max)

서식: CellMax(start cell:end cell[)]
예제: =CellMax(A3:A5)
셀 범위 A3:A5에서 데이터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CellMean(
(셀의 평균)

CellMedian(
(셀의 중간)

CellSum(
(셀의 합)

특정 셀 범위에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CEL) (Mean)
입력키 조작:
서식: CellMean(start cell:end cell[)]
예제: =CellMean(A3:A5)
셀 범위 A3:A5에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특정 셀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합니다.
입력키 조작:

(CEL)

(Med)

서식: CellMedian(start cell:end cell[)]
예제: =CellMedian(A3:A5)
셀 범위 A3:A5에서 데이터의 중간값을 구합니다.
특정 셀 범위에서 데이터의 합을 구합니다.
(CEL) (Sum)
입력키 조작:
서식: CellSum(start cell:end cell[)]
예제: =CellSum(A3:A5)
셀 범위 A3:A5에서 데이터의 합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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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셀 범위에서 데이터의 곱을 구합니다.
CellProd(
(셀의 곱)

(CEL)

입력키 조작:

(Prod)

서식: CellProd(start cell:end cell[)]
예제: =CellProd(B3:B5)
셀 범위 B3:B5에서 데이터의 합을 구합니다.

■ S•SHT 모드 명령어 예제
이 예제는 셀 범위 A1:B5에서 모든 데이터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셀 C1에 특별한
S•SHT 모드 식 CellSum( 을 입력합니다.
1. 셀 커서를 셀 C1으로 이동시키고 그런다음 다음의 조작을 실행합니다.
(=)

(CEL)
(A)

(Sum)
(:)

(b)

• 위의 조작에서 줄쳐진 부분에 GRAB 기능(페이지9-9)
와 CLIP 기능(페이지 9-5)를 사용하는 다음의 작업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GRAB)

(TOP←)

(CLIP)

2. 식의 입력을 끝내려면

(GRAB모드로 들어가서 커서를 A1으로 옮깁니다.)
(CLIP기능에 대한 선택범위를 정합니다.)

를 누르십시오.

4. 통계 그래프 그리기, 통계와 회귀 계산 실행
온도와 제품가격과 같은 두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때 하나의 데이터는 x축으로,
다른 하나의 데이터는 y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추세를 발견하기 더 쉽습니다.
스프레드시트로 각 데이터 세트에 대한 값을 입력하고 비산 플롯이나 다른 그래프 종류
를 그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회귀 계산 실행은 회귀식과 상관계수를 만들어 내고
비산 플롯 위에 회귀 그래프를 씌울 수 있습니다.
S•SHT 모드 그래프 , 통계 계산, 회귀 계산은 STAT 모드와 같은 함수를 사용합니다. 다
음은 S•SHT모드의 독특한 조작예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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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그래프 조작 예(GRPH 메뉴)
다음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통계 그래프를 그립니다.(이번 예에서는 비산 플롯)
0.5, 1.2, 2.4, 4.0, 5.2 (x축 데이터)
-2.1, 0.3, 1.5, 2.0, 2.4 (y축 데이터)

z

데이터 입력하기와 통계 그래프 그리기(비산 플롯)

1. 스프레드시트에 통계계산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 여기서는 열 A 에 x 축 데이터를 입력하고 열 B 에 y 축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2. 그리고자 하는 셀의 범위를 선택합니다.(A1:B5)

3.

(

)

(GRPH)를 눌러서 GRPH메뉴를 표시하고

(GRPH1)을 누릅니다.

• 절차 2단계에서 선택한 셀의 범위에 데이터의 비산
플롯을 만들어냅니다.
• 여기서 그래프는 초기 디폴트 S•SHT 모드 설정에서
(SET)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GRPH메뉴에서
을 누를 때 나타나는 화면에서 그래프 설정의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일반 그래프 설정 화면 조작
그래프에 사용되는 데이터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서
일반 그래프 설정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z 통계 그래프 설정 구성하기
1. 스프레드시트에 통계 계산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런다음 그리고자 하는 셀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 사실, 위의 단계는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릴려는
셀의 범위를 선택하기 전에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 ) (GRPH) (SET)을 누릅니다.
• 이것은 일반 그래프 설정 화면을 나타냅니다.(이번 예에서는 StatGraph1)
화면에서 반전된 항목에 대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정 항목이 선택될 때 함수 메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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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에서 선택한 열의 수는 일반 그래프 설정 화면에서 어떤 정보가 입력될 것인지
자동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열의 수 선택

자동으로 입력될 정보:

1

XCellRange

2

XCellRange, YCellRange

3

XCellRange, YCellRange, Frequency

• 다음은 이러한 화면에서 각 설정 항목을 설명합니다.
항목

설명

StatGraph1

원하는 설정 이름을 선택합니다. StatGraph 1,2,3 이라 불리는
등록된 세개의 다른 설정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Graph Type

그래프 타입을 선택합니다. 초기 설정은 Scat(scatter plot)입
니다.

XCellRange

그래프 x축에 대입되는 셀 범위을 정합니다(XCellRange).
오직 XCellRange만 몇몇 그래프 타입에 대해 표시됩니다.

YCellRange

그래프 y축에 대입되는 셀 범위을 정합니다(YCellRange).
YCellRange는 몇몇 그래프 타입에 대해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Frequency

각 그래프 데이터 항목의 도수를 표시하는 값을 포함하는 범위
셀을 정합니다. 도수값을 사용하길 원하지 않으면
(1)을 선
택합니다.

Mark Type

비산 플롯에서 마크로 사용하기 위한 마크 타입(
합니다.

, Ⅹ, )을 정

3.

와
를 이용해서 바꾸고자 하는 설정 항목으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기능 메뉴
에서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 StatGraph1, 그래프타입, 마크 타입 설정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일반 그래프 설정
화면을 표시하기”(페이지6-2)를 참조하십시오.
• XCellRange, YCellRange, 도수설정을 바꾸기를 원하면, 바꾸기를 원하는 항목으로 반
전을 이동합니다. 그런다음 직접 셀범위를 입력하거나
(CELL)(도수에 대한
(CELL))를 선택해서 현재 입력 범위를 편집합니다. 셀 범위를 설명서대로 입력할
(:)를 눌러서 범위를 정하는 두개의 셀 사이에 (:)표시를 넣습니다.
때

4. 필요한 설정을 구성후에

나

를 누릅니다.

■ 통계 계산 조작의 예(CALC 메뉴)
이번 예제는 2변수 통계 계산을 실행하기 위해 “산포도와 xy 라인 그래프 그리기”(페
이지6-9)로부터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0.5, 1.2, 2.4, 4.0, 5.2 (x축 데이터)
-2.1, 0.3, 1.5, 2.0, 2.4 (y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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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2 변수 통계 계산과 회귀 계산 실행하기

1. 스프레드시트의 셀 A1:A5 에 위의 x축 데이터,
셀 B2:B5에 y축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런다음 데이터
를 입력하는 셀의 범위(A1:A5)를 선택합니다.

( ) (CALC)를 눌러서 CALC메뉴를 표시하고,
(2VAR)를 누릅니다.
• 이것은 1단계에서 선택한 데이터에 기초한 2변수
통계 계산 결과의 화면을 표시할 것입니다.
,
를 이용해서 결과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화면을
를 누릅니다.
닫으려면
• 결과 화면에서 각 값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것은
페이지 6-14의“2변수 그래프 그리기의 계산 결과
표시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를 누릅니다.
3. 스프레드시트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2.

■ 통계 계산 데이터 범위 열거 화면 사용
통계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특별한 설정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z

통계 계산에 대한 데이터 범위 정하기

1. 스프레드시트에 통계 계산 데이터를 입력하고 셀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2.

(

)

(CALC)

(SET)를 누릅니다.

• 이것은 오른쪽에 나타난 것처럼 설정 화면을 표시
합니다.

• 1단계에서 선택한 열의 수는 통계 계산 데이터 범위 열거 화면에서 어떤 정보가 입
력될지를 자동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열의 수 선택
자동으로 입력될 정보:
1
1Var XCell 과 2Var XCell
2

1Var Freq 와 2Var YCell

3

2Var Fr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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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러한 화면에서 각 설정 항목을 설명합니다.
항목

설명

1Var XCell
1Var Freq

여기서 정해진 셀 범위 데이터는 단일 변수 통계 계산을
실행할 때 변수 x와 도수값으로 사용됩니다.

2Var XCell
2Var YCell
2Var Freq

여기서 정해진 셀 범위 데이터는 2변수 통계 계산을 실행
할 때 변수 x, y, 도수값으로 사용됩니다.

3. 셀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면,
를 이용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반전을 이
동합니다.
(:)를 누릅니다.
• (:)표시를 입력하기 위해서
• 현재 입력 셀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서
(CELL)( 1Var XCell, 2Var XCell, 2Var
YCell의 경우)를 누르거나
(CELL)( 1Var Freq, 2Var Freq의 경우)를 누릅니다.
4. 필요한 설정을 구성후에

나

를 누릅니다.

■ STAT 모드와 S•SHT 모드 함수 메뉴 대응 테이블
STAT 모드와 S•SHT 모드에서 통계 그래프 함수는 GRPH 함수 메뉴에 있고, 통계/회귀 계
산 함수는 CALC 함수 메뉴에 있습니다. 이러한 메뉴들의 구조와 서브메뉴는 STAT 모드
와 S•SHT 모드에서 같습니다. 각 메뉴 항목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아래의 테이블에 있는
참고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메뉴 항목에 대한 정보
{GRPH} – {GPH1}

참고 :
“그래프 파라메타 변경”(페이지 6-1)

{GRPH} – {GPH1}
{GRPH} – {GPH1}
{GRPH} – {SEL}
{GRPH} – {SET}

“그래프를 그릴지/안그릴지 상태”(페이지 6-3)
“그래프 파라메타 변경”(페이지 6-1)
“일반 그래프 설정”(페이지 6-1)
“일반 그래프 설정 화면 표시하기”(페이지 6-2)
“일반 그래프 설정 화면 조작”(페이지 9-16)

{CALC} – {1VAR}

“1변수 통계 계산”(페이지 6-15)

{CALC} – {2VAR}

“2변수 통계 계산”(페이지 6-15)

{CALC} – {REG}

“회귀 계산”(페이지 6-16)

{CALC} – {SET}

“통계 계산 데이터 범위 열거 화면 사용”
(페이지 9-18)

9 - 19

5. S•SHT 모드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계산기의 다른 메모리 타입(변수, 리스트 메모리, 파일 메모리,
행렬 메모리)을 이용할 수 있고, 스트레드시트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불러냅니다.

■ 메모리로 스트레드시트 데이터 저장하기
다음의 테이블은 각 메모리 타입에 대한 저장 작업의 개관을 보여줍니다. 각 조작에
대한 자세한 것은 테이블 다음에 나오는 예제 조작을 참고하십시오.
메모리 타입
변수
(A ~ Z, r,

)

리스트 메모리
(리스트1 ~ 리스트26)

파일 메모리
(파일1 ~ 파일6)

행렬 메모리
(행렬 A ~ 행렬 Z)

저장 조작
변수에 단일 셀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일 셀이 선택되는 동안
( ) (STO) (VAR)를 누르
고 나타나는 화면에 변수이름을 정합니다.
리스트 메모리에서 하나의 행 또는 열에서 셀 범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
단일 행 또는 열에서 셀 범위가 선택될 사이,
(STO) (LIST)를 누르고 나타나는 화면에 리스트 번호를
정합니다.
파일 메모리에서 여러개의 행 또는 열에 걸치는 셀의
범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
(STO)
(FILE)를
셀 범위가 선택될 동안,
누르고 나타나는 화면에 파일 번호를 정합니다.
선택된 범위의 첫번째 열은 리스트1로써 특정 파일에
저장되고 두번째 열은 리스트2, 기타 등으로 저장됩니다.
행렬 메모리에서 여러개의 행 또는 열을 걸치는 셀의
범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 (STO) ) (MAT)를 누
셀 범위가 선택될 동안,
르고 나타나는 화면에 행렬 이름을 정합니다.
선택된 범위의 첫번째 열은 리스트1로써 특정 행렬에 저
장되고 두번째 열은 리스트2, 기타 등으로 저장됩니다.

중요!
다음은 셀이 어떤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을 때, 셀이 테스트를 포함할때, 셀에 대해
에러가 표시될 때에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 변수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리스트 메모리, 파일 메모리, 행렬 메모리에 데이를 저장하고 있으면 0 이 적용
셀(들)에 쓰여집니다.
z

예제: 리스트 메모리에 열 데이터 저장

1. 한 개의 열 내에, 리스트 메모리에 저장하기를 원하는 셀범위를 선택합니다.
• 예제로 A1:A10 을 선택합니다.
( ) (STO) (LIST)를 누릅니다.
2.
• 이것은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화면을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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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Range”설정은 1단계에서 선택한 셀의 범위를 보여줄 것입니다.
3.
를 눌러서 “List[1-26]으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4. 데이터를 저장하기를 원하는 리스트 메모리의 번호(1~26)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다음 단계 실행은 “CellRange”로 정해진 셀범위에 있는 데이터와 여기서 정한 리
스트 메모리 번호 아래에 현재 저장된 데이터를 겹쳐쓰기할 것입니다.
5.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키를 누릅니다.

(EXE)나

■ 스트레드시트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 불러오기
다음의 테이블은 각 메모리 타입에 대한 호출 작업의 개관을 보여줍니다. 각 조작에
대한 자세한 것은 테이블 다음에 나오는 예제 조작을 참고하십시오.
메모리 타입

호출 조작법

리스트 메모리
(리스트 1 ~ 리스트 26)

파일 메모리
(파일1 ~ 파일6)

행렬 메모리
(행렬 A ~ 행렬 Z)

z

하나의 행 또는 열에서 정해진 리스트 메모리로부터 셀의
범위까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일 행 또는 열 범위의 첫번째 셀이 선택될 동안,
( ) (RCL) (LIST)를 누르고 나타나는 화면에 리스
트 번호를 정합니다.
데이터는 셋업 화면의“Move”설정(페이지 1-29)에 따라
열방향으로든지 아니면 행방향으로 호출된다.
스프레드시트로 특정 파일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된 데이터의 상단 왼쪽 코너로 원하는
( ) (RCL) (FILE)을 누릅니다. 다
셀을 선택하고
음으로 나타나는 화면에서 파일 메모리 번호를 정합니다
스프레드시트로 특정 행렬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된 데이터의 상단 왼쪽 코너로 원하는
( ) (RCL) (MAT)을 누릅니다. 다음
셀을 선택하고
으로 나타나는 화면에서 행렬 이름을 정합니다

예제: 스트레드시트로 행렬 메모리로부터 데이터 호출하기

1. 스프레드시트에서 호출된 데이터를 입력하려는 범위의 상단 왼쪽 셀을 선택합니다.
2.

(

)

(RCL)

(MAT)를 누릅니다.

• 이것은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화면을 표시
합니다.
“1st Cell”설정은 1단계에서 선택한 셀의 이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3. 호출하려는 행렬 메모리의 이름(A~Z)을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EXE)나
키를 누릅니다.
4. 데이터를 호출하기 위해
중요!
리스트 메모리, 파일 메모리, 행렬 메모리 데이터를 호출할 때 호출된 데이터가
스프레드시트의 허용 범위(A1:Z999)를 벗어나 실행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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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 eActivity
eActivity파일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eActivity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수식을 입력하고 또한“strips”와 같은 계산기의 내장된 응용 데이터(그래프, 테이블
등)를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Activity파일은 학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답에 힌트를 주는 수학문제나
연습문제를 푸는 선생님들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eActivity파일을 수업노트,
문제와 답의 메모 등을 관리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 fx-7400GⅡ와 fx-9750GⅡ에는 e∙ACT모드가 없습니다.

1. eActivity 개요
메인 메뉴에서 e∙ACT모드를 선택할 때 처음 나타나는 것이 파일 메뉴입니다.

메모리에 e∙ACT모드 파일이 없음.

적어도 한 개의 e∙ACT모드 파일 있음

eActivity 파일을 열 때 eActivity의 텍스트, 계산식,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
는데 이용할 수 있는 조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계산기의 표시
영역
텍스트 라인
스트립

수식 라인

정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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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eActivity 파일에서 편집하고 입력하는 데이터의 타입에 대해 설명합니다.
텍스트 라인 ......... 글자, 숫자, 텍스트로 된 수식을 입력할 때 사용
수식 라인 ........... 실행 계산식을 입력할 때 사용. 결과는 다음 라인에 나타나며 계
산은 RUN∙MAT모드에서 실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연수 입
력이 가능할 때 진행됩니다.
정지 라인 ........... 특정 지점에서 계산을 정지할 때 사용
스트립 .............. 일반 그래프, 원뿔 곡선 그래프, 스프레드시트, 기타 응용프로그
램에서 eActivity에 데이터를 삽입할 때 사용

2. eActivity 함수 메뉴
■ 파일 리스트 함수 메뉴
•
•
•
•
•

{OPEN} … {선택한 eActivity 파일이나 폴더를 엽니다.}
{NEW} … {새로운 eActivity 파일을 엽니다.}
{DEL} … {선택한 eActivity 파일을 제거합니다.}
{SRC} … {파일 검색 조작을 합니다.}
{SD}/{SMEM} … {메모리 영역을 변경합니다.}{fx-9860G SD 적용}
현재 파일 리스트가 저장 메모리 내용을 보여줄 때, 키 “SD”가 메뉴(SC
카드 내용으로 교체)로 작동합니다. SD 카드가 보여질 때 “SMEM”이 함수
키 메뉴(저장 메모리 내용으로 교체)로 작동합니다.

(NEW)메뉴만 표시됩니다.
• 저장되어 있는 eActivity 파일이 없을 때는
• 처음으로 e•ACT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26 kybte 이상의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조작 화면 함수 메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라인에 따라 조작 화면의 함수 메뉴가 결정됩니다.
• 조작 화면의 공통적인 메뉴 항목
• {FILE} ... 다음의 파일 조작 서브메뉴를 표시합니다.
• {SAVE} ... 현재 수정 중인 파일을 저장합니다.
• {SV∙AS} ... 현재 수정 중인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 {OPT} ... page 11-11의 “저장 메모리나 SD카드 메모리의 활용”을 참고합니다.
• {CAPA} ... 현재 수정 중인 파일의 데이터 사이즈와 메모리 용량이 얼마 남았는지를
나타내는 화면을 표시합니다.
• {STRP} ... 스트립을 삽입합니다.
• {JUMP} ... 아래 메뉴로 커서의 이동을 컨트롤합니다.
• {TOP}/{BTM}/{PgUp}/{PgDn} ... page 10-4를 참고합니다.
• {DEL-L} ... 현재 수정 중이거나 커서가 위치한 라인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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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 ... 현재 수정 중이거나 커서가 위치한 라인 위에 새로운 라인을 삽입할 때는
다음의 삽입 서브메뉴를 표시합니다.
• {TEXT} ... 텍스트 라인을 삽입니다.
• {CALC} ... 수식 라인을 삽입합니다.
• {STOP} ... 정지 라인을 삽입합니다.
• { MAT} ... 행렬 편집기를 표시합니다. (page 10-7)
• { LIST} ... 리스트 편집기를 표시합니다. (page 10-7)
• 텍스트 라인이 선택된 경우의 메뉴
•
•
•
•

{TEXT}
{CHAR}
{A⇔a}
{MATH}

...
...
...
...

현재 라인을 텍스트 라인에서 수식 라인으로 변경합니다.
다양한 수식 기호, 특수 기호, 문자들을 표시합니다.
키 사용)
알파벳 문자 입력시에 대문자와 소문자를 전환합니다.(
MATH메뉴(page 1-12)를 표시합니다.

• 수식 라인이나 정지 라인이 선택된 경우의 메뉴
• {CALC} ... 현재 라인을 수식 라인에서 텍스트 라인으로 변경합니다.
• {MATH} ... “텍스트 라인이 선택된 경우의 메뉴”의 {MATH}항목과 동일
• 스트립이 선택된 경우의 메뉴
• {FILE} ... 다음의 파일 조작 서브메뉴를 표시합니다.
• {SAVE}/{SV∙AS}/{OPT}/{CAPA} ... “조작화면의 공통적인 메뉴 항목”의 {FILE}서브
메뉴와 동일
• {SIZE} ... 현재 커서가 위치한 곳의 스트립 사이즈를 표시합니다.
• {CHAR} ... “텍스트 라인이 선택된 경우의 메뉴”의 {CHAR}항목과 동일
• {A⇔a} ... “텍스트 라인이 선택된 경우의 메뉴”의 {A⇔a}항목과 동일

3. eActivity 파일 조작
이 장에서는 eActivity 파일 메뉴 화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파일 조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든 파일 조작은 파일 메뉴가 표시되어 있을 때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폴더 조작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11장 메모리 매니저”를
참고하십시오.

z

새 파일 생성

를 누릅니다.
1. 파일 메뉴가 표시되어 있을 때
• 파일명 입력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최대8자까지 파일명을 입력하고
• 빈 조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를 누릅니다.

• 파일명으로 다음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Z, {, },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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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파일 열기
*
와
를 사용하여 열고자 하는 파일을 반전시키고
(OPEN)이나
를 누릅니다.
*
에러가 발생한 경우, 캡쳐 메모리 내용을 지우거나 데이터를 개인 컴퓨터의 저장장치로
옮깁니다.

z 파일 삭제
나
를 사용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파일을 반전시키고
(DEL)을 누릅니다.
1.
• 확인 메시지“Delete eActivity?”가 표시됩니다.
(YES)를 눌러 파일을 삭제하거나
(NO)를 눌러 삭제를 취소합니다.
2.

z

파일 검색

1. 파일 메뉴가 표시되어 있을 때,
• 파일 검색 화면이 표시됩니다.

를 누릅니다.

2. 검색할 파일의 이름 전체나 일부분을 입력합니다.
• 파일 이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찾습니다. “IT”라고 입력하면 ITXX, ITABC,
IT123은 찾을 수 있지만 XXIT, ABITC는 찾을 수 없습니다.
3.

를 누릅니다.
• 순서2에서 입력한 문자와 일치하는 이름의 경우,
해당 이름은 파일 메뉴에서 선택됩니다.

• 일치하는 내용이 없으면 “Not Found”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창을 닫습니다.

키를 눌러

4. 데이터 입력 및 수정
이 장에서의 모든 조작은 eActivity 화면에서 행해집니다. “eActivity 파일
조작”(page 10-3)의 순서를 사용하여 새 파일을 만들거나 기존 파일을 엽니다.

■ 커서의 이동 및 스크롤
커서의 이동
앞 뒤로 움직일 때
한 화면 앞으로 스크롤 할 때

키 조작
또는
(

)

(
(
(

)
)
)

한 화면 뒤로 스크롤 할 때
화면의 처음으로 이동시킬 때
화면의 끝으로 이동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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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릅니다.
또는
(JUMP) (PgUp)를 누릅니다.
또는
(JUMP) (PgDn)를 누릅니다.
(JUMP) (TOP)를 누릅니다.
(JUMP) (BTM)을 누릅니다.

■ 텍스트 라인에 입력하기
알파벳이나 수식 등을 입력할 때 텍스트 라인을 사용합니다.

z

텍스트로서의 수식과 문자 입력

1. 커서를 텍스트 라인으로 이동시킵니다.
• 커서가 텍스트 라인에 있는 동안, F3 메뉴 항목으로“TEXT”가 표시됩니다.
텍스트 입력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텍스트 라인 커서

키가“TEXT”를 표시합니다.
• 커서가 수식 라인에 있는 경우에는 F3 메뉴 항목으로 “CALC”가 표시됩니다.
(CALC)는 수식 라인을 텍스트 라인으로 전환합니다.
• 커서가 스트립에 있는 경우에는
와
를 사용하여 커서를 텍스트 라인으로
이동시킵니다.
• 기능 메뉴에서 {INS}와 {TEXT}를 차례대로 선택하면 현재 커서가 위치한 라인 위에
새 텍스트 라인을 삽입할 것 입니다.
2. 텍스트 스트립에 수식이나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 아래에 설명하는 “텍스트라인 입력과 편집 조작”을 참고하십시오.

z

텍스트 라인 입력과 편집 조작
• 텍스트 라인 한 줄에 최대 255바이트의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 라인의
글자는 자동으로 화면에 맞춰 보여집니다(단어 넘김 기능). 그러나 수식과
*1
)는 수식 라인의 좌우에
명령어는 맞춰지지 않습니다. 스크롤 화살표(
표시되어 화면의 수식 라인을 넘어가는 계산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경우
좌우 커서키를 사용하여 계산식을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A↔a)키는 대문자와 소문자 입력을 전환합니다. 이 기능은 알파벳 입력 상태인
•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7을 참고하십시오. 대문자 입력이
선택된 경우의 텍스트 라인 커서는 이며 소문자 입력 상태인 경우의 텍스트 라인
커서는 입니다.
•
를 눌러 텍스트로 되돌림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리턴 표시 심볼은
없습니다.
키를 누르면 현재 커서가 위치한
• 텍스트가 여러 라인들 사이에 있는 경우,
라인만 삭제할 것 입니다. 다른 라인들의 사이에 있는 텍스트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텍스트 라인에 수식을 입력하려면 자연수 입력(page 1-10)을 사용합니다.
*1

또한
(CHAR)를 눌렀을 때 표시되는 메뉴를 사용하여 입력한 심볼(’, {,
포함된 다른 단어는 화면에 맞춰 자동 조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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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수식 라인에 입력하기
eActivity 수식 라인에 계산식을 입력하고
를 누르면 다음 라인에 계산 결과를 표시
합니다. RUN∙MAT모드(page 1-3)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수식 라인에서도 입력할 수 있습니
다. 수식 라인과 그 결과는 한 세트로 분류됩니다.
)는 수식
• 단어 넘김 기능은 수식 라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크롤 화살표(
라인의 좌우에 표시되어 화면의 수식 라인을 넘어가는 계산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런 경우 좌우 커서키를 사용하여 계산식을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z

eActivity 에 계산식 입력

1. 커서를 수식 라인으로 이동시킵니다.
• 커서가 수식 라인에 있을 때에는 F3 메뉴 항목으로“CALC”가 표시됩니다. 수식
입력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수식 라인 커서

키는 “CALC”메뉴로 변경합니다.
• 커서가 텍스트 라인에 있는 경우에는 F3 메뉴 항목으로 “TEXT”가 표시됩니다.
(CALC)는 수식 라인을 텍스트 라인으로 전환합니다.
• 커서가 스트립에 있는 경우에는
와
를 사용하여 커서를 수식 라인으로
이동시킵니다.
• 기능 메뉴에서 {INS}와 {CALC}를 차례대로 선택하면 현재 커서가 위치한 라인 위에
새 수식 라인을 삽입할 것 입니다.
)을 입력합니다.
2. 계산식(예:
• 수식 라인 입력과 수정은 RUN∙MAT 모드의 자연수
입력과 동일합니다.

3. 계산 결과를 얻으려면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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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편집기를 사용한 행렬 계산
함수 메뉴의 { MAT}을 선택하여 행렬 편집기를 표시합니다.
행렬 편집기 조작과 eActivity모드에서의 행렬 계산은 기본적으로 RUN∙MAT모드와 동
일합니다. 형렬 편집기와 행렬 계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렬 계산”(page 236)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eActivity모드의 행렬 편집기 조작과 행렬 계산은 아래와
같이 RUN∙MAT모드와는 다릅니다.
• eActivity모드의 행렬 변수는 각 파일에 분리되어 저장됩니다. 행렬 변수는 noneActivity모드에서의 변수와는 다릅니다.

z

리스트 편집기를 사용한 리스트 계산
함수 메뉴의 { LIST}를 선택하여 리스트 편집기를 표시합니다.
eActivity모드의 리스트 편집기 조작은 STAT모드(page 3-1,“리스트 입력 및 수
정”)의 조작과 동일합니다. 리스트 편집기 입력과 계산은 기본적으로 RUN∙MAT모드
(page 3-5의 “리스트 데이터의 조작”, page 3-10의 “리스트를 사용한 산술계
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eActivity모드의 리스트 편집기 조작과 리스트 계산은
아래와 같이 기타 모드와는 다릅니다.
• eActivity모드의 리스트 편집기 메뉴는 STAT모드의 리스트 편집기 메뉴의 화면 2
개만을 지원합니다.
를 누릅니다.
• eActivity모드의 리스트 편집기에서 조작화면으로 돌아오려면
• eActivity모드에서 리스트 변수는 각 파일에 분리되어 저장됩니다. 리스트 변수는
non-eActivity모드에서의 변수와는 다릅니다.

■ 계산 정지 라인의 삽입
여러 계산 라인을 포함하는 조작 화면에서 계산 라인을 수정한 후
를 누르면, 다음
계산 라인의 모든 계산이 재계산됩니다. 큰 숫자의 계산이나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경우,
재계산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계산 정지 라인의 삽입은 라인이 위치한 지점에서 계
산을 중지시킬 것 입니다.

z

정지 라인 삽입하기
함수 메뉴에서 {INS}와 {STOP}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현재 선택된 라인이나 스트립
위에 정지 라인을 삽입합니다.

■ 스트립 사용
스트립은 eActivity 파일에 내장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합니다. 각
스트립마다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으며 스트립은 화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그래프 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테이블은 스트립에 삽입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나타냅니다.
“스트립명”란은
(STRP)를 누르면 표시되는 대화창에 포함된 이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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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스트립명

RUN∙MAT모드 계산 데이터(eActivity에서의
경우, 자연수 입력 모드에서 시작합니다.)

z

RUN∙MAT모드인

Run(Math)

GRAPH모드 그래프 화면 데이터

그래프

GRAPH모드 그래프 연계 리스트 화면 데이터

그래프 편집기

TABLE모드 테이블 연계 리스트 화면 데이터

테이블 편집기

CONICS모드 그래프 화면 데이터

원뿔 그래프

CONICS모드 함수 리스트 화면 데이터

원뿔 편집기

STAT모드 통계 그래프 화면 데이터

통계 그래프

STAT모드 리스트 편집기 데이터

리스트 편집기

EQUA모드 계산 솔루션 화면 데이터

Solver

RECUR모드 점화식 타입 선택 화면

점화식 편집기

주석 화면 데이터(주석은 특별한 eActivity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page 10-10의 “주석
스트립”을 참고하십시오.

주석

RUN∙MAT모드 행렬 편집기 데이터

행렬 편집기

EQUA모드 1차 방정식 솔루션 화면 데이터

1차 방정식

EQUA모드 다차 방정식 솔루션 화면 데이터

다차 방정식

DYNA모드 그래프 화면 데이터

다이나믹 그래프

TVM모드 계산 솔루션 화면 데이터

재무

S∙SHT모드 스프레드시트 화면 데이터

스프레드시트

E-CON2모드 셋업 위자드 데이터

Econ SetupWizard

E-CON2모드 어드밴스 셋업 데이터

Econ AdvancSetup

E-CON2모드 어드밴스 셋업 데이터
(본 스트립을 실행하면, 처음 실행한 스트립이 저장된 셋업
정보에 근거하여 샘플링을 즉시 시작합니다.)

Econ 샘플링

E-CON2모드 어드밴스 셋업 데이터
(본 스트립을 실행하면, 처음 실행한 스트립이 저장된 샘플
데이터를 그래프화 합니다.)

Econ 그래프

스트립 삽입

1. 스트립을 삽입할 위치로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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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RP)를 누릅니다.
• 삽입 가능한 스트립인 경우 리스트의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대화창에 표시된 데이터 타입과 표시
이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스트립 데이터 타입
테이블”(page 10-8)을 참고하십시오.

3.

와
를 사용하여 삽입할 데이터 타입에 맞는 스트립을 선택합니다.
• 이번 예제에서 “그래프”(GRAPH모드 그래프 화면 데이터)를 다룰 것 입니다.

4.

를 누릅니다.
• 순서1에서 커서가 위치한 라인 위에 스트립을 삽입할 것 입니다.

5. 스트립 타이틀에 최대 16글자까지 입력하고
누릅니다.

6.

를

를 다시 누르고 스트립 데이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 선택한 스트립 타입(본 예에서는 GRAPH모드)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그래프 화면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빈 그래프화면이 표시될 것 입니다.

를 눌러 그래프 함수 리스트 화면을 표시합니다.
7.
8. 그래프를 그릴 함수를 입력합니다.
1
(예: Υ = Χ 2 − 1 )
2

9.

(DRAW)를 누릅니다.
• 입력한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것 입니다.

( )를 누릅니다.
10. eActivity 조작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 순서8에서 그래프화된 데이터는 그래프 스트립에 저장될 것 입니다.
• 저장한 그래프 데이터는 본 그래프 스트립에만 연결됩니다. 메인 메뉴에서 입력한
모드의 데이터는 개별 데이터입니다.
를 누르면 그래프 화면이 표시되고 스트립으로 저장한 데이터에 대한
11. 다시
그래프를 그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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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 주석
“주석”은 조작화면에서 긴 문장의 설명서를 작성할 때 자주 사용되는 eActivity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조작 화면에서 주석 스트립으로 주석 화면을 불러냅니다. 주석
화면에서의 입력 및 수정 조작은 eActivity 텍스트 라인에서 사용한 조작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주석 화면의 함수 메뉴 항목입니다.
• {JUMP}... 데이터의 상위( (TOP))나 하위( (BTM)) 혹은 이전 페이지( (PgUp)),
다음 페이지( (PgDn))로 점프하는데 사용할 JUMP메뉴를 표시합니다.
• {DEL-L}... 현재 선택되어 있거나 커서가 위치한 곳의 라인을 삭제합니다.
• {INS}... 현재 커서가 위치한 라인 위에 새로운 라인을 삽입합니다.
• {MATH}... MATH메뉴(page1-12)를 표시합니다.
• {CHAR}... 수학 기호와 특수한 기호, 여러 언어의 문자들을 입력할 메뉴를
표시합니다.
키를
• {A⇔a}... 알파벳 입력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전환합니다(
누름으로써)

z

스트립의 타이틀 수정

와
를 사용하여 변경할 타이틀의 스트립을 선택합니다.
1.
2. 스트립 타이틀에 최대 16 글자까지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처음 문자를 입력하면 기존 타이틀의 안내창이 닫힙니다. 새 타이틀을 입력합니다.
나
를 눌러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기존 타이틀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려면
•
대신
를 누르면 어떠한 수정없이 타이틀 편집 화면을 나갑니다.

z

스트립에서 응용 프로그램 열기

와
를 사용하여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있는 스트립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 선택한 스트립의 응용프로그램이 표시됩니다. 이미 데이터를 포함한 스트립이라면
최근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이 열릴 것 입니다.
를 선택한
• 원뿔 그래프 스트립을 선택하고 그래프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경우, 원뿔 편집기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z

eActivity 화면과 스트립의 응용프로그램 화면의 전환
(

)를 누릅니다.

eActivity 화면과 스트립의 응용프로그램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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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눌러 전환합니다.

z

스트립의 응용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의 전환

(
선택하고

z
1.
2.

)를 누릅니다. 대화창에서
를 누릅니다.

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이름을

스트립 메모리 사용 화면의 표시
와
를 사용하여 스트립 메모리 사용 화면을 선택합니다.
(FILE) (SIZE)를 누릅니다.
• 현재 선택된 스트립의 메모리 사용 화면이
표시됩니다.

3. 메모리 사용 화면을 나가려면

z

와

를 누릅니다.

라인 및 스트립의 삭제

1. 커서를 삭제할 라인이나 스트립으로 이동시킵니다.
• 커서를 수식 라인으로 옮기는 경우, 계산과 결과 둘 다 삭제될 것 입니다.
( ) (DEL-L)을 누릅니다.
2.
•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YES)을 눌러 삭제하거나
(NO)를 눌러 삭제를 취소합니다.

■ 파일 저장
이 장에서의 절차를 사용하여 조작 화면에서 데이터를 입력 수정한 후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OS버전 2.0이상의 eActivity파일은 “g2e”의 파일 확장명을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본 매뉴얼에 해당되는 계산기 모델(OS 버전 2.0 이상의 운영시스템)에서 다음 조작을
실행하여 eActivity파일을 저장하면 확장명 “g2e”가 파일명에 추가됩니다.
• 새로 만든 파일 저장하기
• “Save as”( (FILE) (SV-AS))를 사용하여 기존 파일 저장하기
본 매뉴얼에 해당되는 계산기 모델을 사용하여 eActivity 파일을 확장명“g1e”(기존
버전의 파일)의 저장하면, 파일의 확장명은 다음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 확장명“g2e”는 새로운 특징(함수와 명령어를 제외한)을 가진 데이터를 포함한
OS버전 2.0이상의 eActivity 파일에 사용됩니다. OS버전 2.0이상에 추가된 새로운
나
에서 표시된 계산 결과 데이터입니다.
특징의 데이터를 예로 들자면
• 확장명“g1e”는 위에 설명한 파일이 아닌 eActivity파일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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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기존 파일을 새 버전으로 교체하기
(FILE) (SAVE)를 눌러서 현재 열려있는 파일을 저장합니다.

z 새 이름으로 파일 저장
(FILE) (SV-AS)를 누릅니다.
1. eActivity 조작 화면에서
• 파일명 입력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최대 8자까지 파일명에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순서2에서 입력한 파일명과 동일한 파일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기존 파일을 새
파일로 교체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될 것 입니다.
(YES)를 눌러 기존
파일을 교체하거나
(NO)를 눌러 저장을 취소하고 순서2의 파일명 입력창으로
돌아갑니다.
중요!
• 파일 확장명“g2e”인 eActivity 파일은 OS버전 2.0보다 이전 버전의 계산기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 확장명“g1e”인 eActivity 파일을 열고 OS버전 2.00 이상에 추가된 함수를 입력하고
나서 파일을 저장하면 새 파일을 계속 확장명 “g1e”로 유지합니다. OS버전
2.0이하의 계산기의 파일들도 열 수 있지만 OS버전 2.00이후 추가된 함수와 명령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Activity 메모리 사용 화면의 표시
*

eActivity 파일의 최대 사이트는 대략 30,000바이트 입니다. eActivity파일 메모리 사용
화면을 사용하여 현재 조작중인 파일에 얼만큼의 메모리 용량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실제 최대 파일 사이즈는 캡쳐 메모리와 클립보드 메모리 사용에 따라 다르며, 30,000바
이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z eActivity 메모리 사용 화면 표시하기
(FILE) (CAPA)를 누릅니다.
조작 화면에서

파일 사용
파일 메모리 잔량

메모리 사용 화면을 나가려면

를 누릅니다.

z

조작 화면에서 파일 리스트로 돌아가기
를 누릅니다.
현재 파일을 저장할지 여부를 묻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면 아래 조작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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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키 조작

기존 eActivity파일을 수정한 버전으로
덮어쓰고 파일리스트로 돌아갑니다.
현재 수정중인 파일을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저장하지

않고

(Yes)
파일

(No)

eActivity 조작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eActivity 가이드

(fx-9860G Slim 만 해당)

eActivity가이드는 함수 계산을 정확하게 하게끔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다음 지시를 따라 계산기 조작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 eActivity 가이드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매뉴얼을 사용하지 않고도 좀 더
쉽게 계산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각자의 진도에 맞춰 계산기 조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이드 만들기
키 조작은 각 eActivity스트립에 저장되며 키 조작에 코멘트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스트립 내에서 실행한 키 조작만 저장되기 때문에 스트립을 종료한 후(다른 스트립을
열거나 다른 파일을 연 경우) 실행한 조작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가이드 실행
제작한 가이드를 실행하면 키 조작과 코멘트를 바로 표시합니다. 학생들은 지시한대로
입력하여 계산기 조작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3가지 타입의 조작방법
eActivity 가이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타입의 조작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타입을
조합하여 가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 1키 조작: 각 키 조작에 코멘트를 덧붙입니다.
• n키 조작: 하나의 키 조작 수열에 대해 한 개의 코멘트를 덧붙입니다.
• AUTO 조작: 코멘트가 하나인 키 조작은 AUTO조작에서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예: 그래프 및 박스의 줌; 통합 그래프의 범위)

■ 가이드 만들기

z

가이드 제작 모드로 들어가기

1. eActivity 조작 화면에서 스트립을 선택한 다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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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눌러 함수 메뉴를 2페이지

• 본 예제에서는 그래프 편집기스트립을

2.

선택합니다.

(GUIDE)를 누릅니다.
• 가이드 제작 모드로 들어가고 조작 타입 선택
화면을 표시합니다.
• {nKEYS} ... {n키 조작 가이드를 만듭니다.}
• {1-KEY} ... {1키 조작 가이드를 만듭니다.}
• {AUTO} .... {AUTO조작 가이드를 만듭니다.}
• {END} ..... {가이드 제작 모드를 종료합니다.}
• {PLAY} .... {저장된 키 조작을 실행합니다.}
저장된 키 조작을 선택하고 수정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GUIDE)를 누르면, 기존 조작 데이터를
• 이미 데이터를 포함하는 스트립을 선택하고
삭제할지 여부를 묻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될 것 입니다.

(Yes) ... 스트립의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고 빈 스트립에 가이즈 제작을
시작합니다.
(No) .... 가이드 제작을 취소하고 eActivity 조작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z

n 키 조작 만들기

(nKEYS)를 누릅니다.
1. 조작 타입 선택 화면에서
• 아래와 같이 대화창이 표시될 것 입니다.

키 표시기

•
•
•
2.

(OK) ... 키 입력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 상단 우측에 키 표시기를 표시합니다.
... 하단 우측에 키 표시기를 표시합니다.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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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 조작에 대한 수열을 입력합니다.
• 본 예제에서는 키 수열에 대한 그래프화를 입력합니다.
(그래프 함수를 입력합니다.)
저장중임을 나타냅니다.

(DRAW)
(그래프를 그립니다.)
(G-SLV) ( )

( ∫ dx )

(통합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4. 입력을 완료한 후,
• 코멘트 박스를 표시합니다.
5. 키 조작의 수열에 대해 입력하고 싶은 코멘트를
입력합니다.
• 코멘트창에 최대 2줄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를 눌러 n키 조작을 등록합니다.
6. 코멘트를 입력한 후,
• 작업 타입 선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PLAY)를 눌러 가이드를 수정할 수 있고
이제
수정할 키 조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z

1-키 조작 만들기

다음은 “n-키 조작 만들기”(page 10-14)부터 순서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합니다.
1. 조작 타입 선택 화면에서

(1-KEY)를 누릅니다.

2. 키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
•
(통합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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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 조작 수열에 대한 코멘트를 입력합니다.
4. 코멘트를 입력한 후,
를 눌러 1-키 조작 입력을 등록합니다.
(PLAY)를 누르면 가이드를 수정할 수
• 조작 타입 선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있으며 수정할 키 조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이즈 수정”(page 10-18)을 참고하십시오.

z

AUTO 조작 만들기

다음은 “1-키 조작 만들기”(page 10-15)부터 순서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합니다.
(AUTO)를 누릅니다.
1. 조작 타입 선택 화면에서
• 우측에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OK)를 누릅니다.

2.

•

•
•
•

... 가이드를 실행하면 자동 키 입력을 천천히 진행합니다. 계산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 선생님이 설명할 때나 G-Solve 분석을 실행하는 트레이스 작업
시에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가이드를 실행하면 자동 키 입력을 보통 속도로 진행합니다. 단일 값이나
수식을 입력할 때나 함수 메뉴 조작을 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가이드를 실행하면 자동 키 입력을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래프를
트레이싱하거나 줌 할 때 사용합니다.
... 가이드를 실행하면 자동 키 입력을 최고속으로 진행합니다. 리스트나 행렬
데이터를 만들 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확인하면서 보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
,
,
중 하나를 누릅니다.
3.
4. 키 조작 수열을 입력합니다.
• 다음 키 수열을 입력합니다.
... (15초)
를 누릅니다.
5. 입력을 완료한 후,
• 코멘트창이 표시됩니다.
6. 키 조작 수열에 코멘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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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멘트 입력을 완료한 후,
를 눌러 AUTO 조작 입력을 등록합니다.
(PLAY)를 눌러 가이드를 수정하고 수정할
• 조작 타입 선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키 조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와
키 조작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와
키는 가이드를 만드는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
키가 있는 모델에만 해당)
• 최대 999개의 키 조작까지 각 스트립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z

코멘트창의 위치 변경

코멘트를 입력하는 동안 기능 키를 사용하여 코멘트 창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은 화면의 중요한 부분이 코멘트 창에 의해 가려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TM} ... {코멘트 창을 화면 하단에 표시합니다.}
• {TOP} ... {코멘트 창을 화면 상단에 표시합니다.}
• {HIDE} ... {코멘트 창을 감춥니다.}

(BTM)
z

(TOP)

(HIDE)

가이드 제작 모드 나가기

(END)를 누릅니다.
1. 가이드 제작 중에
• 우측에 대화창이 표시될 것 입니다.

•

•

2.

(Yes)... 스트립 종료 설정을 엽니다. 예제를 가이드로 사용할 때 스트립은
종료되고 eActivity 작업 화면은 가이드가 완료된 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No) ... 스트립 종료 설정을 닫습니다. 가이드를 완료하면 스트립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가이드가 완료된 후, 스트립을 사용하여 작업을 계속할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Yes)나
(No)를 누릅니다.
• 가이드 제작 작업을 종료하고 eActivity 작업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진행중인 가이드 제작은

(

)를 눌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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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경우, 스트립 종료 대화창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가이드를 제작하는 동안
를 눌러 다른 모드로 변경하는 경우, 가이드 제작도
취소됩니다. 스트립 종료 대화창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Yes)
(No)를 눌러 계산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 스트립에 사용된 메모리량은
“스트립 메모리 사용 화면의 표시”(page 10-11)을 참고하십시오.
• 응용프로그램 리스트(page 10-9)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안은 가이드 제작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응용프로그램 리스트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리스트를 닫고 나서 가이드 제작을 종료합니다.

■ 가이드 수정
가이드를 수정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현재 제작중인 가이드의 수정
• eActivity 작업 화면에서 기존 스트립의 가이드 수정

■ 제작중인 가이드의 수정

z

키 수정 화면의 표시

키 수정 화면을 표시하는지를
본 예제에서는 어떻게 그래프 함수( Υ1 = − Χ 2 + 1 )의
설명합니다. 이번 그래프 함수는 “ n-키 조작 만들기”(page 10-14)의 마지막 순서에서
입력한 함수입니다.
(PLAY)를 누릅니다.
1. 조작 타입 선택 화면에서

• { } ... {첫번째 키로 점프합니다.}
• { } ... {n키 다음으로 점프합니다.}
이 키를 누르면 얼만큼 키 점프를 할 지 설정하는 수치 입력의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 { } ... {현재 위치에서 자동 재생을 시작합니다.}
되감기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자동 재생을
를 누릅니다.
정지하려면
• { } ... {n키 앞으로 점프합니다.}
이 키를 누르면 얼만큼 키 점프를 할 지 설정하는 수치 입력의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 { } ... {마지막 키로 점프하고 가이드 제작 화면을 표시합니다.}
2.
( )를 누릅니다.
• 우측에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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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숫자를 입력하여 점프하려는 만큼의 키 수를 설정하고
를 누릅니다.
• 여기에서는
키로 점프할 것이기 때문에
를 입력합니다.

이 번호는 함수의 시작부터 현재 키 조작까지의
수를 표시합니다. AUTO 조작의 경우, 글자 A는
이 번호 앞에 추가됩니다.

4.

•
•
•
•
•
•

{nKEYS} … {표시된 위치에 n-키 조작을 삽입합니다.}
{1-KEY} … {표시된 위치에 1-키 조작을 삽입니다.}
{EDIT} … {현재 위치에서 키 수정을 시작합니다.}
{END} … {수정 작업을 종료합니다.}
{PLAY} … {수정할 키를 선택하는 대화창을 표시합니다.}
{NEXT} … {다음 키를 표시합니다.}

•

와
를 사용하여 키 표시기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 키 표시기를 화면의 상단 우측에 표시합니다.
... 키 표시기를 화면의 하단 우측에 표시합니다.

(EDIT)를 누릅니다.
•
키 수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 {INS} ... {현재 키 앞에 한 개의 키를
삽입합니다.}
• {OVW} ... {현재 키를 덮어씁니다.}
• {NOTE} ... {현재 코멘트를 수정합니다.}
• {AUTO} ... {현재 키 다음에 AUTO 조작을
삽입합니다.}
“AUTO조작 만들기”(page
10-16)을 참고합니다.
• {DEL} ... {현재 키를 삭제합니다.}
• {DEL∙A} ... {현재 키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삭제합니다.}

■ 예제 수정
본 예제에서는 “n키 조작 만들기”(page 10-14)의 마지막 순서에서 입력했던 그래프 함
2
수(Y1=-X +1)를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z
1.

2

2

-X +1 을 -2X +1 로 변경하기 (

키 앞에

키 수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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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삽입)

2.

3.

(INS)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키 앞에
키를 입력하고
제작 화면을 표시합니다.

2

2

z

-2X +1 을 -2X +2 로 변경하기 (

1.

키 수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2.

(OVW)을 누릅니다.

3.
•

키를

를 누릅니다.
키를
키로 덮어쓰고 다음 키(
제작 화면을 표시합니다.

2

2

z

-2X +1 을 -2X +2 로 변경하기 (

1.

키 수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2.

로 가이드

키를

키로 덮어쓰기)

)로 가이드

키로 덮어쓰기)

(NOTE)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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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멘트를 수정하고
를 누릅니다.
키로 가이드 제작 화면을 표시합니다.
•

z

2

2

-2X +2 을 2X +2 로 변경하기 (

1.

키 수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2.

(DEL)을 누릅니다.

3.
•

z
1.
2.

z

(YES)를 누릅니다.
키를 삭제하고 다음 키(
화면을 표시합니다.

키 삭제하기)

)로 가이드 제작

수정 중인 작업 종료하기
(END)를 누릅니다.
(Yes)나
(No)를 누릅니다.
• 수정 작업을 종료하고 eActivity 작업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Activity 작업 화면에서 스트립 가이드 수정하기

1. eActivity 작업 화면에서 이미 가이드를 만든 스트립을 선택하고 나서
눌러 함수 메뉴의 페이지 2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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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2.

(GUIDE)를 누릅니다.
• 첫번째 키 수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3. 이 시점에서의 조작은 “가이드 제작”(page 10-13) 및 “제작중인 가이드의
수정”(page 10-18)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z

가이드 실행하기

이 예제는 “가이드 제작”(page 10-13)에서 만든 가이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eActivity 작업 화면에서 그래프 스트립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 우측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화면의 상단이나 하단 우측에 표시된 키 표시기에
나타난 키를 누릅니다.
• 다음 키를 누르면 화면 상단이나 하단 우측에
표시됩니다.

3. 화면에 표시된 키에 따라서 키 조작을 실행합니다.
가 화면
• 스트립 종료 ON: 가이드가 완료되면
상단이나 하단 우측에 표시될 것 입니다.

• 스트립 종료 OFF: 가이드가 완료되면 스트립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스트립을 저장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를 누릅니다.
4. 스트립 종료가 ON되어 있는 경우
• 우측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

(Yes) ... 스트립을 종료하고 eActivity 작업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No) ... 순서 3에서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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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의 상위 또는 하위의 우측에 표시된 것과 다른 키를 누르면 아래의 대화창이
표시될 것 입니다. 지시사항을 따라가지 못하면 가이드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또는
(

...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 스트립을 종료하고 eActivity 작업 화면을 표시합니다.

를 누르면 키 입력을 중지하고 일반 스크립트
• AUTO의 자동 키 입력 상태일 때
화면을 표시합니다. 가이드 재생은 재생이 멈춘 지점에서부터 재시작할 수
없습니다.

■ eActivity 가이드 수정 기술

z 마지막부터 가이드 수정하기
(PLAY) ( )을 누릅니다.
수정 화면에서

z 키 조작 수열에 SETUP 을 삽입하거나 V-Window 설정을 변경하기
수정 화면에서 설정 변경 조작이나 n키 조작을 삽입할 위치를 표시하고 나면 변경
조작을 입력합니다.

z 학생들이 문제 가이드를 실행한 후에 자신의 작업 계속하도록 하기
n키 조작을 예제와 같이 입력하고 가이드 제작 작업의 마지막에 스트립 종료 옵션에
“No”을 설정합니다.

z 리스트 데이터 입력을 시작하는 가이드 만들기
리스트 데이터 입력을 시작하는 가이드를 만들 때, 리스트 데이터 입력 조작의
AUTO조작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입력의 재생 속도를 “Ultra-fast”로 선택합니다.
이로써 가이드가 실행될 때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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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 메모리 설정
fx-7400GⅡ/fx-9750GⅡ
이 모델들은 다음의 데이터 조작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표시, 검색, 삭제
중요!
fx-7400GⅡ/fx-9750GⅡ 계산기는 저장 메모리나 SD 카드 슬롯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에 설명되는 저장 메모리와 SD카드 메모리 조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fx-9860GⅡ/ fx-9860GⅡ SD/ fx-9860G AU PLUS/ fx-9860G Slim
이러한 모델들은 메인 메모리와 저장 메모리 둘 다 있습니다. 다음의 데이터 조작이 지원
됩니다: 메모리간의 데이터 복사, 데이터 표시, 검색, 삭제
메인 메모리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계산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업 영역입니다.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나가거나 풀 리셋을 실
행할 때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저장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전원이 중단될 때조차
안전합니다. 보통 오랫동안 안전하게 저장할 데이터에 저장메모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 SD카드 메모리 사용(SD카드가 SD카드 슬롯에 로드될 때)은 또한 fx-9860GⅡ SD에 의해
지원됩니다.

1. 메모리 설정 사용
메인 메뉴에서 MEMORY 모드로 들어가려면 MEMORY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fx-7400GⅡ/fx-9750GⅡ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메인
메모리 정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메모리 정보 화면”(페이지 11-2)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모델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
•
•
•

{MAIN}...{메인 메모리 정보를 표시합니다}
{SMEM}...{저장 메모리 정보를 표시합니다}
{SD}...{SD 카드 메모리 정보를 표시합니다}(fx-9860GⅡ SD 만 해당)
{BKUP}...{메인 메모리 백업}
{OPT}...{저장 메모리, SD 카드 최적화}

11 - 1

■ 메모리 정보 화면
메모리 정보 화면은 한번에 하나의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계산기의 메인 메모리나 저장 메모리, 또는 SD카드 메모리
• fx-7400GⅡ/fx-9750GⅡ 계산기는 메인 메모리만 있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 내용만 화면에 나타납니다.

• 다른 모델 계산기로 원하는 메모리 정보 화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의 MEMORY 모드
메뉴 조작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메모리 정보 화면이 표시될 때
아래의 키를 누릅니다.
메인 메모리

(MAIN)

저장 메모리

(SMEM)

SD 카드 메모리
(fx-9860GⅡ SD 만 해당)

(SD)

• 커서
와
키를 사용하여 반전을 이동시키고 각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되는 바이트
수를 점검합니다.
• 라인7은 얼마나 많은 메모리 바이트가 현재 선택된 메모리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메인, 저장, 또는 SD카드)
• 처음으로 저장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계산기는 자동으로 관리 메모리 영역을
보존합니다. 그것은 65536 바이트까지“Free”값을 감소시킵니다.
• 메인 메모리 화면에서 < >는 데이터 그룹을 나타냅니다. 저장 메모리와 SD카드 화면에
서 [ ]는 폴더를 나타냅니다.
를 눌러서 데이터 그룹 또는 폴더 내용을
반전을 데이터 그룹 또는 폴더로 이동하고
표시합니다.
를 누르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저장 메모리 또는 SD카드 폴더 내용이 표시될 때 화면의 첫번째 라인은 폴더 이름을 보
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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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데이터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
데이터 이름
ALPAH MEM
<CAPTURE>

캡쳐 메모리 그룹

CAPT n (n=1~20)

캡쳐 메모리

CONICS ∗1

원뿔 곡선 설정 데이터

DYNA MEM

∗1

용

다이내믹 그래프 메모리

EQUATION

방정식 데이터

FINANCIAL ∗1

재무 데이터

<F-MEM>

함수 메모리 그룹

F-MEM n (n=1~20)

함수 메모리

<G-MEM>

그래프 메모리 그룹

G-MEM n (n=1~20)

그래프 메모리

<LISTFILE>

리스트 파일 그룹

LIST n (n=1~26 과 Ans)

리스트 메모리 내용

LIST FILE

리스트 파일

<MATRIX>

행렬 그룹

MAT n (n = A~Z 와 Ans) ∗1

행렬

<PICTURE>

픽쳐 메모리 그룹

PICT n (n=1~20)

픽쳐 메모리

<PROGRAM>

프로그램 그룹

각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

RECURSION ∗1

회귀 데이터

SETUP

셋업 데이터

STAT

통계 결과 데이터

<STRING>

문자열 메모리 그룹

STR n (n=1~20)

문자열 메모리
응용프로그램으로 나뉜 OS와 데이터(클립보드, 재생,
history 등)

SYSTEM

∗1

내
알파 문자 변수

<S-SHEET> ∗2

스프레드시트 그룹

각 스프레드시트 이름 ∗2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각 추가 응용프로그램이름 ∗2

응용 프로그램 특정 데이터

TABLE

테이블 데이터

<V-WIN>

V-Window 메모리 그룹

V-WIN n (n=1~6)

V-Window 메모리

Y=DATA

그래프 식

fx-7400GⅡ에 포함되지 않음.

∗2

fx-7400GⅡ/fx-9750GⅡ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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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메모리, SD 카드 ∗1
데이터 이름

∗

.g1m 또는 g2m 파일 이름

내

용

저장 메모리나 SD카드로 복사돼 온 메인 메모리 테이
블에 기입된 데이터 항목
이 파일들의 이름은“.g1m”또는“g2m”확장자를 가집
니다.

eActivity 데이터 이름

저장 메모리나 SD카드에 저장된 eActivity 데이터

추가 소프트웨어 이름
(응용프로그램, 언어, 메뉴)

저장 메모리나 SD카드에 저장된 추가 응용프로그램,
추가 언어, 추가 메뉴

폴더 이름

([])로 둘러쌓임.

미지수

에러나 기타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영역

∗1

“No Data”는 저장 메모리나 SD카드에 데이터가 없을 때 표시됩니다.“No Card”메시
지는 계산기에 로드된 SD카드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저장 메모리나 SD카드에 폴더 생성

z 새 폴더 생성하기
1. 저장 메모리나 SD 카드 메모리가 화면에 표시되는 동안,
입력 화면을 표시합니다.
2. 폴더에 넣을 이름은 8 글자까지 입력합니다.

(MKF)를 눌러서 폴더 이름

• 오직 다음의 문자가 지원됩니다. : A~Z. {,}, ’, ~, 0~9
유효하지 않은 문자 입력은 “Invalid Name” 에러를 발생합니다.
• 입력하는 이름이 이미 기존 파일로 사용되고 있다면 또한“Invalid Name”에러가
발생합니다.
를 누릅니다.
• 폴더 생성을 취소하려면
3. 를 눌러서 폴더이름을 바꾸고 저장 메모리나 SD카드
메모리 정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z 새 폴더 생성하기
1. 저장 메모리나 SD카드 메모리 정보 화면에서 이름을 바꿀 폴더를 선택합니다.
(RN•F)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폴더 화면을 표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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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더에 넣을 이름은 8글자까지 입력합니다.

• 오직 다음의 문자가 지원됩니다. : A~Z. {,}, ’, ~, 0~9
유효하지 않은 문자 입력은 “Invalid Name” 에러를 발생합니다.
• 입력하는 이름이 이미 기존 파일로 사용되고 있다면 또한“Invalid Name”에러가
발생합니다.
를 누릅니다.
• 폴더 생성을 취소하려면
2. 를 눌러서 폴더를 생성하고 저장 메모리나 SD카드
메모리 정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저장 메모리나 SD카드에 폴더 생성
•

(SEL)를 눌러서 현재 반전된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옆에 나타나는 검정색 선
(SEL)을 눌러서 선택 포인터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택 포인터( )로 표시됩니다.
항목을 선택 해제합니다.

• 원한다면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룹이나 폴더 선택은 또한 안에 있는 모든 내용도 선택합니다. 그룹이나 폴더 선택
해제는 모든 내용을 해제합니다.

• 데이터 그룹이나 폴더 안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개별 항목을 선택한다면 검정 선택
포인터(
)가 각 항목 옆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그룹이나 폴더이름 옆에 흰색 선택
포인터( )가 나타납니다.

• MEMORY 모드 초기 화면 복귀는 현재 선택된 모든 항목을 선택 해제합니다.

11 - 5

■ 데이터 복사
중요!
• 데이터 복사는 fx-7400GⅡ나 fx-9750GⅡ 계산기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z 새 폴더 생성하기
Note
• 다음의 절차는 선택된 데이터를 한 개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름이 파일로 대입되고
저장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1.
2.

메인 메모리 데이터 정보 화면에서 복사하려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COPY)를 누릅니다.
• 저장 메모리/SD 카드 선택 화면을 표시합니다.
(fx-9860GⅡ SD 만 해당) ∗1

3.

4.
5.
6.
7.

을 눌러서 저장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fx-9860GⅡ SD 만 해당) ∗2
• 폴더 선택 화면을 표시합니다.
데이터를 복사하려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 파일 이름 입력 화면을 표시합니다.
파일에 넣을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를 누릅니다.
• 복사 조작을 취소하려면
를 누릅니다.
• 이것은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복사 조작이 완료되면 “Complete!”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모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

를 누르면 MEMORY

저장 메모리나 SD카드로부터 데이터 복사는 아래에 보여지는 화면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fx-9860GⅡ SD 만 해당)

폴더 선택 화면 표시없이
을 눌러 메인 메모리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복사합
니다.
파일 이름 입력 화면은 저장 메모리나 SD카드로부터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복
사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

SD카드로 복사하려면
를 누릅니다. 계산기에 로드된 SD카드가 없다면 “No
Card”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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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복사 중 에러 검사
데이터 복사 조작이 실행되는 동안 다음의 에러 검사가 수행됩니다.
배터리 부족 검사
계산기가 데이터 복사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배터리 부족 검사를 실행합니다. 배터리가
레벨1 이면 배터리 부족 에러가 발생하고 복사 조작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용가능한 메모리 검사
복사된 데이터를 저장할 이용가능한 메모리가 충분한지 보기 위해서 계산기가 검사합니다.
이용가능한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다면“Memory Full”에러가 발생합니다.
데이터 항목 수가 너무 많을 때는“Too Many Data”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용가능한 메모리가 충분하지만 불필요한 정보 정리 조작이 필요하다면“Fragmentation
ERROR”가 발생합니다.
“Fragmentation ERROR”가 발생하면 최적화 절차를 실행하십시오.(페이지 11-11)
덮어쓰기 검사
복사되는 데이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기존 데이터가 복사하려는 곳에 있는지 보기 위해
서 계산기가 검사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데이터가 있다면 덮어쓰기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
•

(YES)...새로운 데이터로 기존 데이터를 덮어씁니다.
(No) ... 같은 이름을 가진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 다음 데이터로 보냅니다.
를 누르면 복사 조작을 취소하고 MEMORY 모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덮어쓰기 검사는 오직 아래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 실행됩니다. 다른 모든 타입의 데이터
는 같은 이름을 가진 데이터 파일에 대한 검사없이 복사됩니다.
• 프로그램
• 행렬
• 리스트 파일
• 그래프 메모리
• 다이내믹 그래프 메모리
•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덮어쓰기 검사는 오직 같은 타입의 데이터로 실행됩니다. 다른 타입의 데이터가 같은
이름을 가지면 복사 조작은 같은 이름을 가진 데이터와 관계없이 실행됩니다. 덮어쓰기
검사는 오직 복사조작의 목적에 적용됩니다.
타입 불일치 오류 검사
eActivity 데이터, 내장 응용프로그램, 내장 언어, 내장 메뉴, 백업데이터는 메인 메모리
에 복사될 수 없습니다. 복사를 시도하면 타입 불일치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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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삭제

z 메인 메모리 파일 삭제하기
1. 메인 메모리 정보 화면을 표시합니다.
• 페이지 11-2 에 “메모리 정보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2. 삭제하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원한다면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L)을 누릅니다.
3.
• 파일을 삭제하려면
(YES)을 누릅니다.
• 삭제조작을 취소하려면
(NO)을 누릅니다.

z 저장 메모리 파일 삭제하기
1. 저장 메모리 정보 화면을 표시합니다.
• 페이지 11-2 에 “메모리 정보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2. 삭제하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원한다면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L)을 누릅니다.
3.
• 파일을 삭제하려면
(YES)을 누릅니다.
• 삭제조작을 취소하려면
(NO)을 누릅니다.

z SD 카드 파일 삭제하기
1. SD 카드 메모리 정보 화면을 표시합니다.
• 페이지 11-2 에 “메모리 정보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2. 삭제하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원한다면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L)을 누릅니다.
3.
• 파일을 삭제하려면
(YES)을 누릅니다.
• 삭제조작을 취소하려면
(NO)을 누릅니다.

■ 파일 검색

z
예

메인 메모리에서 파일 검색하기
메인 메모리에서 “R”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 찾기

1. 메인 메모리 정보 화면을 표시합니다.
• 페이지 11-2 에 “메모리 정보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2. (SRC)를 누릅니다.
• 키워드 “R”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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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로 시작하는 첫번째 파일 이름이 화면에 반전
되어 나타납니다.

• 키워드로 8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z 저장 메모리에서 파일 검색하기
예
저장 메모리에서“S”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 찾기
1. 저장 메모리 정보 화면을 표시합니다.
• 페이지 11-2 에 “메모리 정보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2. (SRC)를 누릅니다.
• 키워드“S”를 입력합니다.
•“S”로 시작하는 첫번째 파일 이름이 화면에 반전
되어 나타납니다.

z SD 카드에서 파일 검색하기(fx-9860GⅡ SD 만 해당)
예
SD 카드에서 “R”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 찾기
1. SD 카드 메모리 정보 화면을 표시합니다.
• 페이지 11-2 에 “메모리 정보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2. (SRC)를 누릅니다.
• 키워드“R”을 입력합니다.
•“R”로 시작하는 첫번째 파일 이름이 화면에 반전
되어 나타납니다.

• 키워드와 맞는 파일 이름이 없으면 “Not Found”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메인 메모리 데이터 백업
중요!
• 데이터 백업은 fx-7400GⅡ나 fx-9750GⅡ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z 메인 메모리 데이터 백업하기
(BKUP)를 누릅니다.
1. 초기 MEMORY 모드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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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VE)를 누릅니다.
이것은 저장 위치 선택화면을 표시합니다.
(fx-9860GⅡ SD 만 해당)
•
... 저장 메모리
•
... SD 카드

3.

또는
를 누릅니다(fx-9860GⅡ SD 만 해당).
이것은 폴더 선택화면을 표시합니다.

4.

와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5. 백업을 시작하려면

를 누릅니다.

• 백업 데이터는 BACKUP.g2m 라는 이름으로 파일에 저장됩니다.
백업 조작이 완료되면 “Complete!”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를 누릅니다.
단계1에서 표시된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저장 메모리에 이미 백업 데이터가 있다면 다음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Yes)를 눌러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No)를 눌러 백업 조작을 취소합니다.
백업 조작을 완성할 충분히 이용가능한 저장 메모리 공간이 없다면“Memory Full”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z 메인 메모리에 백업 데이터 복원하기
(BKUP)를 누릅니다.
1. 초기 MEMORY 모드 화면에서
• 나타나는 화면에서 저장메모리에 백업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AD)를 누릅니다.
2.
이것은 복원하는 원본 데이터 선택화면을 표시합니다.
(fx-9860GⅡ SD 만 해당)
... 저장 메모리로부터 복원
•
... SD 카드로부터 복원
•
3.

나
를 누릅니다. (fx-9860GⅡ SD 만 해당)
이것은 폴더 선택화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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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와

를 이용하여 폴더를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1
• 정말로 백업 데이터를 복원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
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

메모리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가 없다면 “No Data”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를 누르면 단계1로 돌아갑니다.

데이터를 복원하고 현재 영역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데이터 백업 조작을 취소하려면
(No)를 누릅니다.
복원 작업이 완료되면 “Complete!”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를 누릅니다.
단계1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Yes)를 누릅니다.

■ 저장 메모리 또는 SD카드 메모리 최적화
저장 메모리 또는 SD카드 메모리는 많은 복원과 로드 작업 후에 산산조각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단편은 메모리 블록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저장
메모리나 SD카드 최적화 절차를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장
메모리나 SD카드에 데이터를 재배열하고 메모리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z 저장 메모리 최적화하기
1. 초기 MEMORY 모드 화면에서 저장 메모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2. 최적화하려는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fx-9860GⅡ SD 만 해당)
... 저장 메모리
•
... SD 카드
•

3. 최적화를 시작하려면

또는

(OPT)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최적화 조작이 완료되면 “Complete!”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초기 MEMORY 모드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 어떤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이 최적화 실행후 검사할 때 바뀌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것는 계산기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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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 시스템 매니저
시스템 매니저를 사용하여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고 설정합니다.

1. 시스템 매니저의 사용
메인 메뉴에서 SYSTEM모드를 들어가고 다음 메뉴 항목을 표시합니다.
•
(
)...{명암 조정}
(
)...{자동 전원꺼짐 타임 설정}
•
•
(LANG)...{시스템 언어}
•
(VER)...{버전}
•
(RSET)...{시스템 리셋}

2. 시스템 설정
■ 명암 조정
초기 SYSTEM 모드 화면에서
(
)를 누르면 명암 조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커서 이동 키를 누르면 어둡게 변합니다.
•
•
커서 이동 키를 누르면 밝게 변합니다
•
(INIT)를 누르면 명암 조절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또는

(QUIT)를 눌러서 초기 SYSTEM 모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를 누르고
나
어떤 화면이 표시되어 있을 때
있습니다. 명암 조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키를 이용해서 명암을 조정할 수
를 누르십시오.

■ 전원 등록정보 설정

z

자동 전원 꺼짐 타임 설정하기

초기 SYSTEM 모드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동안
면을 표시합니다.

역광선이 있는 모델
•
•

(

)를 눌러서 전원 등록정보 설정 화

역광선이 없는 모델

(10)...{10분}{초기 기본 설정}
(60)...{60분}
또는

(QUIT)를 눌러서 초기 SYSTEM 모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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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역광선 키 지정하기(역광선이 있는 모델에만 적용)

1. 초기 SYSTEM 모드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동안
화면을 표시합니다.
와

2.

)를 눌러서 전원 등록정보 설정

를 이용해서“역광선 설정”을 선택합니다.

•

(LIGHT)...{역광선 설정/해제:

•

(ANY)...{역광선 설정: 아무키나 누름}

3.

(

또는

(LIGHT)}

(QUIT)를 눌러서 초기 SYSTEM 모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z 역광선 시간 지정하기(역광선이 있는 모델에만 적용)
(
)를 눌러서 전원 등록정보 설정
1. 초기 SYSTEM 모드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동안
화면을 표시합니다.
2.
와
를 이용해서“역광선 시간”을 선택합니다.

•

(10)...{마지막 키 조작 실행 후 역광선 10초를 해제합니다.}

•
•

(30)...{마지막 키 조작 실행 후 역광선 30초를 해제합니다.}(초기 기본 설정)
(Always)...{역광선 키가 눌러지거나 계산기가 꺼질 때까지 역광선을 설정합니
다.}
또는
(QUIT)를 눌러서 초기 SYSTEM 모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3.

■ 시스템 언어 설정
내장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표시 언어를 정하기 위해서 LANG을 사용합니다.

z

메시지 언어 선택하기

(LANG)를 눌러 메시지 언어 선택 화면을 표시합니다.
1. 초기 SYSTEM 모드 화면에서
2.
와
커서키를 사용해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SEL)을 누릅니다.
를 누르십시오.
3. 선택된 언어가 사용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내용을 검사하고
또는
(QUIT)를 눌러서 초기 SYSTEM 모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

z

메뉴 언어 선택하기(fx-9860GⅡ SD/fx-9860GⅡ/fx-9860G AU PLUS)

(LANG)를 눌러 메시지 언어 선택 화면을 표시합니다.
1. 초기 SYSTEM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릅니다.
2.
3.
와
커서키를 사용해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SEL)을 누릅니다.
를 누르십시오.
4. 선택된 언어가 사용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내용을 검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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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SG)를 눌러서 메시지 언어 선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또는
(QUIT)를 눌러서 초기 SYSTEM 모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버전 리스트
VER(version)를 사용하여 운영체제 버전을 표시합니다. 또한 원하는 사용자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z 버전 정보 표시하기
(VER)를 눌러서 버전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1. 초기 SYSTEM 모드 화면에서
와
를 눌러서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리스트 내용이 아래에 보여집니다.
2.
• ( ∗ )로 표시된 항목은 모든 모델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항목은 적용가능한
함수를 지원하는 모델에 표시됩니다.
- 운영 체제 버전 ∗
- 내장 응용프로그램 이름과 버전(내장 프로그램의 경우만 표시됨.)
- 메시지 언어와 버전 ∗
- 메뉴 언어와 버전
- 사용자 이름 ∗
또는
(QUIT)를 눌러서 초기 SYSTEM 모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3.
• 실제로 나타나는 운영체제 버전은 계산기 모델에 따라 결정됩니다.

z 사용자 이름 등록하기
(NAME)를 눌러서
1. 버전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
사용자 이름 입력 화면을 표시합니다.
2. 원하는 사용자 이름을 8글자까지 입력합니다.
를 눌러서 등록하고 버전리스트로
3. 이름 입력후에
돌아갑니다.
• 사용자 이름 입력을 취소하고 이름 등록하지 않고
를 누릅니다.
버전 리스트로 돌아가려면

■ 리셋
1. 초기 SYSTEM 모드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동안
표시합니다.

(RSET)를 눌러서 리셋 화면1 을

중요!
리셋 화면에 나타나는 항목은 계산기 모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STUP)...{설정 초기화}
(MAIN)...{메인 메모리 데이타 소거}
(ADD)...{내장 응용프로그램 소거} ∗
(SMEM)...{저장 메모리 데이타 소거} ∗
(A&S)...{내장 응용프로그램과 저장 메모리 데이타 소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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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에서

(

)를 눌러 리셋 화면 2를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M&S) … {메인 메모리 데이타와 저장 메모리

•

데이타 소거} ∗
•
•
∗

(ALL) … {메모리 전부 소거} ∗
(SD) … {SD 카드 포맷}(fx-9860GⅡ만 사용)

fx-7400GⅡ/fx-9750GⅡ에는 포함되지 않음.

다음의 테이블은 기능키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원하는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서 기능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키 역할
셋업정보
초기화
(STUP)

○

(MAIN)

○

메인
메모리 데
이터 삭제

내장
응용
프로그램
삭제

저장메모리
데이터 삭제
(내장 응용프
로그램 제외)

포맷
SD카드

○
○

(ADD)

○

(SMEM)
○

(A&S)
(

)

(M&S)

○

○

(

)

(ALL)

○

○

(

)

(SD)

○
○

○

○
○

2. 실행하려는 리셋 조작에 대응하는 기능 키를 누릅니다.
3. 확인 메세지 창이 뜨면
합니다.

(YES)를 눌러 리셋을 실행하거나

(NO)를 눌러 취소

4. 리셋 작업이 완료될 때 메세지 창이 뜨고 진행 상태를 알려줍니다.

(MAIN)이 눌러질 때
단계2에서
화면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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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2에서
(MAIN)이 눌러질 때
화면이 나타남.

13 장 데이터 전송
이 장은 표준 테이블을 이용해서 연결된 두 개의 CASIO 계산기 사이에 프로그램 전송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계산기 본체끼리 접속 방법
다음 절차는 기본 액세서리로 제공되는 연결 케이블을 이용해서 두 개의 계산기를 연결
하는 방법입니다.

z 계산기 본체끼리 접속하는 방법
1. 먼저 두 대의 전원이 OFF 인지 확인합니다.
2. 케이블을 사용하여 두 대를 연결합니다.
• fx-7400GⅡ 모델인 경우 순서 3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두 계산기를 다음 순서와 같이 실행하여 케이블 타입을 3PIN 으로 설정합니다.
(1) 메인 메뉴에서 LINK 모드로 들어갑니다.
(CABL)을 누릅니다. 선택 화면에서 케이블 타입이 보입니다.
(2)
(3)
(3PIN)을 누릅니다.

케이블

• 이 설정이 적용되는 모델은 아래와 같습니다.
fx-9860GⅡ SD, fx-9860GⅡ, fx-9750GⅡ, fx-7400GⅡ, fx-9860G Slim(OS
2.00/1.11), fx-9860G SD(OS 2.00/1.05), fx-9860G(OS 2.00/1.05),
fx-9860G AU(OS 2.00/1.05), fx-7400G series, CFX-9850G series

2. 개인 컴퓨터와 접속 방법
*1

Program-Link Software(FA-124)와 본 계산기와 함께 제공되는 케이블 을 사용하여 컴퓨
터와 계산기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연결과 데이터 전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A-124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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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x-9860GⅡ SD, fx-9860GⅡ, fx-9860G AU PLUS, fx-9860G Slim(OS 2.00) 모델은
Program-Link Software 와 USB케이블을 지원합니다. fx-9750GⅡ,fx-7400GⅡ모델은 별도
구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데이터 전송 실행
메인 메뉴에서 LINK 모드로 들어갑니다. 다음 데이터 통신의 메인 메뉴들입니다.
• {TRAN} ... {데이터 송신측 화면 표시}
• {RECV} ... {데이터 수신측 화면 표시}
• {CABL} ... {케이블 타입 선택 화면 표시}
(fx-7400GⅡ는 해당안됨)
• {WAKE} ... {통신 대기 설정 화면 표시}
• {CAPT} ... {화상 전송 설정 화면 표시}
전송 변수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 3-pin 시리얼 포트
• Speed(bps): 최대 9600 bps(CFX-9850 및 fx-7400G시리즈와 연결되어 있을 때)
최대 115200 bps(다른 fx-9860GⅡ SD, fx-9860GⅡ, fx-9860G AU PLUS,
fx-9750GⅡ, fx-7400GⅡ, fx-9680G Slim(OS 2.00/1.11), fx-9860G
SD(OS 2.00/1.05), fx-9860G AU(OS 2.00/1.05) 와 연결되어 있을 때)
• 패러티(PARITY): NONE
*
• USB 포트
• USB 표준에 따라 통신 속도 결정
fx-7400GⅡ는 USB포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연결 모드 화면의 선택
USB케이블을 계산기와 연결하면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이 대화창을 사용하여 USB케이블
연결 모드(화면 이미지 전송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DataTrans)... {PC와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모드 선택}
(ScreenCapt)... {FA-124 화면 캡쳐 기능을 사용하여 PC로 계산기 화면 캡쳐를 전
송할 때 사용하는 모드 선택}
(Projector)... {CASIO OHP나 CASIO 프로젝터로 계산기 화면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모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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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Recv)... {fx-9860G Manager Plus Screen Receiver 기능을 사용하여 계산기
화면 이미지를 PC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모드 선택}

을 누릅니다.
PC와 계산기 메모리간의 데이터 전송은
~
키를 사용하여 계산기 화면 이미지를 외부 기기로 전송할 때의 모드를 선택합니
다.
~
키를 누르는 계산기 조작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이미지 전
송”(page 13-11)을 참고하십시오.

■ 데이터 전송의 실행
두 기기를 연결하고 아래의 순서를 따라주십시오.
수신측(Receiving unit)
데이터 수신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 메인
(RECV)를 누릅니다.
메뉴가 표시되는 동안

본 기기는 수신 대기 상태가 됩니다. 송신측이 송신을 시작하면 수신이 시작됩니다.
송신측(Sending unit)
데이터 송신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 메인 메뉴가 표시되는 동안
누릅니다.

(TRAN)를

송신 데이터 타입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 {SEL}...{새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1
• {CRNT}...{자동으로 이전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

*1

z

이전에 선택된 데이터 메모리는 다른 모드로 변경을 할 때면 삭제됩니다.

선택한 데이터 항목의 송신 (예: 사용자 데이터 보내기)
(SEL)나

(CRNT)를 눌러 데이터 항목 선택 화면을 표시합니다.

• {SEL}... {커서가 있는 위치의 데이터 항목을 선택}
• {ALL} ... {모든 데이터 선택}
• {TRAN} ... {선택된 데이터 항목을 전송}

나
를 이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SEL)을 눌러 선택합니다. 선택된 데
(TRAN)를 눌러 선택한 데이터 항목을 전송합니다.
이터 항목은 “ ”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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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해제는
(SEL)을 다시 누르면 됩니다
데이터가 있는 항목만 데이터 항목 선택 화면에 표시됩니다. 단일 화면에 너무 많은 항
목들이 존재하면 커서를 움직여 스크롤합니다.

z 전송 실행
전송하려는 데이터 항목을 선택한 후에
메세지 창이 나타납니다
•
•

(TRAN)를 누릅니다. 전송 실행에 대한 확인

(Yes) ...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No) ... 데이터 선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Yes)를 눌러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 전송을 중지하려 할 때는

를 눌러 주십시요

다음은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후의 송∙수신 화면입니다.
송신측

수신측

를 눌러 데이터 통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 수신측의 대기 기능(Wakeup) 설정
Wakeup 기능이 On으로 되어 있을 때 수신측은 통신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On 상태가 됩니
다.
fx-7400GⅡ
• 수신측은 대기상태 후에 자동으로 수신 모드로 들어갑니다.
fx-7400GⅡ를 제외한 모든 모델
• 케이블 타입이 3PIN인 두 대의 계산기가 통신을 할 때, 자동으로 대기 상태를 벗어나
수신 모드로 들어갑니다.
• USB로 연결되어 컴퓨터와 통신을 할 때, 계산기가 OFF되어 있는 동안 케이블을 컴퓨터
와 계산기로 연결하면 계산기는 ON상태가 되고 “전송 모드 선택”대화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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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을 누
1. 수신측의 데이터 송신 메인 메뉴에서
릅니다.
Wakeup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 {ON} … {Wakeup 설정을 킵니다.}
• {OFF} … {Wakeup 설정을 끕니다.}
(On)을 누릅니다.
2.
Wakeup 설정을 키고 데이터 통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3. 수신측을 끕니다.
4. 송신측에 수신측을 연결합니다.
5. 송신측에서 송신을 시작하면 수신측에서 자동으로 On이 되어 데이터 전송 조작
을 합니다.

4. 데이터 전송시의 주의사항
다음은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항목입니다.
*
• 별표( )마크가 표시된 데이터 이름은 fx-7400G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항목

데이터 내용

ALPHA MEM

알파 메모리 내용

<CAPTURE>

캡쳐 메모리 그룹

CAPT n

캡쳐 메모리(1~20) 데이터

*

CONICS

*1

Overwrite Check
No

No

원뿔 설정 데이터

No

DYNA MEM

다이나믹 그래프 함수

Yes

EQUATION

방정식 상관계수 계산

No

*

*

E-CON2

E-CON2 설정 메모리 내용

No

FINANCIAL

재무 데이터

No

<F-MEM>

함수 메모리 그룹

F-MEM n

함수 메모리 내용

<G-MEM>

그래프 메모리 그룹

G-MEM n

그래프 메모리(1~20) 내용

<LISTFILE>

리스트 파일 그룹

*

No

Yes

LIST n

리스트 메모리 (1~26, Ans) 내용

Yes

LIST FILE n

리스트 파일 메모리(1~6) 내용

Yes

*

<MATRIX>
MAT n

*

행렬 그룹
행렬 메모리(A~Z, Ans) 내용

<PICTURE>

픽쳐 메모리 그룹

PICT n

픽쳐(그래프) 메모리(1~20) 데이터

<PROGRAM>

프로그램 그룹

Program name

프로그램 내용(모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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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No

Yes

데이터 항목
*

RECURSION

데이터 내용

*1

Overwrite Check

점화식 데이터

No

SETUP

Setup 데이터

No

STAT

통계 결과 데이터

No

<STRING>

문자열 메모리 그룹

STR n

문자열 메모리 데이터(1~20)

No

SYSTEM

응용프로그램에서 공유하는 OS와
데이터(클립보드, 재실행, 히스토리등..)

No

<S-SHEET>

스프레드시트 그룹

Spreadsheet
data names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모든 스프레드시트)

TABLE

테이블 데이터

<V-WIN>

V-Window 메모리 그룹

V-WIN n

V-Window 메모리 내용

No

Y=DATA

그래프 수식, 그래프 그리기 상태, VWindow 내용, 줌 요소

No

*1

Yes
No

Overwrite Check 없음: 같은 데이터가 있는 경우 위에 덮어 씁니다.
Overwrite Check 있음: 수신측에 이미 같은 데이터가 있는 경우 덮어 쓸 것인지 아닌
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항목이름

•
•

(YES)...{수신측의 기존 데이터를 새 데이
터로 교체}
(NO)...{다음 데이터 항목으로 넘어감}

데이터 전송을 할 때는 다음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송신은 수신측이 수신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실행합니다. 수
신측이 수신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을 때에 데이터를 송신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수
신측이 수신 모드로 설정되면
를 누르고 다시 시도합니다.
• 수신 대기 상태일 때, 약 6분간 경과해도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는 에러가 발
를 눌러 에러를 지웁니다.
생합니다.
• 데이터 전송 중에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 떨어지거나 변수(전송 조건)에 실수가 있는
를 눌러 에러를 지우고 문제를 해
등의 이상이 발생한 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결합니다. 데이터 통신이
나 에러에 의해 중단되면 이미 전달된 데이터는 수신측
의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를 눌러 에
• 데이터 전송 중에 수신측에 메모리가 부족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러를 지우고 필요없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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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모델의 계산기와 데이터 교환
이 장에서 OS 2.00 계산기는 다음 모델들에 사용됩니다.
• fx-9860GⅡ, fx-9860GⅡ, fx-9860G AU PLUS, fx-9750GⅡ, fx-7400GⅡ
• fx-9860G Slim, fx-9860G SD, OS 2.00 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 가능한 fx-9860G과
fx-9860G AU
OS 2.00 계산기는 다음 계산기 모델의 데이터 교환을 지원합니다.
OS 2.00 계산기, fx-9860G 시리즈, fx-7400G 시리즈, CFX-9850G 시리즈
위의 모델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경우, OS 2.00 계산기는 특정 데이터를 송∙수신할지
및 데이터를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입니다. 다음은 OS 2.00계산기와 다른 모델의
계산기와 데이터를 교환할 때의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OS 2.00 계산기에서 OS 2.00이 지원되는 다른 모델 계산기로의 데이터 송신은 가능하
지만 수신측 모델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수신되지 않거나 수신측 모델
에서 지원하는 포맷으로 전환됩니다.
• 다른 계산기 모델에서 OS 2.00계산기로의 데이터 송신은 수신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OS 2.00 계산기와 송신측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경우, OS 2.00계산기는 데이터를 전환할
것 입니다.
다음은 OS 2.00계산기와 다른 계산기 모델과의 데이터 호환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z

fx-9860GⅡ SD, fx-9860GⅡ, fx-9860G AU PLUS, fx-9750GⅡ, fx-9860GⅡ Slim(OS
2.00), fx-9860G SD(OS 2.00), fx-9860G(OS 2.00), fx-9860G AU(OS 2.00)모델과 fx7400 GⅡ모델 간의 데이터 전송
송신측:
수신측:

fx-7400GⅡ
fx-9860GⅡ SD, fx-9860GⅡ, fx-9860G AU PLUS, fx-9860G Slim(OS 2.00),
fx-9860G SD(OS 2.00), fx-9860G(OS 2.00), fx-9860G AU(OS 2.00)
모든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송신측:
수신측:

fx-9860GⅡ SD, fx-9860GⅡ, fx-9860G AU PLUS, fx-9860G Slim(OS 2.00),
fx-9860G SD(OS 2.00), fx-9860G(OS 2.00), fx-9860G AU(OS 2.00)
fx-7400GⅡ

• 다음 데이터는 fx-9860GⅡ SD, fx-9860GⅡ, fx-9860G AU PLUS, fx-9860G Slim(OS
2.00), fx-9860G SD(OS 2.00), fx-9860G(OS 2.00), fx-9860G AU(OS 2.00)으로부터
송신되지 않습니다 fx-7400GⅡ로 부터 받은 경우 무시합니다.
- CONICS 모드 데이터
- DYNA 모드 데이터
- E-CON2 모드 데이터
- 행렬 데이터
- RECUR 모드 데이터
- TVM 모드 데이터
- fx-7400GⅡ의 변수에 대응하는 함수가 없는 STAT 모드 함수와 변수 데이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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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 Test 계산기 결과 데이터 등)
- 클립보드와 히스토리 데이터(“SYSTEM”데이터 항목 포함)
*1
- e∙ACT 모드 데이터
*1
- S∙SHT 모드 데이터
*1
fx-9860GⅡ SD, fx-9860GⅡ, fx-9860G AU PLUS, fx-9860G Slim(OS 2.00), fx9860G SD(OS 2.00), fx-9860G(OS 2.00), fx-9860G AU(OS 2.00)으로부터 전송가능
합니다.
• 프로그램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전송됩니다.
그러나 fx-7400GⅡ이 지원되는 프로그램 명령어는 기호 @로 교체될 것 입니다.
fx-7400GⅡ의 프로그램 실행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z

OS 2.00 계산기에서 이전 버전 모델 계산기로의 데이터 송신
다음은 OS 2.00계산기에서 fx-9860G 시리즈나 CFX-9850G시리즈 계산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다음 데이터가 전환됩니다.
- 문자열 메모리 데이터
- TVM모드 본드 계산과 감가상각 계산 데이터
- 수신측 모델의 변수에 해당하는 함수가 없는 STAT모드의 함수와 변수(예:
Test 계산 결과 데이터 등)

GOF

• 다음 데이터는 OS 2.00 계산기에 의해 수신측 계산기 모델이 지원하는 포맷으로
전환됩니다.
- GRAPH모드, DYNA모드 그래프 타입 설정 데이터
fx-9860G 시리즈나 CFX-9850G시리즈로 전송할 때, X=, X>, X<, X≥, X≤타입의
수식은 X=c 타입 수식으로 전환됩니다.
- 그래프 라인 타입 설정 데이터
CFX-9850G 시리즈로 송신할 때, 라인 설정은 송신 전에 다음과 같이 전환됩니
다: Normal:Blue; Thick;Orange; Broken,Dotted:Green
- STAT모드 그래프1,2,3 설정 데이터
fx-9860G 시리즈로 송신할 때, 원형이나 막대 그래프는 송신 전에 분포도로 전
환됩니다. 기타 설정은 송신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전송됩니다.
그러나 fx-7400GⅡ이 지원되는 프로그램 명령어는 기호 @로 교체될 것 입니다.
fx-7400GⅡ의 프로그램 실행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 데이터를 다른 계산기 모델로 송신할 때 OS 2.00 계산기에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
는 경우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무효한 데이터 사이즈
-

256열이나 256행을 넘는 행렬 데이터
256라인을 넘는 리스트 데이터
256열을 넘는 테이블 데이터
256라인을 넘는 점화식 테이블 데이터
4~6차 방정식을 포함하는 EQUA모드 입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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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소수의 데이터
-

*1

복소수를 포함한 요소를 가진 행렬 데이터
복소수를 포함한 요소를 가진 리스트 데이터
복소수 계수를 가진 EQUA모드의 1차 방정식 입력 데이터
복소수를 포함하는 EQUA모드의 1차 방정식의 계산 결과

무효한 데이터 번호
-

List6 보다 큰 숫자의 리스트 데이터
*2
Pic6 보다 큰 숫자의 픽쳐 데이터
*2
F-Mem 보다 큰 숫자의 함수 메모리 데이터
*2
G-Mem6보다 큰 숫자의 그래프 메모리 데이터

*1

fx-7400GⅡ를 제외한 OS 2.00 계산기로부터 전송할 수 있음
fx-9750G 시리즈나 CFX-9850G 시리즈 계산기만 전송할 수 있음
fx-9860G 시리즈 계산기만 전송할 수 있음.

*2
*3

z

OS 2.00 계산기에서 CFX-9850G 시리즈 계산기로의 데이터 송신
송신측:
수신측:

OS 2.00 계산기
CFX-9850G 시리즈

아래 데이터는 OS 2.00 계산기에서 송신되지 않으며 CFX-9850G 시리즈 계산기로부터
수신했을 때 무시합니다.

z

•
•
•
•
•

캡쳐 메모리 데이터
클립보드, 재실행, 히스토리 데이터(“SYSTEM”데이터 항목 포함)
*1
CONICS 모드 데이터
*1
E-CON2 모드 데이터
*1
RECUR 모드 c n (c n +1 , c n + 2 ) 수식

•
•
•
•
•
•
•

RECUR 모드 테이블 데이터
셋업 데이터
STAT 모드 데이터
TABLE 모드 테이블 데이터
*1
TVM 모드 데이터
V-Window x -dot 데이터
1차 방정식과 고차 방정식의 계산 결과

*1

fx-7400GⅡ를 제외한 OS 2.00 계산기로부터 전송할 수 있음

*1

OS 2.00 계산기에서 fx-7400G 시리즈 계산기로의 데이터 송신
송신측:
수신측:

OS 2.00 계산기
fx-7400G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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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데이터는 OS 2.00 계산기에서 송신된 것이 아니거나 fx-7400G시리즈 계산기로
부터 받았을 때 무시했던 데이터 입니다.

z

•
•
•
•
•
•
•
•
•
•
•
•
•
•
•
•
•
•
•
•

복소수로 된 알파벳 변수 메모리(A~Z, r , )
Answer 메모리
캡쳐 메모리 데이터
클립보드, 재실행, 히스토리 데이터(“SYSTEM”데이터 항목 포함)
*1
CONICS 모드 데이터
*1
DYNA 모드 데이터
*1
E-CON2 모드 데이터
EQUA 모드 데이터
함수 메모리 데이터
그래프 메모리 데이터
*1
행렬 데이터
픽쳐 메모리 데이터
*1
RECUR 모드 테이블 데이터
셋업 데이터
STAT 모드 데이터
TABLE 모드 테이블 데이터
*1
TVM 모드 데이터
숫자 V-Win 2이상으로 된 V-Window 메모리
V-Window x -dot 데이터
Υ = f ( x) 타입 수식과 Y부등식, 매개 방정식을 포함하는 그래프 수식

*1

fx-7400GⅡ를 제외한 OS 2.00 계산기로부터 전송할 수 있음

OS 2.00 계산기(fx-9750GⅡ/fx-7400GⅡ)에서 fx-7400GⅡ, fx-9860G 시리즈, CFX-9850G
시리즈, fx-7400G 시리즈 계산기로의 데이터 송신
송신측:
수신측:

fx-9860GⅡ, fx-9860GⅡ, fx-9860G AU LUS
fx-9750GⅡ, fx-7400GⅡ, fx-9860G시리즈, CFX-9850G시리즈, fx-7400G시
리즈

• 다음 데이터는 제곱근(
-

)이나 파이( ) 수식을 포함합니다.

알파벳 메모리 데이터(A~Z, r , )
Ans 메모리 데이터
*1
EQUA모드 1차 방정식과 고차 방정식의 계수와 계산 결과
히스토리 데이터(“SYSTEM”데이터 항목을 포함)
리스트 데이터
*1
행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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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 입/출력 모드에서의 다음 수식 입력은 수신한 1차 입출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1

- DYNA모드와 RECUR모드에서 등록된 그래프 수식
- EQUA모드에서 등록된 솔브 수식
*1
- GRAPH모드와 TABLE모드에 등록된 그래프 수식
*1

z

fx-7400GⅡ를 제외한 OS 2.00 계산기로부터 전송할 수 있음

fx-9860G 시리즈 계산기에서 OS 2.00 계산기로의 데이터 송신
송신측:
수신측:

fx-9860G시리즈
OS 2.00 계산기

• X=c 타입 수식은 X=타입 수식으로 전환됩니다.

z

CFX-9850G 시리즈 계산기에서 OS 2.00 계산기로의 데이터 송신
송신측:
수신측:

CFX-9850G 시리즈
OS 2.00 계산기

• X=c 타입 수식은 X=타입 수식으로 전환됩니다.
• V-Window Xmin 과 Xmax 수치는 마찬가지로 송신합니다. Xdot 수치가 CFX-9850G시
리즈 계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OS 2.00 계산기는 자동으로 수신한 X-min과
X-max 수치를 계산합니다.
•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여 그래프 메모리와 다이나믹 그래프 메모리 셋업 수치를 초
기치로 변경합니다.
• CFX-9850 시리즈 계산기로부터 그래프 수식 데이터를 수신할 때, 라인 설정은 다
음과 같이 전환됩니다: Blue:Normal; Orange:Thick; Green:Dotted

5. 이미지 전송
데이터 전송 메인 메뉴가 표시되어 있을 때
(CAPT)를 누르면 “캡쳐 세트 모드”화면
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을 사용하여 스크린 이미지 송신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Mem) ... {PC의 데이터 전송 모드 선택(화면 이미지 송신 OFF)}
(Capt) ... {FA-124 화면 캡쳐 기능을 사용하여 PC로의 캡쳐 송신 모드 선택(매뉴
얼 화면 이미지 송신 ON)}
*
(Proj) ... {CASIO OHP나 CASIO 프로젝터로의 계산 화면 출력 모드 선택(자동 화면
이미지 송신 ON)}

13 - 11

•
*

*

(Recv) ... {fx-9860G Manager PLUS Screen Receiver 기능을 사용하여 PC로의 계산
화면 이미지 전송 모드 선택}
fx-7400GⅡ는 포함되지 않음.

■ 연결 모드 화면 선택 (fx-7400GⅡ를 제외한 모든 모델)
USB를 계산기에 연결했을 때 표시되는 “연결 모드 선택”대화창의 캡쳐 세트 모드 화면
과 같이 동일한 모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 모드 화면 선택의 옵션은 다음과 같이 캡쳐 세트 모드 화면의 옵션에 해당합니다.
(DataTrans)= (Mem),
(ScreenCapt)= (Capt),
(Projector)= (Proj),
(ScreenRecv)= (Recv)
• 다음 화면 이미지 타입은 자동 화면 이미지 전송 기능을 사용하여 컴퓨터나 다른 계산
기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 전송 시에 표시된 화면
- 계산 시에 표시된 화면
- 리셋을 실행한 후에 표시된 화면
- Low battery 화면

■ 화면 이미지를 컴퓨터로 전송
다음 절차를 이용하여 계산기 화면을 캡쳐하고 이미지를 컴퓨터로 보냅니다. 컴퓨터에
운영되는 FA-124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합니다.
1.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계산기를 연결합니다.
fx-7400GⅡ의 경우
(CAPT)
2. 계산기에서

(Capt)를 누릅니다.

다른 모델의 경우
2. 계산기에서 USB케이블을 계산기에 연결할 때 표시되는 “연결 모드 선택”대화창에
(ScreenCapt)를 누릅니다.
해당되는
3.
4.
5.
6.

계산기에서, 전송할 화면을 표시합니다.
FA-124를 사용하여 전송을 실행합니다.
(CAPTURE)를 누릅니다.
계산기에서
컴퓨터로 화면 데이터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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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P로 자동 화면 이미지 송신 (fx-7400GⅡ에서는 사용불가능)
다음 절차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계산기 화면을 OHP로 보냅니다
1. USB를 이용해 OHP로 연결합니다.
• USB케이블을 계산기에 연결하면 “연결 모드 선택”대화창이 표시됩니다.
(Projector)를 누릅니다.
2.
3. 송신할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4. 표시된 이미지를 OHP로 자동으로 송신합니다.
5. 자동 화면 이미지 전송을 계속 하려면 순서3으로 돌아가 반복합니다.
(CAPT) (Mem)을
6. 자동 화면 이미지 전송을 중지하려면 데이터 전송 메인 메뉴의
누릅니다.
OHP 연결 방법과 OHP가 장착되어 있을 때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HP의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 fx-9860G Manager PLUS를 사용한 컴퓨터로의 자동 화면 이미지 전송
다음 순서를 따라하여 계산기 화면 이미지를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fx-9860G Manager
PLU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 순서를 실행합니다.
1. fx-9860G Manager PLUS 소프트웨어의 Screen Receiver를 시작한 후, USB케이블을 사
용하여 계산기와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 USB케이블을 계산기에 연결하면 “연결 모드 선택”대화창이 표시됩니다.
(ScreenRecv)를 누릅니다.
2.
3. 송신할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4. 표시된 이미지를 컴퓨터로 자동으로 송신합니다.
5. 자동 화면 이미지 전송을 계속 하려면 순서3으로 돌아가 반복합니다.
(CAPT) (Mem)을
6. 자동 화면 이미지 전송을 중지하려면 데이터 전송 메인 메뉴의
누릅니다.

■ 프로젝터 연결 (fx-7400GⅡ에서는 사용불가능)
계산기를 CASIO 프로젝터에 연결하여 계산기 화면 내용을 화면에 비출 수 있습니다.

z

연결 가능한 프로젝터 (2009 년 1 월 현재)
XJ-S35, XJ-S36, XJ-S46, XJ-S37, XJ-S47, XJ-S57, XJ-SC215
• 계산기를 YP-100 Multifunctional Presentation Kit와 연결하고 위의 모델 이외의
프로젝터로 화면에 비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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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프로젝터로 계산기 화면 내용 비추기
1. 계산기와 함께 제공된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프로젝터를 연결합니다.(YP-100)
• USB케이블을 계산기에 연결하면 “연결 모드 선택”대화창이 표시됩니다.
(Projector)을 누릅니다.
2.

z

연결시 주의 사항
• 계산기와 프로젝터를 연결하면 화면에 모래시계가 표시됩니다(YP-100). 계산기에
서 조작을 하면 화면에 표시될 것 입니다.
• 계산이 멈춘 경우, USB케이블을 뺏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USB케이블을 빼고 프로젝터 전원을 OFF했다가 다시 켜고 USB를 다시 연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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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

SD카드 사용
(단, fx-9860GⅡSD만 사용)

계산기 데이타는 SD 카드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SD 카드로부터 또는
SD 카드로 메인메모리와 저장메모리의 내용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
• 꼭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십시요. 다른 종류의 메모리를 사용해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SD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으십시오.
• 일부 SD 카드는 본 계산기의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습니다.
• 일부 SD 카드와 조작 조건은 본 계산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SD 카드는 보호 잠금 스위치가 있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데이타 삭제를 막을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삭제, 포맷을 하는 경우 보호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전기 충격이나 현상은 카드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항상 귀중한 데이터는 다른 곳(CD-R, CD-RW, MO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등)에 백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 SD 로고는 상표입니다.

1. SD카드 사용
중요!
•
•

SD 카드를 삽입하거나 제거할 때는 꼭 전원을 끄시기 바랍니다.
SD 카드를 삽입할 때는 카드의 방향이 올바르게 향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
으로 강제적으로 끼우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z

더미(Dummy) 카드 제거

본 기기 최초 제공되어 질 때 더미 카드가 기워져 있습니다. SD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SD 카드 제거 하기를 참고하여 더미 카드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13-1-2에 SD 카드 제
거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 1

z

SD 카드 삽입

1. SD 카드의 뒷면이 앞으로 오도록 합니다.(계산기의 키보드와 같은 방향)
2. 조심해서 SD 카드를 계산기의 SD 카드 슬롯으로 집어넣습니다.

중요!
•
•

SD 카드 이외 다른 물질을 SD 카드 슬롯으로 절대 삽입하지 마십시오. 계산기에 문
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이나 외부 물질이 SD 카드 슬롯으로 접촉되었을 때 즉시 전원을 끄고 배터
리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판매자나 가까운 CASIO 서비스 센터와 연락하여 상담하
십시오.

z

SD 카드 제거

1. SD 카드를 눌러서 빠져 나오도록 합니다.
• 누르게 되면 카드가 슬롯으로부터 튕겨져 나옵니다.
2. SD 카드를 손가락으로 슬롯에서 뽑아냅니다.

중요!
•
•

데이터 전송 중에는 SD 카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을 경우 데이터 전송
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SD 카드 내용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SD 카드를 제거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면 카드 슬롯이나 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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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 카드 포맷
• SD 카드를 포맷하려면“Reset”(페이지 12-3)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3. SD 카드 사용상 주의 사항
•

•
•
•
•

•

SD 카드에 발생하는 보통적인 문제는 카드를 포맷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손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SD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
니다.
카드 포맷(초기화)는 처음 새 SD 카드를 사용할 때 포맷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이미 다른 컴퓨터에서 포맷이 되었다면 다시 포맷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다른 기기에서도 본 기기에서 미리 포맷된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 카드가 사용되고 있는 중에 아래 조작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기로부터 SD 카드 제거
USB 케이블 연결 및 연결 제거
계산기 끄기
컴퓨터로 연결되었을 때, 기존 FA-124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컴퓨터 전원 오프
SD 카드를 삽입할 때 카드의 방향이 올바르게 향해야 합니다.(올바른 면이 위로 향
하고 삽입되어야 함.)잘못된 방향으로 강제적으로 끼우려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
니다.
계산기 배터리 전원이 낮을 때 SD 카드를 사용하면 배터리가 없다는 경고 표시 없
이 화면이 공백이 될 수 있습니다.

■ 추천되는 SD 카드 타입
Toshiba
SD-NA032MT
SD-NA512MT
SD-C01GTR
SanDisk
SDSDB-64-J60
SDSDB-512-J60
SDSDB-1024

SD-NA064MT
SD-FA128MT
SD-C02GTR

SD-NA128MT
SD-FA256MT
SD-C02GT4

SDSDB-128-J60
SDSDH-256-903
SDSDB-2048

SD-NA256MT

SDSDB-256-J60
SDSDH-512-903
SDSDH-1024

SDSDH-002G

SD 카드에 대한 사양, 기능과 같은 더 자세한 내용은 SD 카드 제조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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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자료
1.에러 메세지 일람표
메세지

에러내용

대 책

Syntax
ERROR

• 계산식에 실수가 있다.
•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시도한다.

Ma ERROR

• 계산 결과가 연산범위를 넘는다.
• 계산이 함수입력범위를 벗어난다
• 수학적인 오차(0과 기타로 나누
기)
• ∑계산, 미분 계산, 기타에 충분
한 정밀도가 얻어지지 않았다.
• 방정식 계산과 기타 계산을 행한
결과 해가 발견되지 않았다.

Go ERROR

① Goto n에 대한 Lbl n이 없다.

② Prog“화일명”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
지 않다.

Nesting
ERROR

• Prog“화일명”에 의한 서브루틴
의 네스틴이 10레벨(10단)을 넘
는다.

Stack ERROR

• 수치용 스택 및 명령용 스택을
넘는 계산식이 실행되었다.

Memory
ERROR

• 메모리의 남은 용량을 넘은 조작
이나 메모리 저장 조작이 수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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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눌러 에러를 표시하고
필요한 수정을 한다.

• 입력값을 확인하고 허용범위
를 넘지않도록 한다.

① Goto n에 대한 Lbl n을 정확히
입력하거나 필요없으면 Goto n
을 삭제한다.
② Prog“화일명”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프로그램을 기억시키거
나, 필요없으면 Prog“화일명”
을 삭제한다.
• Prog“화일명”이 서브루틴에서
메인 루틴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
는지 체크한다. 사용한다면 필요
없는 Prog“화일명”을 삭제한다
• 서브루틴 점프의 목적지를 추적
하고, 원래의 프로그램 영역에
점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바
르게 돌아가도록 고친다.
• 계산식을 간략화해서 수치용 스
택은 10단, 명령용 스택은 26단
이내로 한다.
• 계산식을 2개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눈다.
• 현재 설정되어 있는 메모리 수
이내에서 사용할 메모리 수를 유
지한다.
• 기억시킬 데이터 내용을 간략화
하여 남은 용량 이내에 정리한
다.
• 새로운 데이터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없는 데이터를 삭제한다.

메세지

대 책

에러내용

Argument
ERROR

• 변수를 필요로 하는 명령에 있어
서 잘못된 변수를 입력했다.

• 변수를 수정한다.

Dimension
ERROR

• 부적당한 Dimension(차원)으로
행렬이나 리스트 계산을 했다.

• 행렬이나 리스트의 dimension(차
원)를 확인한다.

① 부적당한 V-Winodw 값 입력

① V-Winodw 값을 수정

Range ERROR

②

그래프를 다시 그릴 때
Window 범위 설정 초과

V-

② 적정한 설정으로 그래프를 다시
그리기

③ 실행시 부적당한 값 입력과
사용
④ 붙여넣기, 불러오기,기타 셀 조
작시에 스프레드시트 셀 범위
초과

③ 정당한 범위의 값을 입력

• 실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
황에서 명령 실행

• 조건을 체크하고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한다.

• 인수가 실수일지라도 Setup 화면
에 Complex 모드가 Real로 설정
되어 있을 때 복소수가 생성되는
계산

• Real이외의 다른 것으로 Complex
모드 설정을 변경한다.

Complex
Number in
List

• 계산이나 조작에 유효하지 않은
복소수를 포함하는 리스트

• 리스트의 모든 데이터를 실수로
수정한다.

Complex
Number in
Matrix

• 계산이나 조작에 유효하지 않은
복소수를 포함하는 행렬

• 행렬의 모든 데이터를 실수로 수
정한다.

Condition
ERROR
Non-Real
ERROR

Complex
Number in
Data

Can’t
Simplify

• 수신하는 계산기 기능이 복소수
포함 데이터를 지원하지는 않지
만 복소수 데이터를 포함하는 본
계산기 기능으로부터 전송된 데
이터
예 : CFX-9850G에 구성요소로 복
소수를 포함하는 행렬을 전송하
려는 시도
• ▶Simp Function(페이지 2-21)을
사용하여 분수 단순화가 시도되
었지만 단순화는 정해진 제수를
사용하여 실행될 수 없었다.
예 : 분수 4/8을 단순화하는데
제수 3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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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셀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

• 복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
를 전송한다.

• 다른 제수를 지정하거나 특정 제
수를 정하지 않고 ▶Simp를 실행
합니다.

메세지
Can’t Solve!
Adjust initial
value or
bounds.Then
try again
No Variable

Conversion
ERROR

대책

에러내용
• 명시된 범위 안에서 결과값을 얻
을 수 없다.

• 정해진 범위를 변경한다.
• 입력 수식을 수정한다.

① 다이나믹 그래프에 쓰여지는 함
수에 변수가 지정되지 않은경우
② Solve 방정식에 변수가 없는
경우

① 그래프 함수에 맞는 변수를 지
정한다.
① 변수를 포함하는 Solve 방정식
을 입력한다.

• 다른 카테고리내에서 2 단위를
전화시키기 위해 단위 전환명령
어 사용을 시도
• 전환식에서 같은 명령어를 두번
사용한 전환계산 실행

• 전환식에서 같은 카테고리내에
두개의 다른 명령어를 정한다.

Com ERROR

• 프로그램 데이터 전송 중에 케이
블 연결이 이상하거나 전송 조건
에 오류가 있다.

• 케이블 연결이 올바른지, 전송조
건이 맞는지 확인한다.

Transmit
ERROR

• 데이터 전송 중에 케이블 연결이
이상하거나 전송 조건에 오류가
있다.

• 케이블 연결이 올바른지, 전송조
건이 맞는지 확인한다.

Receive
ERROR

• 데이터 전송 중에 케이블 연결이
이상하거나 전송 조건에 오류가
있다.

• 케이블 연결이 올바른지, 전송조
건이 맞는지 확인한다.

• 프로그램 데이터 전송중에 데이
터 수신측의 메모리 용량이 가득
찼다.

• 데이타 수신측에 저장된 일부 데
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시도한다.

Memory Full

Invalid Data
Size

Invalid Data
Number

• 수신 장치로 지원되지 않는 크기
의 데이터를 보내려고 시도한다.
예 : fx-9750GⅡ모델에서 옛날
모델로 256개 이상의 행을 가진
행렬을 보내려고 시도한다.

• 보내지고 있는 데이터가 수신 장
치로 지원되는 크기의 데이터인
지 확인한다.

• 수신 장치로 지원되지 않는 데이
터 수를 가진 데이터를 보내려고
시도한다.
예 : fx-9750GⅡ모델에서 List6
까지만 지원하는 옛날 모델로
List7을 보내려고 시도한다.

•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 장치로
지원되는 데이터 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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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내용

대책

Time Out

• Solve 계산이나 적분 계산이 수
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 Solve 계산의 경우 초기 디폴트
추정 값을 변경
• 적분 계산의 경우 더 큰 tol 값
으로 변경

Circular
ERROR

• 스프레트시트에 순환 참조(셀
A1에서“=A1”과 같은)가 존재

• 순환참조를 지우기 위해 셀 내용
을 변경한다.

Please
Reconnect

•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연결이 끊겼을 경우

• 다시 연결을 시도한다.

Too Many Data

• 데이터 항목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 필요없는 데이터를 삭제한다.

Fragmentation
ERROR

• 더 이상의 데이터가 저장되기 전
에 메모리를 최적화해야 한다.

• 메모리를 최적화한다.

Invalid Name

• 파일 이름이 부적당한 문자를 포
함하는 경우

• 정확한 글자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파일명을 입력한다.

Invalid Type

• 비정상적인 타입의 데이터 명시

• 유효한 데이터를 지정한다.

Storage
Memory Full

• 저장 메모리가 가득 차 있다

• 필요없는 데이터를 삭제한다.

No Card*

• SD 카드가 없는 경우

• SD 카드를 장착한다.

SD Card Full

• SD 카드 공간이 가득 차 있다.

• 필요없는 데이터를 삭제한다.

Invalid file
name of folder
name*

• 본 계산기로 지원되는 데이터나
폴더가 SD 카드에서 찾을 수 없
을 때

• 본 계산기로 지원되는 데이터나
폴더를 포함하는 것으로 카드를
교체합니다.

Invalid Card*

• 카드가 계산기와 호환이 되지 않
을 때

• 호환 가능한 카드로 교체한다.

Card is
protected*

• SD 카드에 쓰기 기능이 보호되어
있을 때

• 쓰기 보호 기능을 해제한다.

Data ERROR

• 데이터 에러 발생

메세지

Card ERROR*

Data is
protected*
*

•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다시 입
력한다.

• SD 카드 에러 발생

• 해제하고 다시 장착 또는 카드
포맷한다.

• Read Only 설정이 켜져 있을 때

• SD 카드의 Read Only 속성 해제

fx-9860GⅡ SD 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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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범위
함수

실수계산을 위한 입력범위

내부자리수

정확도

15자리

원칙적으로
10단위째

비 고
단, tanx에서는

± 1*

• 복소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복소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복소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복소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x는 정수)
n , r(n와 r 은 정수)

단,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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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에서는

함수

실수계산을 위한 입력범위

내부자리수

정확도

15자리

원칙적으로
10단위째

비 고

± 1*

60진법 표시:

(m, n은 정수)
단;

• 복소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m≠0; m, n은 정수)
단;

• 복소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수, 분자, 분모의 합계
가 10자리 이내(나눗셈 부
호 포함.)
* 단일 계산에서 계산 에러는 10단위째

±
x

±

1 입니다. (지수 표시에서 마지막 자리수에서
y

1). 연속적인 계산에서는 에러가 누적되고, 그것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x ),
y , x!, 3 x , nPr, nCr 등)의 경우에 실행되는 내부 연속 계산일 때도 마찬가지 입니

다.) 함수의 한 점이나 변곡점 근처에서도 에러가 누적되고 커질 수 있습니다.
입력 범위

함수

전환 후 값은 다음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2진, 8진,
10진,16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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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계산기 조작시 주의점, 용어, 조작 절차와 EA-200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됩니다.

1-1
E-CON2 개관

1. E-CON2 Overview
• 메인 메뉴에서 E-CON2모드로 들어가서 E-CON2를 선택합니다.

E-CON2 메인 메뉴
•“E-CON2모드”는 CASIO EA-200을 사용하여 간단하고 더 효과적인 데이터 표본 추출을
위해서 아래에 열거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
•
•

•
•

•
•

(SET) ..... EA-200 설정을 위한 화면을 표시합니다.
(MEM)..... 파일 이름 아래에 있는 EA-200 셋업 데이터를 얻기 위해 화면을
표시합니다.
(PROG).....프로그램 전환을 실행합니다.
• 이 기능은 설정된 E-CON2를 사용하여 EA-200 셋업 데이터를
fs-9850G SD/fx-9860G에서 운영될 수 있는 EA-200 컨트롤 프로
그램(또는 EA-100)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데이터를 CFX-9850 Series/fx-7400 Series 계산기에서 운
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STRT).....데이터 수집을 시작합니다.
(GRPH).....그래프 데이터는 EA-200에 의해 표본 추출되었고, 그래프 분석을
위한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프 분석 툴은 정기 도수 계산, 여러
타입의 회귀 계산, 푸리에(Fourier) 급수 계산 등을 포함합니다.
(HELP)..... E-CON2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현재의 설정 메모리 영역에서 설정의 내용을 보여주는 미리보기 대화 상자를 나
타내는 화면에 E-CON2 메인메뉴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
키(설정 미리보기)나
커서키를 누릅니다.

미리보기 대화 상자를 닫으려면

를 누릅니다.

주의
설정 데이터와 현재의 설정 메모리 영역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6.셋업 메모리
사용”(페이지6-1)을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도움말에 대하여
(HELP)키를 눌러서 E-CON2모드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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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마법사 사용

2. 설치 마법사 사용
이 섹션은 질문에 답변식으로 EA-200 설치를 빨리 쉽고 간단하게 설정하기 위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정 표본 매개변수에 대하여 더 조정이 필요하면 페이지3-1 에 있는 고급 설치 절차
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설치 마법사 매개변수
설치 마법사는 대화형 마법사 형식을 사용하여 다음의 세 개의 EA-200 기본 샘플링 매개
변수로 변경합니다.
• 센서(센서 선택):
메뉴 선택에서 CASIO 또는 VERNIER ∗ 센서를 정합니다.
∗ 버니어(Vernier Software & Technology)社
• 총 샘플링 시간:
0.01초에서 30일간의 범위내에서 값을 정합니다.
• 샘플링 시간 단위(단위 선택):
총 샘플링 시간 입력 값의 시간 단위로써 초(sec), 분(min), 시(hour), 일(day)
을 정합니다.(총 샘플링 시간)
주의
일부 센서(EA-200 내장 마이크로폰, Vernier PhotoGATE, 기타)에서 샘플링 매개변수는
위에 나타난 것과는 다릅니다. 각 센서에서 샘플링 매개변수와 설치 절차의 차이점이
이 섹션에서 설명됩니다.
설치 마법사 규칙
설치 마법사를 사용할 때마다 다음의 규칙을 유의하십시오.
• EA-200 샘플링 채널은 CH1 또는 SONIC 입니다.
• 설치 마법사 설정을 위한 제동장치는 항상
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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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마법사 사용하여 EA-200 셋업 환경 설정하기

시작하기 전에...
• 아래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치 마법사 설정을 사용하여 즉시 샘플링을
시작할 것인지, 후에 샘플링을 위해 설정을 저장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 샘플링을 시작하고 설정을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보는 본 설명서의
섹션 6-1, 7-1, 8-1을 참조하십시오.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먼저 전체 절차를
훑어보고 나서 알려준 것처럼 다른 섹션과 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설치 마법사를 끝내고 설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QUIT)를 누릅니다.
1. E-CON2 메인 메뉴를 표시합니다.(페이지1-1)
(SET)을 누른 다음
(WIZ)를 누릅니다.
2.
• 설치 마법사를 시작하고 “센서 선택”화면을 표시합니다.

3. CASIO 센서로 정하려면

를 누르고 Vernier 센서로 정하려면

를 누릅니다.

• 둘 중 하나의 키를 누르면 대응하는 센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다음은
를 때 나타나는 센서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을 누

4. 사용하려는 센서를 정합니다.
와

커서키를 사용하여 사용하려는 센서로 반전을 이동시키고

를 누릅니다.

• 지정된 센서가 하나 이상의 옵션(샘플링 단위, 모드 등과 같은 더 상세한 사양)을
가질 때 옵션 리스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미리 (단계4 에서
[Temperature]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화면의 예를 보여주는)단계5 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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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샘플링 간격 입력”화면이 나타나면 단계6 으로 건너뜁니다.

5. 단계4 에서 정한 센서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커서키를 사용하여 선택하려는 옵션으로 반전을 이동시키고
를 누릅니다.
•“총 샘플링 간격 입력하기”화면이 나타나면 미리 단계6 으로 갑니다.
중요!
선택한 센서 또는 옵션에 의해 특별한 설정이 필요할 때“총 샘플링 간격 입력하
기”화면 이외의 다른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각 센서나 옵션 선택 수행을 위
해 필요한 조작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센서/옵션 선택: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한 참조:

[CASIO] – [마이크로폰] – [음파&FFT]

페이지 2-5에 있는“FFT(주파수 특
성)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설정을 구
성하기 위해 설치 마법사 사용”

[CASIO] – [마이크로폰] – [FFT만 선택]
[VERNIER] – [Photogate] – [Gate]

페이지 2-6의“단독 PhotoGate에
대한 설정 구성하기”

[VERNIER] – [Photogate] – [Pulley]

페이지 2-7의 “PhotoGate와 Smart
Pulley에 대한 설정 설정하기”

[CASIO] – [Speaker] – [y=f(x)]

페이지 2-8의 “스피커를 통한 함수
의 파형 출력”

6. 총 샘플링 시간 입력을 위한 번호 입력키를 사용합니다. 바로 값을 입력합니다.
이번 절차의 단계8에서 여기서 입력하는 값의 범위(초, 분, 시, 일)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일부 센서([CASIO] – [마이크로폰] – [음파], 등)에서 샘플링 시간은 몇 초로
제한됩니다. 그러한 센서 단위는 항상 초이고, 그래서 “단위 선택”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10초에서 23시간의 범위내에서 총 샘플링 시간을 정하면 샘플링 동안 59분,
59초, 실시간의 그래프 그리기가 실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급 설정” 화면
에서 실시간 모드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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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하는 총 샘플링 시간을 입력한 후
합니다.

를 누릅니다.“Select Unit”화면을 표시

8. 숫자 부터
까지 키를 사용하여 6단계에서 명시한 값에 대한 단위를 결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9. 위 확인화면에서 에러가 없다면
을 누릅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나
를
누릅니다. 단계 4(샘플링 간격 설정)의 화면으로 이동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를 누르면 마지막 설치 마법사 화면으로 갑니다.
•

10. 다음의 숫자 키를 눌러 원하는 설정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Start Setup) ...... setup으로 샘플링을 시작합니다.(페이지 8-1)
(Save Setup-MEM) ... setup을 저장합니다.(페이지 6-1)
(Convert Program)... setup을 프로그램으로 전환합니다.(페이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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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T(주파수 특성) 데이터 샘플링 설정구성을 위한 설치 마법사 사용
EA-200의 내장 마이크([CASIO]–[Microphone]을 센서로 정함)로 실행된 사운드 샘플링을
실행할 때, 설치 마법사는 [Sound wave], [Sound wave & FFT], [FFT]의 세가지 옵션을
을 제공합니다.“Sound wave”는 샘플 사운드 데이터에 대해 경과시간(가로축)과 음량
(세로축)의 두가지 차원으로 녹음합니다.“FFT”는 주파수(가로축)와 음량(세로축)의
두가지 차원으로 녹음합니다.
다음은 FFT 데이터 녹음에 대한 설정을 보여줍니다.
1. 페이지 2-2에 있는“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EA-200 설정 구성하기”에 있는 처음
두 단계의 절차를 실행하십시오.
2. “센서 선택”화면에서 [CASIO]–[Microphone]–[음파&FFT] 또는 [CASIO]-[Microphone]
-[FFT]를 선택합니다.
• “FFT 범위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 FFT 범위로 4가지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설정은 아래에 나
타난 고정 매개변수에 자동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1000 Hz:

4-2000 Hz:

6-3000 Hz:

8-4000 Hz:

매개변수
주파수 피치
최대 주파수
샘플링 간격

2 Hz
1000 Hz
61 μ sec

4 Hz
2000 Hz
31 μ sec

6 Hz
3000 Hz
20 μ sec

8 Hz
4000 Hz
31 μ sec

샘플 수

8192

8192

8192

4096

설정

다음은 각 매개변수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주파수 피치: 샘플링이 실행되는 Hz 피치
최대 주파수: 샘플링 주파수의 상한(하한은 0 Hz로 고정)
샘플링 간격: 샘플링이 실행되는 μ 초당 간격
샘플 수 : 샘플링이 실행되는 횟수
3.

에서
까지의 기능키를 사용하여 FFT 범위 설정을 선택합니다.
• FFT범위 선택은 마지막 설치 마법사 화면이 나타나게 합니다.
4.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페이지 2-2에 있는“설치 마법사 사용하여 EA-200 설정
구성하기”에 있는 단계10 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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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Gate 설정 구성을 위한 설치 마법사 사용
Vernier PhotoGate의 연결은 다른 센서 타입의 매개변수와는 조금 다른 설치 매개변수의
구성을 필요로 합니다.
• PhotoGate로 설정 구성하기
1. 페이지 2-2에 있는“설치 마법사 사용하여 EA-200 설정 구성하기”에 있는 처음
두 개의단계를 실행합니다.
2.“Select Sensor”화면에서 [VERNIER]–[Photogate]–[Gate]를 선택합니다.
• 이것은 PhotoGate가 CH1에 연결되는지 아니면 SONIC 채널에 연결되는지를 정하는
화면을 표시합니다.

3.

을 눌러서 CH1 을 지정하거나

를 눌러서 SONIC을 지정합니다.

• “Gate Status”화면이 나타납니다.

• “Open”은 사진경로가 막혀있지 않고,“Close”는 사진 경로가 막혀있다는 뜻입
니다.
• 게이트 상태는 PhotoGate의 어떤 상태가 타이밍을 시작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가 타이밍을 멈추게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Open – Open ...... 게이트가 열려 있을 때 타이밍이 시작하고 닫힐 때까지 계속
하며 그런 후 다시 열립니다.
Open – Close ..... 게이트가 열려 있을 때 타이밍이 시작하고 닫힐 때까지 계속
합니다.
Close – Open ......게이트가 닫혀 있을 때 타이밍이 시작하고 열릴 때까지 계속
합니다.
Close – Close .....게이트가 닫혀 있을 때 타이밍이 시작하고 열릴 때까지 계속
하며 그런 후 다시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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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터

까지의 기능키를 사용하여 Gate Status 설정을 선택합니다.

• 게이트 상태를 선택하면 샘플수 지정을 위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5. 샘플수를 정하기 위해서 1~255사이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6.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페이지 2-2에 있는“설치 마법사 사용하여 EA-200 설정
구성하기”에 있는 단계10 을 실행합니다.
• PhotoGate와 Smart Pulley에 대한 설정 구성하기
1. 페이지 2-2에 있는“설치 마법사 사용하여 EA-200 설정 구성하기”에 있는 처음
두개의 단계를 실행합니다.
2.“Select Sensor”화면에서 [VERNIER]–[Photogate]–[Pulley]를 선택합니다.
• “Input Distance(m)”화면이 나타납니다.

• 여기서 정하는 거리는 해제된 후에 이동하는 거리 값입니다.
• 0.1~4 사이 범위의 값을 입력하여 미터로 거리를 정합니다.
3.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페이지 2-2에 있는“설치 마법사 사용하여 EA-200 설정
구성하기”에 있는 단계10 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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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er를 통한 함수의 파형 출력
보통은 설치 마법사는 EA-200과 연결된 센서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Select Sensor”화면에서 [CASIO]–[Speaker]–[y=f(x)]를 선택하면, 계산기에서
입력하는 함수와 그래프에 대응하는 사운드를 출력하는 EA-200을 구성합니다.
• 스피커 출력에 대한 설정 구성하기
1. 계산기의 전송 포트와 EA-200의 MASTER 포트에 데이터 전송 케이블(SB-62)를 연결
합니다.
2. 페이지 2-2에 있는“설치 마법사 사용하여 EA-200 설정 구성하기”에 있는 처음
두개의 단계를 실행합니다.
3.“Select Sensor”화면에서 [CASIO]–[Speaker]–[y=f(x)]를 선택합니다.
•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4.

를 눌러서 미리 View Window 설정 화면으로 갑니다.

• 다음의 설정이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Ymin = -1.5, Ymax = 1.5 이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5.
나
를 눌러서 미리 그래프 함수 리스트로 갑니다.
6. “Y1”라인에 입력하고자 하는 소리에 대한 파형 함수를 입력합니다.

• 각도 단위는 항상 radian 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Y”값이 -1.5 ~ +1.5 사이 범위내에 있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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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RAW)을 눌러서 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아래에 나타난 것처럼 함수를 그리고 수직의 커서 라인을 표시합니다. 스피커에
출력하려는 범위를 정하기 위해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와
커서키를 사용하여 출력 시작점으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를 눌러 등록합
니다.
와
커서키를 사용하여 출력 끝점으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를 눌러 등록합니
9.
다.
• 시작점과 끝점을 정한 후에 아래처럼 출력 주파수 대화상자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8.

10. 원하는 출력 주파수 값에 대한 퍼센트를 입력합니다.
• 원래의 사운드를 출력하려면 100%를 지정합니다. 원래의 사운드를 1옥타브만큼
올리려면 200% 를 입력합니다. 원래의 사운드를 1옥타브만큼 낮추려면 50%를 입력
합니다.
11. 출력 주파수 값을 입력 후,

를 누릅니다.

• 이것은 EA-200 스피커로부터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파형을 출력합니다.
• 설정한 소리가 어떤 이유로 출력될 수 없으면 “범위 에러”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를 누르고 이전 설정 화면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설정을 변경합니다.
12. 사운드 출력을 끝마치려면 EA-200[START/STOP]키를 누릅니다.
13.

를 누릅니다.
• 아래와 같은 화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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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다음의 조작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출력 주파수를 변경하고 다시 시도하기:
(Yes)를 누르고“출력 주파수”대화 상자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10단계에서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파형 그래프의 출력 범위를 변경하고 다시 시도하기:
(No)를 누르고 7단계 그래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8단계에서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함수 변경하기:
(No)를 누르고 6단계 그래프 함수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6단계에서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절차를 종료하고 E-CON2메인 메뉴로 돌아가기:
(No)를 누른 다음

를 두번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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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급 설정 사용
고급설정은 특별한 요구에 맞는 EA-200 설정을 구성하는 매개변수의 수에 대한 전체조정
을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의 절차는 EA-200 설정을 구성하고 초기 설정값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고급 설정을 사용할 때 실행해야 하는 일반 단계를 제공합니다.
페이지 3-3의 설명으로 적용가능한 개별 설정과 옵션에 대한 상세한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 고급 설정 조작
• 고급 설정 사용하여 EA-200 설정 구성하기
다음의 절차는 고급설정 사용에 대한 일반 절차를 설명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표시
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E-CON2 메인 메뉴를 표시합니다.(페이지1-1)
(SET)을 누릅니다.“Setup EA-200”서브메뉴가 표시됩니다.
2.
(ADV)를 누릅니다. 고급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고급 설정 메뉴
4. 이 때 사용자 정의 프로브를 구성하기를 원하면
(Custom Probe)를 누릅니다. 다
음으로 페이지4-1에 있는“custom probe 설정 구성하기”에 있는 단계를 따라합니다.
• 또한 페이지 3-3에 있는“Channel Setup 설정 구성하기”절차 동안 custom
probe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에 저장한 사용자 정의 프로브 구성은 아래 단계5에서 Channel을 이용하여
선택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매개변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아래에 설명된 고급 설정 기능키를 사용합니다.
•
(Channel)... 현재 각 채널(CH1, CH2, CH3, SONIC, Mic)에 할당되는 센서를 나
타내는 화면을 표시합니다. 대화상자를 센서 배정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페이지3-3의“Channel
Setup”을 참조하십시오.
•
(Sample)... 샘플링 모드를 선택하고, 샘플링 간격, 샘플 수, 웜 업 모드를 정
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Fast”가 모드로 선택될 때 대화상자는
또한 FFT(주파수 특성) 그래프 그리기를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것
에 대한 설정을 표시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페이지3-3의“채널
셋업”을 참조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페이지 3-5의“Sample
Setup”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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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gger)... 샘플링 시작(trigger) 조건 구성에 대한 화면을 표시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페이지 3-8의“Trigger Setup”을 참조하십
시오.
(Graph)... 그래프 설정 구성에 대한 화면을 표시합니다.더 자세한 정보는
페이지 3-13의“Graph Setup”을 참조하십시오.

• 위의 setup 화면(

~

)에서“setup 매개변수를 초기 설정으로 되돌리기”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설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6. 설정을 구성한 후 샘플링을 시작하거나 다른 조작을 실행하기 위해 아래에 설명된
기능키 조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STRT)...setup을 사용하여 샘플링을 시작합니다.(페이지8-1)
(MLTI)...setup을 사용하여 MULTIMETER 모드 샘플링을 시작합니다.(페이지5-1)
(MEM)....setup을 저장합니다.(페이지6-1)
(PROG)... setup을 프로그램으로 전환합니다.(페이지7-1)
(GRPH)...EA-200으로 샘플 데이터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툴을
제공합니다.(페이지 10-1)
(ABT)....현재 계산기와 연결된 EA-200 단위에 대한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 초기 설정으로 설정 매개변수 돌아가기
현재 설정 메모리 영역에 있는 설정 매개변수를 초기설정으로 돌리려면 다음의 절차를
실행하십시오.
1. 고급설정 메뉴(페이지 3-1)가 화면에 표시될 때

(Initialize)를 누릅니다.

2. 나타나는 확인 메시지에서
(Yes)를 눌러서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 설정을 초기화하지 않고 확인 메시지를 지우려면
(No)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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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설정
채널 설정 화면이 현재 각 채널(CH1, CH2, CH3, SONIC, Mic)에 할당되는 센서를 보여
줍니다.
• Channel Setup 설정 구성하기
1. 고급 설정 메뉴(페이지 3-1)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안
(Channel)을 누릅니다.
• Channel Setup 화면이 표시됩니다.

현재 선택된 채널

채널 설정 화면
2.

와

커서키를 사용하여 변경하려는 채널의 설정으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3. 다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선택된 채널에 따라 결정됩니다.
• CH1, CH2, CH3
선택된 채널에 할당될 수 있는 센서 메뉴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능키를 누릅니다.
(CASIO)....CASIO 센서 메뉴를 표시합니다.
(VRNR).....Vernier 센서 메뉴를 표시합니다.
(CSTM).....custom probe 메뉴를 표시합니다.
(None).....대입되는 센서 없이 채널을 두려면 이 키를 누릅니다.
• SONIC Channel
이 채널에 대입될 수 있는 센서 메뉴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능키를 누릅니다.
(CASIO)....CASIO 센서 메뉴를 표시합니다. 하지만“Motion”만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VRNR).....Vernier 센서 메뉴를 표시합니다. “Motion”또는“Photogat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 CASIO나 Vernier 센서 메뉴 중에서“Motion”을 선택한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샘플링 단위로 “meters”또는 “feet”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CASIO나 Vernier 센서 메뉴 중에서“Motion”을 선택한 후 “smoothing(측정
오류의 정확성)”을 설정(smooth 표시)하거나 해제(smooth 표시안함)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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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로 “Photogate”를 선택한 후 나타나는 메뉴에서 [Gate] 또는 [Pulley]
를 선택합니다.
[Gate]........ Photogate 센서만 이용할 때는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Pulley]...... smart pulley로 Photogate 센서를 이용할 때는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None)..... SONIC Channel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Mic Channel
이 채널에서 센서는 자동으로 내장 마이크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된 설정 구성이 필요합니다.
(Snd)........경과시간과 음량의 2차원의 샘플 사운드 데이터를 기록할 옵션을
선택합니다.(가로축에 경과시간, 세로축에 음량)
(FFT)........주파수와 음량의 2차원의 샘플 사운드 데이터를 기록할 옵션을
선택합니다.(가로축에 주파수, 세로축에 음량)
(None).......Mic Channel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원하는 모든 채널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단계2,3을 반복합니다.
5. 모든 설정이 원하는 대로 된 후에는

를 누릅니다.

• 고급설정 메뉴로 돌아옵니다.
주의
• 채널 설정 화면에서 채널을 설정할 때 선택된 채널의 샘플링 범위는 화면에 아래
라인에 나타납니다.

위의 예에서 온도 센서의 범위는 화면에 나타나는 CH2로 할당됩니다.
샘플링 범위값이 화면에 넣기에 너무 길면, 화면에 맞는 값의 부분만 보여집니다.
• 현재 Sample Setup(페이지3-5)과 Trigger Setup(페이지3-8) 설정이 Channel Setup
설정 변경 때문에 맞지 않을때면 이러한 설정들은 자동으로 초기설정으로 돌아갑니
다.
예를 들어, Sample Setup이 샘플링 모드로“Extended”를 선택함과 동시에 Channel
Setup으로 Mic Channel을 선택하면 샘플링 모드가 자동으로“Fast”(Mic Channel
이 선택되었을 때의 초기설정)로 바뀌게 됩니다. 각 샘플링 모드에 대해 선택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Sample Setup”(페이지3-5)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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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 Setup
샘플 설정 화면이 샘플링을 조정하는 설정 수를 구성하게 합니다.
• Sample Setup 설정 구성하기
1. 고급 설정 메뉴(페이지 3-1)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안

(Sample)을 누릅니다.

• 이것은 반전된 “Mode”라인이 있는 Sample Setup 화면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
은 샘플링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 실행하려는 샘플링 타입과 맞는 샘플링 모드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실행합니다:

키 조작

모드 선택

표본추출된대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그래프를
그립니다.

(R-T)

Realtime

고속현상의 샘플링을 실행합니다.(사운드 등)

(Fast)

Fast

긴 시간동안 샘플링을 실행합니다.(날씨 등)
• EA-200은 준비동안 전원이 비활성화됩니다.

(Extd)

Extended

EA-200의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여 사운드를
표본추출합니다.

( )
(Snd)

Sound

샘플링 시작시간인 0에서부터 절대값으로서
특별한 trigger event의 발생 시간을 기록합
니다.

( )
(Clck)

Clock

시작 trigger event부터 끝 trigger event까
지 정기적인 샘플링을 실행합니다.

( )
(Priod)

Period

위에 설명된 것 이외의 샘플링을 실행합니다.

(Norm)

Normal

• 또한 선택한 모드가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결정한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샘플링 모드:

선택할 수 있는 채널

Realtime, Extended, Normal

CH1, CH2, CH3, SONIC

Fast

CH1, Mic

Sound

Mic

Clock, Period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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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샘플링 간격 설정을 바꾸려면,“Interval”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다음
눌러 샘플링 간격을 정하기 위한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를

• 선택할 수 있는 입력 범위는 현재의 샘플링 모드 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샘플링 모드 선택:

허용가능한 설정 범위:

Realtime
Fast

0.2 ~ 299 sec
20 ~ 500 μ sec

Extended

5~ 240 min

Period

“=Trigger”만(필요한 입력값 없음)
20 ~ 27 μ sec

Sound
Clock

“=Trigger”만(필요한 입력값 없음)

Normal

0.0005 ~ 299 sec

를 눌러
4. 샘플 설정 수를 바꾸려면“Number”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다음
샘플 수를 정하기 위한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 10 ~ 30,000 사이 범위의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대화상자 아래에 나타난 총 샘플링 시간은 여기서 정한 샘플 수에 단계3에서
정한“샘플링 간격”값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중요!
• 다음의 모든 조건이 있을 때 “Distance”설정은“Number”설정 자리에 표시
됩니다. “Distance”설정 구성에 대한 정보는“Distance 설정 구성하기”(페
이지 3-7)을 참조하십시오.
• 채널 설정(페이지 3-3):
(VRNR)–[Photogate]–[Pulley]
• 샘플링 모드(페이지 3-5): Clock
5. warm-up 시간 설정을 변경하려면“Warm-up”으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설명된 기능키 조작의 하나를 실행합니다.
주의
•“Warm-up”설정은 현재 샘플링 모드로“Fast”,“Sound”,“Extended”가
선택되면 샘플 설정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을 실행합니다:

키 조작

각 센서 설정에 대해 자동적으로 warm-up시간을 가집니다.

(Auto)

매뉴얼대로 warm-up 시간을 초로 입력합니다.

(Man)

warm-up 시간을 비활성화시킵니다.

(None)

중요!
• 다음의 조건이 있을 때 “FFT Graph”설정은“Warm-up”설정 자리에 표시
됩니다.“FFT Graph”설정 구성에 대한 정보는“FFT Graph 설정 구성하기”
(페이지 3-7)을 참조하십시오.
• 샘플링 모드(페이지 3-5):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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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하는 모든 설정을 한 후,

를 누릅니다.

• 고급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주의
• 현재 Channel Setup(페이지3-5)과 Trigger Setup(페이지3-8) 설정이 Sample Setup
설정 변경 때문에 맞지 않을때면 이러한 설정들은 자동으로 초기설정값으로 돌아
갑니다.
예를 들어,Channel Setup,Trigger Setup과 함께 선택되는 Mic Channel이“Source”
로 “Mic”을 선택함과 동시에, Sample Setup과 함께 샘플링 모드로 Realtime을
선택하는 것은, Channel Setup의 Mic Channel 선택을 취소시키고 Trigger Setup의
“Source”설정을 “[EXE]키”로 변경합니다.
Channel이 선택되었을 때 초기설정값)로 바뀌게 합니다. 각 샘플링 모드로 선택될
수 있는 Channel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Sample Setup 설정 구성하기”의 단계2를
참조하십시오. 각 샘플링 모드로 선택될 수 있는 trigger source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Trigger Setup”(페이지3-8)를 참조하십시오.
• Distance 설정 구성하기
“Sample Setup 설정 구성하기”의 절차 단계3 에서
중량 거리를 정하기 위한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 0.1 ~ 4미터 사이 범위의 값을 정합니다.

를 눌러서 미터로 이동하는

• Distance 설정 구성하기
“Sample Setup 설정 구성하기”의 절차 단계5 에서
를 눌러서 주파수 특성
그래프 그리기(FFT Graph) 설정과 해제를 위한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다음을 실행합니다:

키 조작

샘플링 후에 주파수 특성 그래프 그리기 설정

(On)

샘플링 후에 주파수 특성 그래프 그리기 해제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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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gger Setup
샘플링을 시작하도록 하는 이벤트( 키 조작 등)를 정하기 위해 트리거 셋업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을 시작하도록 하는 이벤트는 “Trigger Source”라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트리거 셋업 화면에서“Source”로 나타납니다.

다음의 테이블은 6개의 이용가능한 각 trigger source를 설명합니다.
샘플링을 시작하는 경우

trigger Source 선택
[EXE]키

키를 누를 때
정해진 초단위 경과시간이 카운트다운 된 후

Count Down

정해진 값에 도달하는 CH1을 입력할 때

CH1

정해진 값에 도달하는 SONIC channel을 입력할 때

SONIC

EA-200의 내장 마이크의 사운드가 결함있을 때

Mic

EA-200의 [START/STOP]키가 눌러질 때

[START]키

주의
선택할 수 있는 trigger source는 Sample Setup(페이지3-5)의 선택된 샘플링 모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샘플링 모드

trigger source(s) 선택

Realtime

[EXE]키, Count Down

Fast

[EXE]키, Count Down, CH1, Mic

Normal

[EXE]키, Count Down, CH1, SONIC, [START]키

Extended

[EXE]키

Sound

[EXE]키, Count Down, Mic

Clock

CH1

Period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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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gger Setup 설정 구성하기
1. 고급 설정 메뉴(페이지 3-1)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안
(Trigger)를 누릅
니다.
• 반전된 “Source”라인이 있는 Trigger Setup 화면이 표시됩니다.

• Menu bar에 나타나는 기능 메뉴 항목은 Sample Setup(페이지 3-5)에서 선택
되는 샘플링 모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의 화면은 샘플 “Normal”이 샘플
샘플링 모드로 선택될 때의 기능메뉴를 나타냅니다.
2. 원하는 Trigger Source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능키를 사용합니다.
• 다음은 각 샘플링 모드로 선택될 수 있는 Trigger Source를 보여줍니다.
샘플링 모드

Trigger Source

Realtime

(EXE):[EXE]키,

(Cnt):Count Down

Fast

(EXE):[EXE]키,
(Mic)

(Cnt):Count Down,

(CH1),

Normal

(EXE):[EXE]키,
(Cnt):Count Down,
(Sonic),
(STR): [START]키

(CH1),

Sound

(EXE):[EXE]키,

(Mic)

(Cnt):Count Down,

• Trigger Source는 샘플링 모드로“Extended”를 선택할 때 항상“[EXE]키”
이고“Clock”또는“Period”를 선택할 때는 항상“CH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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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2에서 선택된 trigger source에 따라서 다음 조작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trigger source

실행하기

[EXE]키

를 눌러서 Trigger Setup을 완료하고 고급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카운트다운 시작시간을 정합니다. 아래“카운트다운
시작시간 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trigger한계치와 trigger 에지 방향을 정합니다.
“trigger 한계치와 trigger 에지 타입 정하기”,페
이지 3-11의“trigger 한계치, trigger 시작 에지,
끝에지 구성하기” 또는 페이지 3-12의 PhotoGate
trigger 시작과 끝 에지 설정 구성하기”를 참조하
십시오.
trigger한계치와 모션 센서 수준을 정합니다.
페이지 3-12의“trigger한계치와 모션 센서 수준 정
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마이크 감도를 정합니다. 아래“마이크 감도 정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를 눌러서 Trigger Setup을 완료하고 고급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Count Down
CH1

SONIC

Mic
[START]키

• 카운드다운 시작 시간 정하기
1.“Timer”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Time)을 눌러서 대화상자를 표시
2. 카운트다운 시작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3. 1부터 10까지의 초단위로 값을 입력합니다.
를 눌러서 Trigger Setup을 완료하고 고급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4.
• 마이크 감도 정하기
1.“Sense”로 반정을 이동시키고 아래 설명되는 기능키의 하나를 누릅니다.
마이크 감도 수준 정하기

2.

키 조작

Low

(Low)

Medium

(Med)

High

(High)

를 눌러서 Trigger Setup을 완료하고 고급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페이
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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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gger 한계치와 trigger 에지 타입 정하기
“Fast”,‘Normal”,“Clock”이 샘플링 모드로 정해질 때 다음의 단계를 실행
합니다.(페이지 3-5)
1.“Threshold”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2.
(EDIT)를 누르고 trigger한계치 값을 정하기 위해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trigger한계치는 샘플링을 시작하기 전에 달성해야 하는 값입니다.
채널 설정으로 CH1 또는 SONIC에 할당된
센서(페이지 3-3)

할당된 센서로 지원받는 측정단위
3.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4.“Edge”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5. 아래에 설명된 기능키의 하나를 누릅니다.
edge 타입선택

키 조작

Falling

(Fall)

Rising

(Rise)

6.

를 눌러서 Trigger Setup을 완료하고 고급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페이지
3-1)
• trigger 한계치, 시작 에지, 끝 에지 설정 구성하기

“Period”가 샘플링 모드로 정해질 때 다음 단계를 실행합니다.(페이지3-5)
1.“Threshold”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2.
(EDIT)를 누르고 trigger한계치 값을 정하기 위해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trigger한계치는 샘플링을 시작하기 전에 달성해야 하는 값입니다.
3.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4.“Start to”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5. 아래에 설명된 기능키의 하나를 누릅니다.
edge 타입 선택

키 조작

Falling

(Fall)

Rising
6. “End Edge”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7. 아래에 설명된 기능키의 하나를 누릅니다.
edge 타입 선택

8.

(Rise)

키 조작

Falling

(Fall)

Rising

(Rise)

를 눌러서 Trigger Setup을 완료하고 고급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페이지
3-1)

3-12

고급 설정 사용

• PhotoGate trigger 시작과 끝 설정 구성하기
PhotoGate trigger source로 CH1이 선택될 때 다음 단계를 실행합니다.
(페이지3-5)
1.“Start to”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2. 아래에 설명된 기능키의 하나를 누릅니다.
PhotoGate 상태

키 조작

PhotoGate Closed

(Close)

PhotoGate Open

(Open)

3.“End Gate”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4. 아래에 설명된 기능키의 하나를 누릅니다.
PhotoGate 상태

5.

키 조작

PhotoGate Closed

(Close)

PhotoGate Open

(Open)

를 눌러서 Trigger Setup을 완료하고 고급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페이지
3-1)

• trigger 한계치 값과 모션 센서 수준 정하기
1.“Threshold”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2.
(EDIT)를 누르고 trigger한계치 값을 정하기 위해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trigger한계치는 샘플링을 시작하기 전에 달성해야 하는 값입니다.
3.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4.“Level”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5. 아래에 설명된 기능키의 하나를 누릅니다.
level 타입 선택

6.

키 조작

Below

(Blw)

Above

(Abv)

를 눌러서 Trigger Setup을 완료하고 고급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페이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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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 Setup
샘플링이 완료된 후에 나오는 그래프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기 위해 Graph Setup 화면을
사용합니다. 그래프 그리기 설정 또는 해제하려면 샘플 Setup settings(페이지 3-5)
• Graph Setup 설정 구성하기
1. 고급 설정 메뉴(페이지 3-1)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안,
• Graph Setup 화면이 표시됩니다.

(Graph)를 누릅니다.

현재 선택된 항목

Graph Setup 화면
와
커서키를 이용하여
2. 설정을 표시하는 graph source 데이터명을 변경하려면
“Graph Func”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다음으로 아래 설명된 기능키의 하나를 누릅
니다.
설정을 표시하는 graph source 데이터명
키 조작
Display source 데이터명

(On)

Hide source 데이터명

(Off)

• 그래프 데이터가 샘플 데이터 메모리 파일에 저장될 대 파일명은 source데이터명
으로 표시됩니다. 그래프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 영역에 저장될 때는 채널명이 표
시됩니다.
주의
• 샘플 데이터 메모리와 현재 데이터 영역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9.샘플 데이
터 메모리 사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설정을 표시하는 trace 조작 좌표를 변경하려면
와
커서키를 이용하여“Coord”
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다음으로 아래 설명된 기능키의 하나를 누릅니다.
트레이스 조작을 위한 좌표 표시 설정

키 조작

Display trace 좌표

(On)

Hide trace 좌표

(Off)

와
커서키를 이용하여“Econ Axes”로
4. 설정을 표시하는 수치 축을 변경하려면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다음으로 아래 설명된 기능키의 하나를 누릅니다.
축 표시 설정

키 조작

Display 축

(On)

Hide 축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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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커서키를 이용하여“RealScroll”로
5. 실시간 스크롤 설정을 변경하려면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다음으로 아래 설명된 기능키의 하나를 누릅니다.

6.

실시간 스크롤 설정

키 조작

Real-time 스크롤 설정

(On)

Real-time 스크롤 해제

(Off)

를 눌러서 Graph Setup을 완료하고 고급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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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ustom Probe의 사용
EA-200으로 사용할 사용자 정의 프로브(Custom Probe)를 설정합니다. Custom Probe는
CASIO센서나 E-CON2 모드의 초기 설정으로 설정된 Vernier 센서 이외의 센서를 의미합니
다.

■ Custom Probe Setup
사용자 정의 프로브를 설정하려면 고정 선형 보간식( ax + b )의 상수 수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상수는 기울기( a )와 절편( b )입니다. 위의 수식( ax + b )에서 x 는 샘플
전압 수치입니다(샘플링 범위: 0~5 볼트).
•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하기
1. E-CON2 메인 메뉴(page 1-1)에서
(SET)을 누른 다음
(ADV)를 눌러 고급 설정
메뉴를 표시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3.고급 설정의 사용”을 참고합니다.
(Custom Probe)를 눌러 Custom Probe 리스트를
2. 고급 설정 메뉴(page 3-1)에서
표시합니다.

• Custom Probe 리스트가 비어 있는 경우,“No Custom Probe”라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3.
(NEW)를 누릅니다.
• 사용자 정의 프로브 화면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 프로브 명칭의 초기 설정은 “Voltage(6pin)”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브를
설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프로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초 이름을 남겨두기
를 원하면 단계 4와 5를 건너뜁니다.
(EDIT)를 누릅니다.
• 프로브 명칭 편집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5. 사용자 설정 프로브 명칭에 18자까지 글자를 입력하고
• “Slope”로 반전될 것 입니다.
4.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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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능키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프로브를 설정합니다.
나
커서키를 눌러 원하는 항목으로
• 각 항목의 설정을 변경하려면
반전시킵니다. 다음으로 기능키를 사용하여 설정을 선택합니다.
(1) Slope
(EDIT)를 눌러 선형 보간식의 기울기 수치를 입력합니다.
(2) Intercept
(EDIT)를 눌러 선형 보간식의 절편 수치를 입력합니다.
(3) Unit Name
(EDIT)를 눌러 단위이름에 최대 8자까지 입력합니다.
(4) Warm-up
(EDIT)를 눌러 준비 시간을 설정합니다.
7.

를 눌러 메모리 수(1~99)를 입력합니다.
• 사용자 정의 프로브의 설정을 저장하고 새로 저장한 사용자 정의 프로브가 포함된
Custom Probe 리스트로 되돌아갑니다.

• Vernier센서의 사양을 불러 사용자 정의 프로브를 설정하기
1. “사용자 정의 프로브의 설정”(page 4-1)의 단계1~2 를 실행합니다
2.
(VRNR)를 누릅니다.
• Vernier센서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3.

와
키를 눌러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의 기본으로 사용할 Vernier센서 설정
으로 반전시키고
를 누릅니다.
• 선택한 Vernier 센서의 명칭과 사양을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 화면에 표시됩니다.

•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Custom Probe setup 구성하기”(페이지4-1)의 4 ~ 7단계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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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 Probe 자동 보정
자동 보정은 자동적으로 두개의 실제 샘플에 기초한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의 기울기
와 절편을 수정합니다.
중요!
• 아래의 절차를 실행하기 전에 측정값이 알려진 두개의 조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아래 절차의 단계5에 참조값을 입력할 때 단계4에서 표본추출할 정확이 알려진
측정값을 입력합니다. 아래 절차 단계7에 참조값을 입력할 때 단계6에서 표본
추출할 조건의 정확히 알려진 측정값을 입력합니다.
• 사용자 정의 프로브 자동 보정하기
1. 계산기와 EA-200을 연결하고 EA-200의 CH1에 자동 보정하려는 사용자 정의 프로브를
연결합니다.
2. 처음 해야 할 것은 보정을 위해서 새로운 사용자 정의 프로브를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용자 정의 프로브의 설정을 수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로운 사용자 정의 프로브를 설정하고 있다면...
• 페이지 4-1의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하기”절차의 1~6 단계를 실행합니다.
• 자동보정은 자동적으로 기울기와 절편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위의 절차 단계6에서
기울기와 절편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을 편집하고 있다면...
• 페이지 4-6의“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을 편집하기”절차의 1~3 단계를 실행합니다.
3.

(CALIB)를 누릅니다.

• EA-200의 CH1에 연결된 센서로 처음으로 샘플링 조작을 시작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처음의 샘플링 조작
샘플 값의 실시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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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합니다.
4. 샘플 값이 안정된 후, 몇 초동안
• 처음의 샘플 값을 등록하고 그것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 때 커서가 참조값의
입력을 위해 준비된 화면 아래에 표시됩니다.

5. 키패드를 이용하여 처음의 샘플 값에 대해 참조값을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이것은 두번째 값의 샘플링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단계3에 나타난 동일한
화면타입을 표시합니다.

두번째 샘플링 조작

6. 샘플 값이 안정된 후, 몇 초동안

를 유지합니다.

• 두번째의 샘플 값을 등록하고 그것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커서는 참조값의 입력을
위해 준비된 화면 아래에 표시됩니다.

7. 키패드를 이용하여 두번째 샘플 값에 대해 참조값을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E-CON2가 입력하는 두개의 참조값에 기초하는 기울기와 절편값을 계산하고 자동으로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동으로 설정된 값이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 화면에 나타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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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를 누르고 1부터 99까지의 메모리 수를 입력합니다.
• 이것은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을 저장하고 사용자 정의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 Custom Probe 제로 조정
이 절차는 0을 사용자 정의 프로브에 맞추고 적용가능한 사용자 정의 프로브를 사용하여
실제 샘플에 기초하여 절편값을 설정합니다.
• Custom Probe 제로 조정하기
1. 계산기와 EA-200을 연결하고 0이 EA-200의 CH1에 맞게 조정되도록 사용자 정의
프로브를 연결합니다.
2. 처음 해야 할 것은 제로 조정을 위해서 새로운 사용자 정의 프로브를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용자 정의 프로브의 설정을 수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로운 사용자 정의 프로브를 설정하고 있다면...
• 페이지 4-1의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하기”절차의 1~6 단계를 실행합니다.
• 자동보정은 자동적으로 절편을 설정합니다.그래서 위의 절차 단계6에서 절편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을 편집하고 있다면...
• 페이지 4-6의“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을 편집하기”절차의 1~3 단계를 실행합니다.
3.

(ZERO)를 누릅니다.

• EA-200의 CH1에 연결된 센서로 샘플링 조작을 시작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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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로 조정(표시되는 값은 적절한 제로 조정 값)을 실행하려는 때에

를 누릅니다.

•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E-CON2는 샘플값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절편값을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설정된 값이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 화면에 나타납니다.

5.

를 누르고 1부터 99까지의 메모리 수를 입력합니다.
•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을 저장하고 사용자 정의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 Custom Probe 설정 관리
이 섹션에서는 기존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을 수정하고 삭제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용
합니다.
•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 수정하기
1. 사용자 정의 프로브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2. 수정하려는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을 선택합니다.
와
커서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사용자 정의 프로브 이름을 반전시킵니다.
•
(EDIT)를 누릅니다.
3.
•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 구성을 위한 화면을 표시합니다.
•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을 수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4-1의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하기”절차의 6단계부터 절차를 실행합니다.
•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 삭제하기
1. 사용자 정의 프로브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2. 삭제하려는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을 선택합니다.
•
와
커서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사용자 정의 프로브 이름을 반전시킵니다.
(DEL)를 누릅니다.
3.
(Yes)를 눌러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을 삭제합니다.
4. 확인메세지가 나타나면
(No)를 누릅니다.
• 어떤 것도 삭제않고 확인 메시지를 지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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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ULTIMETER 모드 사용
EA-200 MULTIMETER 모드 샘플링이 계산기 조작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채널을 설정하기
위한 채널 설정 화면(페이지3-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정의 프로브 설정 수정하기
1. 계산기와 EA-200을 연결하고 원하는 센서를 적용가능한 EA-200의 채널에 연결합니다.
2. 고급설정 메뉴(페이지 3-1)에서 채널 설정 화면(페이지3-3)을 사용될 각 채널에 대한
센서 설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3. 센서 설정을 한 후에,
를 눌러 고급 설정 메뉴로 돌아가고 그런다음
(MLTI)를
누릅니다.
• 이것은 EA-200 MULTIMETER 모드에서 샘플링을 시작하고 각 채널에 대한 샘플값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 표시된 샘플 데이터는 0.5초 간격으로 재생됩니다.
• 단계2에서 정한 것들을 제외한 다른 각 채널에 센서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 MULTIMETER 모드에서의 샘플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4. MULTIMETER 모드 샘플링을 종료하기 위해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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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tup 메모리 사용
설치 마법사 또는 고급 설정을 사용하여 EA-200설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데이터를
“현재 설정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도록 합니다. 현재 설정 메모리 내용은 다른 설정
데이터가 생성될 때마다 겹쳐쓰기됩니다.
원한다면 겹쳐쓰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기 메모리로 현재 설정 메모리 영역의 내
용을 저장할 설정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etup 저장
설정은 다음의 조건의 하나가 존재할 때 저장될 수 있습니다.
• 설치 마법사로 새로운 설정 구성 후
페이지 2-2의 “설치 마법사 사용하여 EA-200 설정 구성하기”의 단계8을 참조하십시
오.
• 고급 설정으로 새로운 설정 구성 후
더 많은 정보를 위해 페이지 3-1의 “고급 설정 사용하여 EA-200 설정 구성하기”의
단계6을 참조하십시오.
• E-CON2 메인 메뉴(페이지1-1)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안
E-CON2 메인 메뉴(페이지1-1)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안 설정 저장 조작을 실행하
면 현재 설정 메모리 영역(설치마법사 또는 고급설정으로 구성)의 내용을 저장합니다.
설정 저장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아래 열거됩니다.
• Setup 저장하기
1. 마지막 설치 마법사 화면(페이지 2-4)이 나타나면 미리 단계2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래 설명된 기능키 조작의 하나를 실행해서 저장 조작을 시작합니다.
고급 설정 메뉴(페이지3-1) 화면이 표시되면
E-CON2메인 메뉴(페이지1-1) 화면이 표시되면

(MEM)을 누릅니다.
(MEM)을 누릅니다.

• 위의 조작의 하나를 실행하면 설정 메모리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 설정 메모리가 비어있으면 “No Setup-MEM”메세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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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지막 설치 마법사 화면을 시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화면을 시작하고 있는 경우

(Save Setup-MEM)를 누릅니다.

(SAVE)를 누릅니다.

• 설정 이름 입력을 위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설정 이름으로 18글자까지 입력합니다.
4.
를 누르고 메모리 번호(1~99)를 입력합니다.
• 마지막 설치 마법사 화면(페이지 2-4)을 시작하면 설정을 저장하고 “Complete”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를 누르고 마지막 설치 마법사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페이지 2-4)
• 고급 설정 메뉴(페이지3-1)나 E-CON2 메인 메뉴(페이지1-1)를 시작하면 설정을
저장하고 부여된 이름을 포함하는 설정 메모리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중요!
• 각 설정에 설정이름과 파일 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원한다면 여러 설정에 같은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Setup 메모리에서 Setup 이용과 관리
저장하는 모든 설정은 설정 메모리 리스트에 보여집니다. 리스트에서 설정을 선택한 후
샘플 데이터로 이용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저장된 설정 데이터 미리보기
샘플링으로 사용하기 전에 설정 내용을 검사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1. E-CON2 메인 메뉴(페이지1-1)에서
(MEM)를 눌러서 설정 메모리 리스트를 표시
합니다.
2.
와
커서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설정 이름을 반전시킵니다.
(Setup Preview)를 누릅니다.
3.
• 미리보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미리보기 대화상자를 닫으려면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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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된 설정 데이터 미리보기
EA-200으로 샘플링을 시작하기 전에 꼭 다음 단계를 실행하십시오.
1.
2.
3.
4.
5.

계산기를 EA-200으로 연결합니다.
EA-200전원을 켭니다.
사용할 예정인 설정에 따라서 적절한 EA-200 채널로 센서를 연결합니다.
표본 추출되는 항목의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E-CON2 메인 메뉴(페이지1-1)에서
(MEM)를 눌러서 설정 메모리 리스트를 표시
합니다.
6.
와
커서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설정 이름을 반전시킵니다.
7.
(STRT)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8.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
를 눌러서 를 시작하고 샘플링을 시작합니다.
• 샘플링 없이 확인 메시지를 지우려면
을 누릅니다.
주의
• 샘플링 조작 진행중일 때 실행할 수 있는 조작에 대한 자세한 것은 페이지8-2
“샘플링 조작 중의 조작”을 참조하십시오.
• 설정 데이터 이름 변경하기
(MEM)를 눌러서 설정 메모리 리스트를 표시
E-CON2 메인 메뉴(페이지1-1)에서
합니다.
2.
와
커서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설정 이름을 반전시킵니다.
(REN)를 누릅니다.
3.
• 설정 이름 입력을 위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1.

4.

설정 이름으로 18글자까지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설정 이름을 변경하고 설정 메모리 리스트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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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데이터 이름 변경하기
1.

E-CON2 메인 메뉴(페이지1-1)에서
(MEM)를 눌러서 설정 메모리 리스트를 표시
합니다.
2.
와
커서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설정 이름을 반전시킵니다.
(DEL)를 누릅니다.
3.
4.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Yes)를 눌러 설정을 삭제합니다.
• 다른 어떤 것 삭제없이 확인 메시지를 지우려면
(No)를 누릅니다.

• 설정 데이터 불러오기
설정 데이터 불러오기는 현재 설정 메모리 영역에 저장됩니다. 설정을 수정하기 위해서
고급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는 메모리에 저장된 것과는 조금 다른 설정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모로 편리합니다.
1.

E-CON2 메인 메뉴(페이지1-1)에서
(MEM)를 눌러서 설정 메모리 리스트를 표시
합니다.
2.
와
커서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설정 이름을 반전시킵니다.
(LOAD)를 누릅니다.
3.
4.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Yes)를 눌러 설정을 불러옵니다.
• 설정 호출없이 확인 메시지를 지우려면
(No)를 누릅니다.
주의
• 설정 데이터 불러오기는 현재 설정 메모리 영역에 있는 다른 데이터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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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그램 컨버터의 사용
Program Converter(프로그램 컨버터)는 설치 마법사나 고급 설정을 사용하여 설정한 EA200 셋업을 계산기에서 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킵니다. 또한 프로그램
*1*2
컨버터를 사용하여 셋업을 CFX-9850시리즈/fx-7400 시리즈 대응 프로그램 으로 변환
시킬 수 있습니다.
*1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산기나 EA-200에 제공되는
사용서를 참고합니다.
*2
지원되는 CFX-9850이나 fx-7400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PROGRAM
CONVERTER HELP)를 참고합니다.

■ 설정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설정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설치 마법사로 새로운 설정을 한 후
“설치 마법사를 사용한 EA-200 설정”(page 2-2)의 순서8 을 참고합니다.
• 고급 설정을 사용하여 새 설정을 한 후
“고급설정을 사용한 EA-200 설정”(page 3-1)의 순서6 을 참고합니다.
• E-CON2 메인 메뉴가 표시되어 있을 때
E-CON2 메인 메뉴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 프로그램 컨버터를 실행하여 현재 셋업
메모리 영역의 내용(설치 마법사나 고급설정을 사용한 내용)을 변환합니다.
위의 3가지 경우의 프로그램의 변환 순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 설정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기
1. 아래 설명한 키 조작 중 하나를 실행하여 프로그램 컨버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설치 마법사 화면(page 2-4)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Convert
Program)을 누릅니다.
고급 설정 메뉴(page 3-1)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PROG)를 누릅니다.
E-CON2 메인 메뉴(page 1-1)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PROG)를 누릅니다.
• 위의 조작 중 하나를 실행하면 프로그램 컨버터 화면이 표시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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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명칭에 최대 8자까지 입력합니다.
Note
프로그램 컨버터의 초기 설정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 입니다.
• 공학 계산기 관련: fx-9860시리즈
• 데이터 분석 관련: EA-200
• 눈금: None
• 패스워드: None
위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려면 순서3~7은 건너뛰고 순서8부터
실행합니다. 위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순서3~7 사이에서 해당 사항에 맞는 순서를
실행합니다.
3. 공학용 계산기를 프로그램과 관련되도록 설정합니다. 아래 키 조작 중 하나를
실행하여 프로그램을 공학용 계산기와 연관시킵니다.
계산기와 연관시킬 프로그램

키 조작

fx-9860 시리즈

(CALC)

(9860)

CFX-9850 시리즈

(CALC)

(9850)

fx-7400 시리즈

(CALC)

(7400)

• 설정하려는 공학용 계산기 모델명의 모델 번호는 프로그램 컨버터 화면의
“F1:”라인에 표시됩니다.
Note
(CALC) (→38K)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FX-9850 시리즈 프로그램을 fx-9860
시리즈 대응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기”(page 7-4)를 참고합니다.
4. 데이터 분석(EA-100 또는 EA-200)를 설정하여 프로그램과 연관시킵니다. 아래 키
조작 중 하나를 실행하여 프로그램을 데이터 분석과 연관시킵니다.
데이터 분석과 연관시킬 프로그램

키 조작

EA-200

(TYPE)

(200)

EA-100

(TYPE)

(100)

• 설정하려는 데이터 분석 모델명의 모델 번호는 프로그램 컨버터 화면의
“F2:”라인에 표시됩니다.
중요!
• EA-100과 EA-200의 특성은 상이하므로 EA-200 프로그램을 EA-100 프로그램으로
할 때나 EA-100으로 샘플링을 실행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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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정의 프로브를 데이터 분석의 CH1과 연결하려는 경우, 눈금 또는 제로
조정을 실행하도록 설정합니다. 다음 키 조작 중 하나를 실행하여 원하는 항목을
설정합니다.
설정할 항목
키 조작
CH1 사용자 정의 프로브의 눈금

(CALB)

(CALIB)

CH1 사용자 정의 프로브의 제로 조정

(CALB)

(ZERO)

눈금 없애기

(CALB)

(None)

• 설정하는 조작은 프로그램 컨버터 화면의 “F3:”라인에 표시됩니다.
6. 프로그램을 패스워드로 보호하려면
(
)를 누릅니다.
• “Password?”라는 메시지와 패스워드 입력 창이 프로그램 명칭 입력란 아래에
표시됩니다.

7. 패스워드에 최대 8자까지 입력합니다.
• 패스워드 설정을 하지 않으려면
를 누릅니다. 패스워드 입력란이 닫으며 입력을
취소합니다.
8. 모든 작업을 실행한 후,
를 눌러 설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환합니다.
• 변환이 완료되면“Complete!”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를 닫고 순서1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나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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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X-9850시리즈 프로그램을 fx-9860시리즈 대응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기
E-CON2의 CFX-9850시리즈 계산기(CFX-9850 사용자에 해당)에서 만든 EA-200 컨트롤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프로그램을 fx-9860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컨버터를 사용하여 변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FX-9850 시리즈의
EA-200 컨트롤 프로그램

------→
변환

fx-9860시리즈의
EA-200 컨트롤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변환하기
1. CFX-9850시리즈에서 만든 EA-200 컨트롤 프로그램을 fx-9860 메인 메모리로
이동시킵니다.
• fx-9860의 번들 제품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3-pin 시리얼 포트를 CFX-9850의 3-pin
시리얼 포트와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의 각 장에서 나오는“데이터
전송”부분을 참고합니다.
2. “설정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기”(page 7-1)의 순서1을 실행하여 프로그램 컨버터
화면을 표시합니다.
3.

(CALC)를 누르고 나서
(→38K)를 누릅니다.
• 메인 메모리에서 현재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4.

와
를 사용하여 변환할 프로그램으로 반전시킨 다음,
누릅니다.
• 변환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명칭 입력 화면이 표시됩니다.

(EXE)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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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명칭에 최대 8자까지 입력합니다.
• 프로그램을 패스워드로 보호하려면, 프로그램 명칭 입력 후에 “설정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기”의 순서 6과 7을 실행합니다.
6.

를 눌러 프로그램의 변환을 시작합니다.
• 변환이 완료되면“Complete!”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를 닫으려면
를 누릅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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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샘플링 작업 시작
이 장에서는 E-CON2 모드를 사용하여 설정한 항목을 이용해 EA-200의 샘플링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시작하기 전에
EA-200에서 샘플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순서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1. 계산기를 EA-200와 연결합니다.
2. EA-200의 전원을 켭니다.
3. 사용할 셋업에 따라 해당되는 센서를 알맞은 EA-200채널에 연결합니다.
4. 데이터를 샘플링할 항목을 준비합니다.

■ 샘플링 작업 시작하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샘플링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Setup Wizard로 새로운 설정을 한 후
“Setup Wizard를 사용한 EA-200 설정”(page 2-2)의 순서8을 참고합니다.
• 고급 설정을 사용하여 새 설정을 한 후
“고급설정을 사용한 EA-200 설정”(page 3-1)의 순서6을 참고합니다.
• E-CON2 메인 메뉴(page 1-1)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
E-CON2 메인 메뉴가 표시되어 있는 동안 프로그램 컨버터를 실행하여 현재 셋업
메모리 영역의 내용(Setup Wizard나 고급설정을 사용한 내용)을 변환합니다.
• 셋업 메모리 리스트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을 때
셋업 메모리 리스트에서 설정할 항목을 선택하고 나서 샘플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위에서 설명하는 처음 3가지 항목을 설명합니다. 셋업 메모리 리스트의
샘플링 시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셋업 항목을 열고 샘플링에 사용하기”(page 63)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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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링 시작하기
1. 아래 설명한 키 조작 중 하나를 실행하여 샘플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Start Setup)을
마지막 설치 마법사 화면(page 2-4)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누릅니다.
(STRT)를 누릅니다.
고급 설정 메뉴(page 3-1)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STRT)를 누릅니다.
E-CON2 메인 메뉴(page 1-1)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위의 조작 중 하나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샘플링 시작 확인 화면이 표시될 것
입니다.

2.

를 누릅니다.
• 현재 셋업 메모리 영역의 설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EA-200을 설정합니다.
• EA-200 셋업이 진행 중인 동안 “EA-200 설정…”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키를 눌러 언제든지 셋업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A-200 셋업이 완료된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3.

를 눌러 샘플링을 시작합니다.
• 샘플링이 진행 중인 동안 표시되는 화면과 완료된 후 표시되는 화면은 셋업
상세내용(샘플링 코드, 트리거 셋업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샘플링 중의 작업”을 참고합니다.

• 샘플링 중의 작업
계산기에서 EA-200으로의 샘플 시작 명령어의 전송은 다음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셋업 데이터 전송 → 샘플링 시작 → 샘플링 완료 →
샘플링 데이터를 EA-200에서 계산기로 전송하기
다음 페이지의 표는 셋업 데이터에서 설정한 트리거 조건과 센서 타입이 위의 순서와의
연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Clock

Period

Extended

Sound

Normal

Fast

Real-time

Mode

샘플링 시작

1. EA-200셋업

2. Standby

을 누르면
“4. 그래프”로
진행합니다.
를 누르면
“3.
샘플링”으로 진행합니다.

• CH1, SONIC, MIC가 전환할 때 사용되면
아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3. 샘플링
샘플 수치는 현재 샘플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 샘플 번호=1 일 때
다음 3개의 그래프 타입은
Photo-Gate-Pulley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시간과 거리 그래프
2. 시간과 속도 그래프
3.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
• 샘플 번호>1 일 때
샘플수치는 리스트
데이터에만 저장됩니다.

• Mode=Sound 일 때
그래프 화면은 모든 샘플 수치를 표시하지 않고
일부 미리보기만 표시합니다.

4. 그래프화

샘플링 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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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샘플 데이터 메모리의 사용
E-CON2 모드에서 EA-200 샘플링 작업을 실행하여 E-CON2 메모리의 “현재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 샘플 결과를 표시합니다. 개별 데이터는 각 채널에 저장되며 현재
데이터 영역의 특정 채널 데이터는 채널의 “현재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샘플링 작업을 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중인 현재 데이터를 새로운 샘플 데이터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한 세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새로운 샘플링 작업으로 교체하려면, 샘플
데이터 메모리의 데이터를 다른 파일명으로 저장합니다.

■ 샘플 데이터 파일의 관리
• 현재 샘플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기
(GRPH)를 누릅니다.
1. E-CON2 메인 메뉴(page 1-1)에서
• 그래프 모드 화면이 표시됩니다.

• 그래프 모드 화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0. 그래프 분석 도구를 그래프
데이터에 사용하기”를 참고하십시오.
2.

(DATA)를 누릅니다.
• 샘플링 데이터 리스트 화면을 표시합니다.

현재 데이터 파일의 리스트
“현재 데이터”의 상수 “cd”
열 오른쪽에는 채널명이 표시됩니다.
샘플링 데이터 리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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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
키를 사용하여 저장할 현재 데이터 파일로 반전시킨 다음
누릅니다.
• 데이터 명칭을 입력할 화면이 표시됩니다.

(SAVE)를

를 누릅니다.
4. 데이터 파일명에 최대 18자까지 입력하고
• 메모리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표시됩니다.
5. 1에서 99까지의 메모리 번호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입력한 메모리 번호가 저장된 위치에 샘플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저장한 샘플 데이터 파일이 포맷을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메모리 번호>:<파일명>

• 데이터 파일 저장 시에 이미 사용했던 메모리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 기존 파일을
새 데이터 파일로 교체할지 여부를 묻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을 눌러
기존 데이터 파일을 교체하거나
을 눌러 순서 4에서의 메모리 번호 입력창으로
돌아갑니다.
6. E-CON2 메인 메뉴(page 1-1)로 돌아가려면

를 두번 누릅니다.

Note
• 위의 순서 3에서의 현재 데이터 파일 이외에 다른 데이터 파일을 선택하고 다른
메모리 번호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파일 번호를 사용하는 한 파일명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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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샘플 데이터 파일명 변경하기
Note
• 현재 데이터 파일명을 변경할 때는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GRPH)를 누릅니다.
1. E-CON2 메인 메뉴(page 1-1)에서
• 그래프 모드 화면을 표시합니다.
2.

(DATA)를 누릅니다.
• 샘플링 데이터 리스트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와
키를 사용하여 이름을 바꿀 데이터 파일로 반전을 이동시킨 다음
누릅니다.
• 파일명 입력 화면이 표시됩니다.

(REN)을

4. 새 데이터 파일명에 최대 18자까지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샘플링 데이터 리스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E-CON2 메인 메뉴(page 1-1)로 돌아가려면

를 두번 누릅니다.

• 샘플 데이터 삭제하기
1. E-CON2 메인 메뉴(page 1-1)에서
(GRPH)를 누릅니다.
• 그래프 모드 화면을 표시합니다.
2.

(DATA)를 누릅니다.
• 샘플링 데이터 리스트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와
키를 사용하여 삭제할 데이터 파일로 반전을 이동시킨 다음
누릅니다.

(Yes)를 눌러 데이터 파일을 삭제합니다.
4.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면
(No)를 누릅니다.
• 데이터 파일 삭제없이 확인 메시지창을 닫으려면
• 샘플링 데이터 리스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E-CON2 메인 메뉴(page 1-1)로 돌아가려면

를 두번 누릅니다.

(DE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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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래프 데이터에 그래프 분석 도구 사용하기
그래프 분석 도구는 샘플 데이터로 그린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 그래프 분석 도구의 접속
아래 2가지 방법으로 그래프 분석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CON2 메인 메뉴(page 1-1)에서
도구 접속하기

를 눌러 표시된 그래프 모드 화면에서 그래프 분석

그래프 모드 화면
(GRPH)를 누릅니다.
• 샘플링 작업을 한 후에 메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 이 방법으로 그래프 분석 도구에 접속하는 경우, 여러 분석 모드들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 분석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석 모드 선택과 그래프
그리기”(page 10-2)를 참고합니다.
• Setup Wizard나 고급 설정(Realtime Mode)에서 샘플링 작업을 실행한 후, 그래프
그리기 화면에서 그래프 분석 도구에 접속하기

그래프 화면
• 이 경우, 샘플링 작업 후에 데이터가 그래프화되고 계산기는 자동으로 그래프 분석
도구로 접속합니다. “그래프 화면 키 조작”(page 11-1)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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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모드의 선택과 그래프 그리기
이 장에서는 분석 모드를 선택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기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룹니다.
Note
• 순서 4~6까지는 건너뛰어도 무관합니다. 건너뛰는 경우, 해당 순서의 설정은 초기
설정대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순서 2를 건너뛴 경우, 기본 분석 모드는 그래프 모드 화면의 제일 위 라인에
표시된 이름 중 하나입니다.
• 분석 모드 사용하고 그래프 그리기
1. E-CON2 메인 메뉴(page 1-1)에서
(GRPH)를 누릅니다.
• 그래프 모드 화면을 표시합니다.
2.

(MODE)를 누르고 나서 표시된 메뉴에서 원하는 분석 모드를 선택합니다.
표시할 그래프에 대해:

메뉴 조작

선택되는 모드

샘플 데이터 3세트를 그래프화하기

[Norm]

그래프 분석

첫번째와 두번째 파생 그래프의 샘플
데이터를 그래프화하기

[diff]

d/dt & d /dt

비교용으로 상위와 하위 윈도우의 다른 샘플
데이터의 그래프 표시

[CMPR]→[GRPH]

그래프 비교

스피커의 샘플데이터 출력과 상위 윈도우의
미가공 데이터의 그래프 표시 및 하위
윈도우의 파형 출력

[CMPR]→[Snd]

사운드 비교

상위 윈도우의 샘플 데이터의 그래프와 하위
윈도우의 첫번째 파생 그래프의 표시

[CMPR]→[d/dt]

d/dt 비교

상위 윈도우의 샘플 데이터의 그래프와 하위
윈도우의 두번째 파생 그래프의 표시

[CMPR]→[d /dt ]

2

2

2

2

2

d /dt 비교

• 현재 선택된 모드의 명칭은 그래프 모드 화면의 제일 위 라인에 표시됩니다.
분석모드명

3.

(DATA)를 누릅니다.
• 샘플링 데이터 리스트 화면이 표시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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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래프를 그릴 샘플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a.

와
키를 사용하여 선택할 샘플 데이터 파일명으로 반전을 이동시킨 다음
(ASGN)나
를 누릅니다.
• 선택한 샘플 데이터 파일명을 표시하는 그래프 모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샘플 데이터 파일명
그래프 ON/OFF 표시기
샘플링에 사용한 센서명

그래프 모드 화면
b. 위 순서를 반복하여 다른 그래프에 심플 데이터 파일을 지정합니다.
• 순서2에서 분석 모드로“그래프 분석”을 선택한 경우, 그래프 3개에 샘플 데이터
파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순서2에서 분석 모드로서 “그래프 비교”를 선택하는
경우, 그래프 2개에 샘플 데이터 파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른 모드에서는 한
개의 샘플 데이터 파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 샘플링 데이터 리스트 화면의 조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 샘플 데이터
메모리의 사용”을 참고합니다.
5. 그래프 모드 화면에 리스트된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화를 ON합니다.
a. 그래프 모드 화면에서
와
그래프를 ON/OFF 전환합니다.

키를 눌러 그래프를 선택하고 나서

(SEL)를 눌러

그래프를 OFF합니다.
그래프를 ON합니다.

b. 그래프 모드 화면에서
반전을 이동시킨 다음
변경될 것 입니다.

와
키를 눌러 지정할 그래프 스타일(Gph1, Gph2등)로
(STYL)을 누릅니다. 아래에 표시된 대로 기능 메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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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능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그래프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그래프 스타일 지정

키 조작

점(•) 데이터 마크의 라인 그래프

(

)

사각(

(

)

X(x)데이터 마크의 라인 그래프

(

)

점(•) 데이터 마크의 분포도

(

)

사각(

(

)

(

)

) 데이터 마크의 라인 그래프

) 데이터 마크의 분포도

X(x)데이터 마크의 분포도

c. a와 b를 반복하여 그래프 모드 화면의 각 그래프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7. 그래프 모드 화면에서
(DRAW)나
를 누릅니다.
• 순서2~6에서 설정한 항목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 그래프 화면이 표시되어 있을 때, 기능키는 줌이나 다른 기능을 제공합니다.
• 그래프 모드 화면에서 그래프화로 설정된 샘플 데이터의 선택 해제
1. 그래프 모드 화면에서
와
키를 사용하여 선택 해제할 샘플 데이터의
그래프(Gph1, Gph2등)로 반전시킵니다.
2.

(DEL)을 누릅니다.
• 반전된 그래프에 해당되는 샘플 데이터를 선택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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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래프 분석 도구의 그래프 화면 조작
이 장에서는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그래프 화면에서 여러 조작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샘플링 조작으로 만든 그래프 화면이나 “분석 모두 선택과 그래프 그리기”(page 102)에서 설명한 조작으로 만든 그래프 화면에서 다음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프 화면 키 조작
그래프 화면에서 아래 표에서 설명하는 키를 사용하여 그래프(Trace)의 데이터 포
인트를 읽음으로써 그래프를 분석(CALC)하거나 지정된 부분을 확대(Zoom)할 수 있습니다.

키 조작

(TRCE)

(ZOOM)

설명
현재 커서 위치의 좌표에 그래프의 트레이스 포인터를
표시합니다. 트레이스는 그래프의 특정 범위의 주기인 도수를
포함하고 변수에 그 트레이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사용”(page 11-3)을 참고합니다

x 축이나 y 축에 따라 그래프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이는 줌
작업을 시작합니다. “줌 사용”(page 11-4)를 참고합니다.

(V-WIN)

E-CON2 모드 그래프 화면의 View Window 명령어의 기능 메뉴를
표시합니다.
각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View Window 매개변수”(page
11-14)를 참고합니다.

(SKTCH)

다음 명령어를 포함하는 메뉴를 표시합니다: Cls, Plot, F-Line,
Text, PEN, Vert, Hztl.
각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x-9860G SD/fx-9860G 계산기
매뉴얼의“5-10 그래프의 모양”을 참고합니다.

(PICT)

현재 표시된 그래프를 그래픽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그래프 이미지를 열고 다른 그래프에 덮어써서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x-9860G SD/fx-9860G
계산기 매뉴얼의 “5-4 픽쳐 메모리에서 그래프 저장”을
참고합니다.

(LMEM)

그래프의 특정 범위에서 샘플 수치를 리스트에 저장할 때의 기능
메뉴를 표시합니다. “샘플 데이터를 리스트 데이터로
변환하기”(page 11-5)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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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조작

설명

(EDIT)

그래프 화면이 여러 그래프를 포함할 때, 특정 그래프를
편집하거나 확대/축소하는 기능 메뉴를 표시합니다. “여러
그래프로 작업하기”(page 11-10)을 참고합니다.

(CALC)

푸리에 급수 전개를 사용하여 샘플 결과 그래프를 함수로
변환하는 메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회귀식을 실행하여
그래프의 경향을 결정합니다. “푸리에 급수 전개를 사용하여
파형을 함수로 변환하기”(page 11-6)와 “회귀식 실행”(page
11-8)을 참고합니다.

(Y=fx)

Y=f(x)그래프를 선택하여 샘플 결과 그래프에 겹쳐쓰도록 하는
그래프 함수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Y=f(x)그래프를 샘플 결과
데이터에 겹쳐쓰기”(page 11-9)를 참고합니다.

(SPKR)

스피커의 특정 범위의 사운드 데이터 파형 그래프를 출력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스피커의 특정 범위의 그래프를
출력하기”(page 11-12)를 참고합니다.

■ 그래프 화면 스크롤 하기
그래프 화면이 표시된 경우, 커서 키를 눌러 그래프를 좌우상하로 스크롤합니다.
Note
• 트레이스나 그래프 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 커서 키를 사용하여 스크롤 이외에도
를 눌러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화면 스크롤을 조정하려면
트레이스 그래프 작업을 취소하고 나서 커서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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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스의 사용
트레이스는 현재 커서 위치의 좌표에 표시된 그래프에 십자커서를 표시합니다. 커서
키를 사용하여 그래프에서 포인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를 사용하여 주기
도수 수치를 포함할 수 있으며 범위(시간)와 개별 Alpha-Memory에서 주기 도수 수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트레이스 사용하기
(TRCE)를 누릅니다.
1. 그래프 화면에서
• 그래프에 트레이스 포인터가 표시됩니다. 현재 트레이스 포인터 위치의 좌표도
화면에 표시됩니다.

2.

와
키를 사용하여 그래프의 트레이스 포인터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 좌표 수치는 트레이스 포인터 움직임에 따라 변경됩니다.
•
를 눌러 언제든지 트레이스 포인터를 나갈 수 있습니다.

• 주기 도수 수치를 만들기
1. 위의“트레이스 사용하기”의 순서를 사용하여 트레이스 작업을 시작합니다.
2. 트레이스 포인터를 주기적 주파수 범위의 시작 지점으로 이동시킨 다음
를
누릅니다.
3. 트레이스 포인터를 주기적 주파수 범위의 끝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 순서2에서 선택한 시작 지점에서 기간 및 주기 주파수 수치를 화면 하단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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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를 눌러 기간 및 주기적 주파수 수치를 Alpha-Memory변수로 지정합니다.
• [기간]과 [주파수]의 변수명을 설정하는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 변수명의 초기설정은 기간은“S”이며 주기는“H”입니다. 다른 변수명으로
변경하려면 커서키를 사용하여 변경할 항목으로 반전을 이동시킨 다음 해당 글자
키를 누릅니다.
5. 모든 작업을 실행한 후
를 누릅니다.
• 수치를 저장하고 트레이스 화면을 나갑니다.
• Alpha-Memory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x-9860G SD/fx-9860G 계산기 매뉴얼을
참고합니다.

■ 줌 기능의 사용
x 축이나 y 축의 그래프 사이즈를 축소/확대 시킬 때 줌 기능을 사용합니다.
Note
• 화면에 그래프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아래 순서는 화면상의 모든 그래프를
줌합니다. 화면에 여러 그래프가 있을 때 특정 그래프를 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그래프로 작업하기”(page 11-10)을 참고합니다.
• 그래프 화면을 줌하기
1. 그래프 화면에서
• 돋보기 커서(

(ZOOM)을 누릅니다.
)가 화면 중앙에 표시됩니다.

2. 커서 키를 사용하여 돋보기 커서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화면의 중심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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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를 누릅니다.
• 돋보기가 사라지고 줌 모드로 들어갑니다.
• 줌 모드에서 다음과 같이 커서 키 조작을 합니다.
확대/축소 작업
그래프 이미지를
그래프 이미지의
그래프 이미지를
그래프 이미지의

4. 줌 모드를 나오려면

커서키 조작
수평으로
사이즈를
수직으로
사이즈를

확대하기
수평으로 축소하기
확대하기
수직으로 축소하기

를 누릅니다.

■ 샘플 데이터를 리스트 데이터로 변환
다음 순서를 따라하여 그래프의 특정 범위의 샘플 데이터를 리스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 샘플 데이터를 리스트 데이터로 변환하기
을 누른 다음
(LMEM)을 누릅니다.
1. 그래프 화면에서
• [LMEM]메뉴를 표시합니다.
2.
(SEL)을 누릅니다.
• 그래프의 범위를 선택하는 트레이스 포인터가 표시됩니다.
3. 리스트 데이터로 전환할 범위의 시작 지점으로 트레이스 포인터를 이동시킨 다음
를 누릅니다.

4. 리스트 데이터로 전환할 범위의 끝 지점으로 트레이스 포인터를 이동시킨 다음
를 누릅니다.
• 시간 데이터와 샘플 데이터를 저장할 리스트를 지정할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 리스트의 기본 설정은 시간은 List1이며 샘플 데이터는 List2입니다.다른
리스트(List1~List26)로 변경하려면, 커서키를 위아래로 이동시켜 변경할 리스트로
반전시킨 다음 해당 리스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11-6

그래프 분석 도구의 그래프 화면 조작
5. 모든 작업을 실행한 후,
를 누릅니다.
를 눌러 그래프
• 리스트를 저장하고 “Complete!”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리스트 데이터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x-9860G S/fx-9860G 계산기의 매뉴얼을
참고합니다.
Note
• 순서2의
이 경우,

(SEL) 대신
(ALL)을 눌러 전체 그래프를 리스트 데이터로 전환합니다.
(ALL)을 누르자 마자 “샘플 데이터 저장”대화창이 표시됩니다.

■ 푸리에 급수 전개를 사용하여 파형을 함수로 변경하기
푸리에 급수 전개는 사운드를 함수로 표현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아래 순서는 그래프 화면에 이미 샘플 사운드 데이터의 그래프가 있다는 전제하의
설명입니다.
• 푸리에 급수 전개 실행하기
을 누른 다음
(CALC)를 누릅니다.
1. 그래프 화면에서
• [CALC]메뉴가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2.

(Furie)를 누릅니다.
• 그래프 범위를 선택하는 트레이스 포인터를 표시합니다.
3. 푸리에 급수 전환을 실행할 범위의 시작 지점으로 트레이스 포인터를 이동시킨 다음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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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푸리에 급수 전환을 실행할 범위의 끝 지점으로 트레이스 포인터를 이동시킨 다음
를 누릅니다.
• 푸리에 급수의 시작 단계를 설정하는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5. 1~99까지의 범위에 수치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 푸리에 급수의 단계를 입력하는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를 누릅니다.
6. 1~10의 범위에 수치를 입력하고
• 그래프 함수 리스트가 계산 결과로 표시됩니다.

7.

(DRAW)를 눌러 함수를 그립니다.

• 확장된 함수 그래프와 원래 그래프를 확인하여 둘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Note
(DRAW)를 누른 경우, 푸리에 급수 전환의 그래프 결과와 겹쳐져 있는
순서7에서
원래 그래프가 올바르게 정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그래프의
위치를 수정하여 겹쳐진 그래프와 정렬시킵니다.
원래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그래프 화면에서 특정
그래프를 이동시키기”(page 11-12)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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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식 실행
아래 순서를 사용하여 트레이스 포인트를 사용한 특정 범위의 회귀식을 실행합니다.
다음의 모든 회귀식 타입을 지원합니다: 1차, Med-Med, 2차, 3차, 4차, 대수, 지수,
거듭제곱, 사인, 로지스틱
회귀식 타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x-9860G SD/fx-9860G 매뉴얼의 6-3-5에서 6-3-10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다음 순서는 2차 회귀식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동일한 일반 순서는
다른 타입의 회귀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차 회귀식을 실행하기
1. 그래프 화면에서
를 누르고 나서
(CALC)를 누릅니다.
• [CALC]메뉴가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2.
(X^2)를 누릅니다.
• 그래프의 범위를 선택하는 트레이스 포인터를 표시합니다.

3. 2차 회귀식을 실행할 범위의 시작 지점으로 트레이스 포인터를 이동시킨 다음
를 누릅니다.
4. 2차 회귀식을 실행할 범위의 끝 지점으로 트레이스 포인터를 이동시킨 다음
를 누릅니다.
• 2차 회귀식 계산 결과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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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RAW)를 누릅니다.
• 2차 회귀식 그래프를 그리고 원래 그래프 위에 올려놓습니다.

• 겹쳐져 잇는 2차 회귀식 그래프를 삭제하려면
(Cls)를 누릅니다.

(SKTCH)를 누른 다음

■ Y=f(x)그래프와 샘플 결과 그래프를 겹쳐놓기
Y=f(x)그래프를 샘플 결과 그래프 위에 겹쳐 놓을 때 이 순서를 사용합니다.
• Y=f(x)그래프를 기존 그래프에 겹쳐놓기
를 누른 다음
(Y=fx)를 누릅니다.
1. 그래프 화면에서
• 그래프 함수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이전에 그래프 함수 리스트에 입력한 모든
함수가 여기서 표시될 것 입니다.

2. 그래프할 함수를 입력합니다.
와
키를 사용하여 함수를 입력할 라인으로 반전을
• 함수를 입력하려면
이동시킨 다음, 입력에 계산기 키를 사용합니다.
를 눌러 함수를 저장합니다.
3. 그래프 함수 리스트에서 그래프할 함수를 지정합니다.
• “=”기호가 반전된 함수에서는 그래프 ON상태입니다. 함수의 그래프화를 ON/OFF
전환하려면
와
키를 사용하여 함수로 반전을 이동시킨 다음
(SEL)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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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를 누릅니다.
4. 그래프 함수 리스트 설정을 완료한 후,
• 그래프화가 ON되어 있는 모든 그래프를 그래프 화면의 원래 그래프 위에 겹쳐
놓습니다.

• 겹쳐 놓여진 그래프를 삭제하려면
누릅니다.

(SKTCH)를 누른 다음

(Cls)를

중요!
위의 순서4에서 표시된 스크린샷은 샘플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린 그래프의 회귀식을
실행하여 저장되거나 계산된 함수의 스크린샷입니다. 샘플 데이터 그래프에 Y=f(x)
그래프를 겹쳐 놓는 것은 자동으로 샘플 데이터에 근거한 회귀식 그래프를 그립니다.

■ 여러 그래프로 작업하기
이 장의 순서는 화면에 여러 그래프가 있을 때 특정 그래프를 이동시키거나 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여러 그래프 중 특정 그래프를 줌하기
1. 그래프 화면에 여러 그래프가 있는 경우,
• [EDIT]메뉴가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2.

를 누른 다음

(ZOOM)을 누릅니다.
• 그래프 화면에 있는 원래 그래프 중 하나만 표시합니다.

(EDIT)를 누릅니다.

11-11

그래프 분석 도구의 그래프 화면 조작
3.

와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그래프가 표시될 때까지 표시한 다음

를 누릅니다.

• 줌 모드로 들어가고 모든 그래프를 다시 표시하며 화면 중앙에 돋보기 커서(
표시됩니다.

)가

4. 커서키를 사용하여 돋보기 커서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화면의 중심으로 이동시킵니다.
5.

를 누릅니다.
• 돋보기 커서가 사라지고 줌 모드로 들어갑니다.
• 줌 모드에서 커서키는 다음 작업을 실행합니다.
확대/축소 작업
그래프 이미지를
그래프 이미지의
그래프 이미지를
그래프 이미지의

6. 줌 모드를 나가려면

커서키 조작
수평으로
사이즈를
수직으로
사이즈를

확대하기
수평으로 축소하기
확대하기
수직으로 축소하기

를 누릅니다.

11-12

그래프 분석 도구의 그래프 화면 조작
• 여러 그래프 중 특정 그래프 이동하기
을 누른 다음
(EDIT)를 누릅니다.
1. 그래프 화면에 여러 그래프가 있는 경우,
• [EDIT]메뉴가 표시됩니다.
2.
(MOVE)를 누릅니다.
• 그래프 화면에 원래 있던 그래프 중 하나만 표시합니다.
3.
와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그래프가 표시될 때까지 표시한 다음
를 누릅니다.
• 이동 모드로 들어가고 모든 그래프를 다시 표시합니다.
와
키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좌우로 이동시키거나
와
키를 사용하여
4.
그래프를 위아래로 이동시킵니다.

5. 이동 모드를 나가려면

를 누릅니다.

■ 스피커에서 특정 범위의 그래프 추출
다음 순서를 사용하여 스피커에서 특정 범위의 사운드 데이터 파형 그래프를 만듭니다.
• 스피커에서 그래프 추출하기
를 누른 다음
를 누릅니다.
1. 그래프 화면에서
• 그래프의 범위를 선택하는 트레이스 포인터가 표시됩니다.

2. 스피커에서 출력할 범위의 시작 지점으로 트레이스 포인터를 이동시킨 다음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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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피커에서 출력할 범위의 끝 지점으로 트레이스 포인터를 이동시킨 다음
를 누릅니다.
•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설정한 후, 아래와 같이 출력 주파수 대화창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4. 출력 주파수의 퍼센트 수치를 입력합니다.
• 출력 주파수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원래 사운드를 출력하려면 100%로 설정합니다.
원래 사운드에서 한 옥타브만큼 높이려면 수치를 200%로 입력합니다. 원래
사운드보다 한 옥타브 낮추려면 수치를 50%로 입력합니다.
를 누릅니다.
5. 출력 주파수를 입력한 후
• EA-200 스피커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파형을 출력합니다.
• 설정한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Range Error”메시지가 표시될 것 입니다.
를 눌러 이전 설정 화면으로 되돌아 가고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6. 사운드 출력을 종료하려면 EA-200[START/STOP]키를 누릅니다.
7.

를 누릅니다.
•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Yes)를 누릅니다. 순서를 종료하고 그래프
8. 스피커의 출력을 다시 하는 경우
(No)를 누릅니다.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Yes)를 누르면 “도수 출력”대화창으로 돌아갑니다. 그 때 위의 순서4부터
•
다시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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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윈도우의 변수 설정
그래프 화면이 표시되어 있을 때
화면 아래에 표시됩니다.

(V-Window)를 누르면 뷰 윈도우 기능키 메뉴가

설정하려는 뷰 윈도우 변수에 해당되는 기능 키를 누릅니다.
기능키

설명

(Auto)

다음 뷰 윈도우 변수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Y축 요소: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
X축 요소: 1데이터 항목이 1도트와 같을 때의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1데이터는 1도트와 같습니다.

(FULL)

사이즈를 재측정하여 모두 화면

(Y)

그래프를 재측정하여 모두 화면의 Y축에 따라 X축 변경없이
맞춥니다.

사이즈에 맞춥니다.

그래프 설정 화면(page 3-13)의 Econ Axes 설정으로 표시된 축
그리드를 설정합니다.
( μ sec): 마이크로 초
(UNIT)

(CHNG)

(msec): 밀리 초
(sec): 초
(DHMS): 일, 시간, 분, 초,(1일, 2시간, 30분, 5초 = 1d2h30m5s)
(Auto): 자동 선택
그래프 화면의 소스 데이터 화면을 ON/OFF 전환합니다.

뷰 윈도우 기능 키 메뉴를 나가고 표준 기능 키 메뉴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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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Activity에서 E-CON2 기능 불러오기
eActivity파일에서 “Econ 스트립”을 포함함으로써 eActivity에서 E-CON2 기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4개의 이용가능한 E-CON 스트립에 대해 설명합니다.
• Econ 설치 마법사 스트립
이 스트립은 E-CON2 Setup Wizard를 불러옵니다. Econ Setup Wizard 스트립은
eActivity에서의 다음 순서의 작업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Setup Wizard를 사용한
EA-200 셋업→샘플링→그래프화
• Econ 고급설정 스트립
이 스트립은 E-CON2 고급 설정 화면을 불러옵니다. 고급설정은 EA-200 상세
설정과 샘플링 실행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기능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프로그램
컨버터 제외); MULTIMETER 모드를 사용한 여러 센서의 동시 샘플링 등.
• Econ 샘플링 스트립
이 스트립은 고급 설정을 사용하여 설정한 EA-200 셋업 정보를 저장하고 샘플링을
시작합니다. 셋업 정보가 이런 타입의 스트립에 저장되면 기록된 셋업 정보에
근거하여 샘플링을 즉시 시작합니다.
• Econ 그래프 스트립
이 스트립은 스트립에 저장된 샘플 데이터를 그래프화합니다. 샘플 데이터는
스트립을 실행한 처음에 스트립에 저장됩니다.
이 장에서는 각 타입의 Econ 스트립을 eActivity 파일에 삽입하는 방법과 삽입된 Econ
스트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Activity 작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x9860G SD나 fx-9860G 계산기의 매뉴얼에서“10. eActivity”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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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tivity 파일에 Econ 스트립 삽입하기
다음 순서는 Econ스트립을 삽입하려는 eActivity파일이 이미 열려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합니다. 새 파일을 만드는 방법이나 기타 eActivity작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x9860G SD나 fx-9860G 계산기의 매뉴얼 “기본 eActivity 파일 조작”(page 10-1-5)를
참고합니다.
• eActivity 파일에 Econ 스트립 삽입하기
1. eActivity 작업 화면에서 Econ스트립을 삽입할 위치로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2.
(STRP)를 누릅니다.
• 삽입 가능한 스트립 리스트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3.

와

키를 사용하여 삽입할 Econ 스트립의 타입으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 Econ 스트립 타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장의 시작 부분(12-1)을 참고하십시오.
4.

를 누릅니다.
• 라인 위나 현재 커서가 위치한 스트립 위에 스트립이 삽입됩니다.

5. 스트립명에 최대 16자까지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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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를 눌러 스트립 명을 설정합니다.

• 스트립을 반전시킵니다.
•
를 눌러 스트립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립 실행시에 필요한 작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Econ 스트립에서 E-CON2 기능 불러오기”를 참고합니다.

■ Econ 스트립에서 E-CON2 기능 불러오기
이 장에서는 eActivity 파일에 삽입할 수 있는 각 타입의 Econ 스트립의 조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 Econ Setup Wizard 스트립에서 Setup Wizard 접속하기
1. eActivity 작업 화면에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2.

와

키를 사용하여 Econ 설치 마법사 스트립으로

를 누릅니다.
• Setup Wizard를 실행 시작시키고 “Select Sensor”화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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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tup Wizard를 사용하여 EA-200 설정하기”(page 2-2)의 순서3부터 실행하여 EA200을 설정하고 샘플링을 실행합니다.
Note
• Econ Setup Wizard 스트립의 경우, “Complete!”대화창에서 “1: Start
Setup”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선택 불가능합니다.

4. eActivity 작업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

)

를 누릅니다.

• Econ 고급 설정 스트립에서 고급 설정으로 접속하기
와
1. eActivity 작업 화면에서
이동시킵니다.
2.
를 누릅니다.
• 고급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키를 사용하여 Econ 고급 설정 스트립으로 반전을

• 여기에서 “고급 설정을 사용하여 EA-200 설정하기”(page3-1)의 순서4 이하를
실행합니다.
• 순서를 완료한 후에 eActivity 작업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 )를
누릅니다.
Note
• Econ 고급 설정 스트립을 사용하여 설정하면 셋업 정보가 해당 스트립에
등록됩니다. 이것은 다음 번 스트립을 열 때 샘플링은 이전에 등록된 설정 정보를
따라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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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 샘플링 스트립에서 샘플링 실행하기
1. eActivity 작업 화면에서
이동시킵니다.

2.

와

키를 사용하여 Econ 샘플링 스트립으로 반전을

를 누릅니다.
• 샘플링 시작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 샘플링에 Econ 샘플링 스트립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인 경우, 순서3으로 진행합니다.
• 동일 설정으로 재실행하고 붙여 넣었던 샘플링에 사용한 Econ 샘플링 스트립인
경우, 순서8로 진행합니다.
3.

4.

(

)를 눌러 응용프로그램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와
키를 사용하여 “Econ 고급 설정”으로 반전을 이동시킨 다음
누릅니다.
• 고급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를

5. “고급 설정을 사용하여 EA-200 설정하기”의 순서4와 5를 실행하여 샘플링을
설정합니다.
6.
7.

(

)를 눌러 응용 프로그램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와
키를 사용하여 “Econ 샘플링”으로 반전을 이동시키고
• 순서2의 샘플링 시작 확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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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를 누릅니다.
• Econ 샘플링 스트립에 등록된 셋업 데이터에 따라서 EA-200을 설정합니다. EA-200
설정이 완료되면 “Start smapling?”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9.
를 눌러 샘플링을 시작합니다.
• 샘플링이 완료된 후나 진행 중일 때 표시된 화면은 셋업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샘플링 작업 시작”(page 8-1)을 참고합니다.
• 샘플링이 완료된 후, 데이터는 셋업 설정에 맞춰서 그래프화될 것 입니다.
10. eActivity 작업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

)를 누릅니다.

• Econ Graph 스트립에서 샘플 데이터를 그래프화하기
1. eActivity 작업 화면에서
와
키를 눌러 Econ 그래프 스트립으로 반전을
이동시킵니다.
를 누릅니다.
2.
• Econ 그래프 스트립이 이전 실행으로 이미 등록된 샘플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기존 데이터의 그래프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 순서5로 건너뜁니다.
• 처음 실행하는 Econ그래프 스트립인 경우, 고급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순서 3으로 진행합니다.
3. “고급 설정을 사용하여 EA-200 설정하기”의 순서 4와 5를 실행하여 샘플링을
설정합니다.
4.
(STRT)를 누릅니다.
를 눌러 샘플링을 시작합니다.
•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의 지시대로
• 샘플링이 완료된 후, 셋업 설정에 맞춰서 데이터가 그래프화될 것 입니다.
5. 그래프 화면에서 eActivity 작업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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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 스트립 메모리의 주의사항
• 각 Econ 스트립의 메모리 용량은 25KB입니다. 이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을 실행하면
에러 메세지가 발생합니다. 메모리 용량을 초과하는 큰 용량의 샘플들을 취급할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마이크로폰으로 샘플링을 실행할 때는 FFT 그래프가 OFF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여
주십시오. FFT 그래프가 ON상태로 두면 메모리 용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 )를 눌러 eActivity 작업 화면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 에러가 발생하면
다시 실행합니다.
• 각 스트립의 메모리 사용 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x-9869G SD나 fx-9860G
매뉴얼의“10-5 eActivity 파일 메모리 사용 화면”을 참고합니다.

이 마크는 유럽 국가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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