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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하의 순서로 디지털 부분이 전환된다. 

 

☆시간. 날짜 모드  

▶초 맞추기 

시간/날짜 모드 →B 버튼→ 

“초” 디지트 →ⓞ 버튼 

→”00”초부터 시작→B 버튼 

→완료 

▶시/분 /날짜 맞추기 

시간/날짜 모드→B 버튼 →A 

버튼 → 아래 그림처럼 디지트 이동 

→A 버튼 →자리이동 후 치수 버튼으로 입력→입력 

하면 디지트는 자동적으로 이동→조작 완료 후 B 버튼  

☞예: 2001년 11월 8일 오후 10시 6분 입력  

 

☆계산기 모드  

모든 계산은 8자리까지 표시된다.  

계산은 단순계산과 반복 계산을 할 수 있다.  

■단순 계산 예 

■반복 계산 예 

■정정하는 방법 

계산 도중에 숫자를 잘못 눌렀을 때에는 A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정확한 숫자를 재 입력하면 그 상태 

그대로 계산 가능 하다. 또한 +, -, X, ÷을 잘못 눌렀을 

때에는 계속해서 정확하게 눌러 수정한다. 항이 

오버하였을 때는 최하에 항에 “E”을 표시하고 소수점은 

[임의에 위치]을 가리킨다. “E”표시 후, 계산을 계속 할 

때는 A 을 한번, 새롭게 계산을 시작할 때는 A 을 2 번 

누른다.  

 

 



☆듀얼타임 사용법 

듀얼타임은 시간 표시(시간모드)와는 별도로 해외 시간과 

하나에 다른 시간을 설정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초], [12/24제]는 시간 표시와 연동한다.  

■설정 방법 

듀얼타임 모드 →B 버튼 →”시” 

디지트 →설정하는 시간(시, 분) 

입력 →B 버튼→설정완료 

•A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디지트가 

이동하므로, 설정하고 싶은 

곳만을 선택할 수 있다.  

■예: 오전 4 시 28 분 설정 듀얼 타임. 

☞입력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A 버튼을 눌러서 수정할 

곳을 깜박이게 한 후, 수정한다.  

☞시간 모드를 24 시간제로 설정하였을 때에는 시간 

설정도 254시간제로 하여야 한다.  

 

☆알람 모드 

●일반 알람 

설정한 시간이 되면 약 20 초 동안 소리가 난다. 

●시보 

매 정각마다 소리가 난다. 

■알람 시간 세트 

알람 모드 →B 버튼 →”시” 

디지트 →설정하는 시,분 

입력 후 B 버튼  

•A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디지트가 이동하므로 

설정하고 싶은 곳은  

 

■예: 오전 9 시 5 분 알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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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을 잘못 설정하였을 때에는 A 버튼을 눌러서 

수정할 곳을 깜박이게 한 후 새로 입력하여 수정한다.  

■알람 ON/OFF 

알람 모드에서 ④을 누를 때마다 알람 마크  

가 나타나거나, 없어진다.  

■시보 ON/OFF 

알람 모드에서 ⓧ을 누를 때마다 시보 마크 

가 나타나거나, 없어진다.  

■모니터 알람 

알람 모드에서 + 버튼과 ⓞ버튼을 동시에 계속 누르면 

전자음이 울린다.  

 

☆스톱워치 모드  

1/100 초 단위로 23 시간 59 분 59 초 99 (24 시간 계)까지 

계측 가능. 이 범위를 지나가면 0 부터 계속해서 

계측한다. 

■브라인드 표시 

계측 시간이 60 분을 넘으면, 

÷을 누르고 있는 동안 [시간]이 

표시 된다.  

■계측하는 방법 

+, ⓞ을 누를 때마다 조작 확인 

음이 울린다.  

 

 

 

 

 

 

■계측방법 

 

 

 

 

■경과시간 알림 기능 

 -스톱워치 모드에서 계측 중, 경과 시간이 10 분 

단위(10분, 20분……)마다 전자음이 “삐” 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