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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안내서 정보 

이 HP 12c Platinum 사용 설명서는 HP 12c Platinum 프로그램 가능 재무용 계산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재무 도구를 손에 넣은 후 안내서를 

펼쳐보지도 않고 즉시 버튼부터 누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안내서를 자세히 

읽고 포함된 예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소개 뒤에는 HP 12c Platinum 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재무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간편하게 재무 계산 수행”이라는 간략한 섹션이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나머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부(섹션 1 ~ 7)에서는 계산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무, 수학, 통계 및 기타 
기능(프로그래밍 제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섹션 1은 시작 섹션으로,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 간단한 산술 계산과 연속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 및 저장 레지스터("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섹션 2에서는 백분율 및 달력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섹션 3에서는 단리, 복리 및 상각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섹션 4에서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 채권 및 감가상각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섹션 5에서는 연속 메모리, 디스플레이, 특수 기능 키 등의 기타 작동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섹션 6 및 7에서는 통계, 수학 및 숫자 변경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II부(섹션 8 ~ 11)에서는 HP 12c Platinum의 강력한 프로그래밍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III부(섹션 12 ~ 16)에서는 부동산, 대출, 저축, 투자 분석 및 채권 분야의 특수 문제에 
대한 단계별 풀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풀이 중에는 수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된 풀이가 독립적이고 
단계별로 이루어지므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도 이러한 풀이를 
쉽게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 경우 풀이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훌륭한 프로그래밍 
기법 및 방법의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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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부록에서는 계산기 연산의 추가 정보와 보증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내서 뒷면의 기능 키 색인과 프로그래밍 키 색인을 사용하여 설명서에 있는 광범위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재무 계산 

영국에서의 대부분의 재무 문제에 대한 계산은 이 안내서에서 설명하는 미국에서의 해당 

문제에 대한 계산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특정 문제의 경우 미국에서와 다른 계산 방법이 

영국에서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G 를 참조하십시오. 

재무 문제의 추가 풀이 

이 안내서의 섹션 1 ~ 16 에 있는 특수 풀이 외에도 선택적인  문제 풀이 안내서 에서 다양한 
추가 풀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예측, 가격 책정, 통계, 저축, 투자 분석, 개인 재정, 증권, 
캐나다 저당권, 제조 학습 곡선 및 옵션 가격 책정 및 대기 이론 분야의 문제에 대한 풀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이 안내서는 HP 12c Platinum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신 다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내슈빌, 립스콤(Lipscomb) 대학, Gene Wright 

및 

뉴질랜드, 웰링턴, Tony Hutchins 

스페인, 바르셀로나, Jordi Hidal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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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재무 계산 수행 
이 안내서를 읽기 전에 HP 12c Platinum 을 사용하면 재무 계산이 얼마나 간편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예를 살펴볼 때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섹션 1 에서부터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예 1: 14 년 후 딸의 대학 학자금을 오늘부터 마련하려고 합니다. 학자금은 4 년 동안 매년 

6,000 달러(매월 500 달러)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예금 계좌에서 매월 초에 500 달러를 
인출한다고 가정합니다. 계좌 이자율이 월 복리로 계산되는 6% 연이율일 경우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 계좌에 얼마를 예금해 놓아야 합니까? 

이것은 복리 계산의 예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는 다음 값 중 세 개 이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n: 복리 기간 수 
 i: 복리 기간당 이자율 

 PV: 복리 금액의 현재 가치 
 PMT: 정기 상환액 
 FV: 복리 금액의 미래 가치 

이 특정 예에서 위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n은 4년 × 연간 12개 기간 = 48개 기간입니다. 
 i는 6% 연이율 ÷ 연간 12개 기간 = 기간당 0.5%입니다. 
 PV는 계산할 값으로, 금융 거래가 시작될 때의 현재 가치입니다. 

 PMT는 500달러입니다. 
 딸이 졸업할 때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FV는 0입니다. 

시작하려면; 키를 눌러 계산기를 켠 다음 아래의 키 입력 열에 있는 키를 누르십시오.
*  

                                                 
* HP 계산기 키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17 페이지와 17 페이지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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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산기를 켤 때 디스플레이의 왼쪽 위 모퉁이에 표시되는 배터리 기호( )는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전원이 거의 소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새 배터리를 설치하려면 

부록 F를 참조하십시오. 
 
달력 기능과 거의 모든 재무 기능은 결과를 얻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은 대개 몇 초에 불과하지만¼, !, L 및S기능은 30초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중에는 계산기가 실행 중임;을 나타내기 위해 디스플레이에서 

running이 깜박입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Hf2 0.00 계산기 내의 이전 데이터를 지우고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디스플레이를 설정합니다. 

4gA 48.00 복리 기간 수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6gC 0.50 정기 이자율을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500P 500.00 정기 상환액을 저장합니다. 

g× 500.00 상환 모드를 시작으로 설정합니다. 

$ -21,396.61 예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 2: 이제 딸이 14 년 후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필요한 예금액을 모으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딸이 납입 완료된 5,000 달러의 보험 증권을 갖고 있고 이 보험 증권의 이자율이 연 
복리로 5.35%인 경우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 이 보험 증권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예에서는 미래 가치인 FV 를 계산해야 합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G -21,396.61 계산기 내의 이전 재무 데이터를 

지웁니다. 

14n 14.00 복리 기간 수를 저장합니다. 

5.35¼ 5.35 정기 이자율을 저장합니다. 

                                                 
∗  디스플레이의 - 부호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쓰지 마십시오. 부호와 기타 내용은 섹션 3 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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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Þ$ -5,000.00 보험 증권의 현재 가치를 

저장합니다. 

M 10,371.79 14년 후 보험 증권의 가치입니다. 

예 3: 앞의 예를 통해 보험 증권이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차액(21,396.61 – 10,371.79 = 11,024.82)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월 복리로 계산되는 6% 연이율을 지급하는 계좌에 다음 달 말부터 매월 불입하는 경우 남은 
14 년 동안 11,024.82 달러를 모으기 위해 필요한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G 10,371.79 계산기 내의 이전 재무 데이터를 

지웁니다. 

14gA 168.00 복리 기간 수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6gC 0.50 정기 이자율을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11024.82M 11,024.82 필요한 미래 가치를 저장합니다. 

gÂ 11,024.82 상환 모드를 끝으로 설정합니다. 

P –42.03 필요한 월 상환액입니다. 

예 4: 월 복리로 계산되는 6% 연이율의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매월 
45 달러를 불입할 수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모을 수 있는 최소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이 문제에서는 계산기 내의 이전 재무 데이터가 대부분 앞의 예제에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데이터를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45ÞP –45.00 상환액을 저장합니다. 

¼ 0.43 정기 이자율입니다. 

:gC 5.13 연이율입니다. 

위의 예는 HP 12c Platinum 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 계산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강력한 재무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의 나머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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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시작 
전원 켜기 및 끄기 

HP 12c Platinum 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 키를 다시 누르면 계산기가 

꺼집니다. 수동으로 끄지 않는 경우 계산기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후 12 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배터리 부족 표시 

계산기를 켤 때 디스플레이의 왼쪽 위 모퉁이에 표시되는 배터리 기호( )는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전원이 거의 소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부록 F 를 참조하십시오. 

디스플레이 대비 조정 

디스플레이의 선명도는 조명, 시야각 및 디스플레이 대비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f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는- 키를 눌러 디스플레이 대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HP 12c Platinum 의 많은 키는 두 가지 기능이나 세 가지 기능까지도 수행합니다. 기본 기능은 
키 상단 영역에 흰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보조 기능은 키 위의 금색 글자 및 키 하단 영역의 
파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보조 기능은 적절한 프리픽스 키를 누른 다음 해당 기능 키를 
누르면 지정됩니다.

                                                 
∗  ; 키는 실수로 누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키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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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위에 금색으로 표시된 보조 기능을 지정하려면
금색 프리픽스 키(f)를 누른 다음 해당 기능 키를
누릅니다. 

 키 상단에 표시된 기본 기능을 지정하려면 해당 키만
누릅니다. 

 키 하단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보조 기능을
지정하려면 파란색 프리픽스 키(g)를 누른 다음
해당 기능 키를 누릅니다. 

이 안내서 전반에서 키보드에 “CLEAR”라는 대괄호 아래에 금색으로 표시되는 기능은 “CLEAR”를 
앞에 붙여 나타냅니다(예: CLEARH 기능은…” 또는 “fCLEARH 키를 누르면…”). 

f또는g 프리픽스 키를 잘못 누르면fCLEARX 키를 눌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및i 키를 취소할 때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러한 키는 해당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이러한 키를 누른 다음 다른 키를 눌러야 한다는 의미에서 "프리픽스" 키입니다. X키는 
표시된 숫자의 가수(모두 10 자리)를 표시하는 데도 사용되므로X키를 놓으면 

디스플레이에 수의 가수가 잠시 동안 나타납니다. 

f 또는g 프리픽스 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해당 상태 표시(f 또는 g)가 켜집니다. 각 상태 
표시는 기능 키(해당 키의 보조 기능 실행), 다른 프리픽스 키 또는fCLEARX 키를 누르면 
꺼집니다. 

숫자 입력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하려면 종이에 숫자를 쓰는 것처럼 숫자 키를 순서대로 누릅니다. 
소수점이 마지막 숫자의 오른쪽에 나타나지 않고 숫자의 일부이면 소수점 키를 사용하여 

소수점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릿수 구분 기호 

숫자를 입력할 때 소수점 왼쪽에 있는 각 세 자릿수 그룹이 디스플레이에서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공장에서 배송된 후나 연속 메모리를 재설정한 후 계산기를 처음 켜는 경우 
표시된 숫자의 소수점은 점이고 각 세 자릿수 그룹의 구분 기호는 쉼표입니다. 원하는 경우 
소수점에 쉼표를 표시하고 세 자릿수 구분 기호에 점을 표시하도록 계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계산기를 끈 다음.키를 누른 상태에서;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에서 원래 자릿수 구분 기호를 사용하도록 계산기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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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 

방금 입력했거나 계산 결과로 표시된 숫자를 음수로 만들려면Þ (부호 변경 ) 키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에 음수가 표시되는 경우(즉, 숫자 앞에 - 부호가 있는 경우)  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에서 - 부호가 제거되어 숫자가 양수가 됩니다.  

 

큰 숫자 입력 

디스플레이에 10 자리가 넘는 숫자는 표시될 수 없으므로 9,999,999,999 보다 큰 숫자는 각 
자릿수를 모두 입력하여 디스플레이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과학적 
기수법”이라는 수학적 약기로 표현된 경우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과학적 
기수법으로 변환하려면 왼쪽에 한 자릿수(0 이 아닌 숫자)만 있을 때까지 소수점을 이동합니다. 
생성되는 숫자를 원래 숫자의 “가수”라고 하며 소수점을 이동한 소수 자릿수를 원래 숫자의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는 소수점을 왼쪽으로 이동했으면 양수이고,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면(1 보다 작은 숫자에 해당함) 음수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숫자를 입력하려면 가수를 
입력하고Æ (지수 입력 ) 키를 누른 다음 지수를 입력합니다. 지수가 음수이면Þ 키를 누른 
후Æ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1,781,400,000,000 달러를 입력하려면 소수점을 왼쪽으로 12 자리 이동하여 가수 
1.7814 와 지수 12 를 제공합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1.7814Æ12 1.7814  12 과학적 기수법으로 

1,781,400,000,000이 입력
됩니다. 

과학적 기수법으로 입력한 숫자는 다른 숫자와 마찬가지로 계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숫자를 입력하는 동안gÚ 키를 누르면 입력한 마지막 글자가 삭제됩니다. 계산을 수행한 
후gÚ키를 누르면 현재 숫자가 삭제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12345gÚgÚ 
.63\ 

 
123.63 

 
수정으로 4와 5가 제거됩니다. 

gÚ키를 누르면 가장 최근에 

입력한 숫자가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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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5+ 128.63  

gÚ 0.00 계산기 줄을 지웁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12345gÚgÚ 
.63+ 

 
123.63 

 
수정으로 4와 5가 제거됩니다. 

gÚ 키를 누르면 가장 

최근에 입력한 숫자가 

지워집니다. 

5} 128.63 } 키는 \ 키로도 표시됩니
다. 

gÚ 0.00 계산기 줄을 지웁니다. 

 

CLEAR 키 

레지스터나 디스플레이를 지우면 포함된 숫자가 0 으로 바뀝니다. 프로그램 메모리를 지우면 

해당 위치의 명령이gi000 으로 바뀝니다. HP 12c Platinum 에는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몇 가지 지우기 작업이 있습니다. 

키 지우는 대상 

O 디스플레이 및 X 레지스터 

fCLEAR² 통계 레지스터(R1 ~ R6), 스택 레지스터 및 

디스플레이 

fCLEARÎ 프로그램 메모리(프로그램 모드에서 누르는 

경우에만 해당) 

fCLEARG 재무 레지스터 

fCLEARH 데이터 저장 레지스터, 재무 레지스터, 스택 및 
LAST X 레지스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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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LG 모드에서는OO 키를 눌러 계산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문제의 풀이를 방해할 수 있는 보류 중인 산술 계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키를 두 
번 누르는 이유는 처음 누를 때에는 디스플레이와 X 레지스터만 지워져서 올바른 숫자를 
입력하여 잘못된 입력을 수정할 수 있고, O 키를 두 번째 누를 때에는 보류 중인 
연산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 키를 누르는 경우에도 새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보류 중인 연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 키를 누르면 보류 중인 식이 모두 

계산됩니다. 

연산 취소 

O, gÚ, fCLEARH, fCLEAR² 또는fCLEARG키를 눌러 데이터를 지울 

때마다  상태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이 상태 표시는gß키를 눌러 마지막 
연산을 취소할 수 있음(즉,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참고: 취소 기능은 데이터가 지워진 직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 표시가 꺼져 
있으면 연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RPN 및 ALG 키 

RPN(역 폴란드 표기법) 또는 ALG(대수) 모드에서 산술 연산을 수행하도록 계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RPN(역 폴란드 표기법) 모드에서는 계산의 중간 결과가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괄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ALG(대수) 모드에서는 필요한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덧셈, 뺄셈, 곱셈 및 나눗셈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RPN 모드를 선택하려면: 계산기를 RPN 모드로 설정하려면f] 키를 누릅니다. 계산기가 
RPN 모드에 있으면 RPN 상태 표시가 켜집니다. 

ALG 모드를 선택하려면: 계산기를 ALG 모드로 설정하려면f[ 키를 누릅니다. 계산기가 
ALG 모드에 있으면 ALG 상태 표시가 켜집니다. 

예  

1 + 2 = 3 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RPN 모드에서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고 \ 키를 누른 다음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산술 연산자 키+ 키를 누릅니다.  

ALG 모드에서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고+ 키를 누른 다음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등호 키}키를 누릅니다. 계산을 수행하기 전에OO키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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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N 모드 ALG 모드 

1 \ 2 + 1 + 2 } 

계산을 수행할 때 ALG(대수) 모드나 RPN(역 폴란드 표기법)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 전반에서 대부분의 예는 두 모드에서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키 입력이 서로 다른 
경우 RPN 모드나 ALG 모드가 키 입력 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키 입력이 같은 경우에는 키 

입력 열에 "키 입력"만 표시됩니다. 

RPN 모드의 간단한 산술 계산 

RPN 모드에서 간단한 산술 계산에는 숫자 두 개와 연산(덧셈, 뺄셈, 곱셈 또는 나눗셈) 하나가 
포함됩니다. HP 12c Platinum 에서 이러한 계산을 수행하려면 먼저 계산기에 두 숫자를 입력한 
다음 수행할 연산을 입력합니다. 연산 키(+,-,§ 또는z)를 누르면 결과가 계산됩니다. 

두 숫자는 종이에 계산을 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계산기에 
입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한 후\ 키를 눌러 숫자 입력을 완료했음을 계산기에 
알립니다. \ 키를 누르면 입력할 두 번째 숫자가 입력한 첫 번째 숫자와 구분됩니다.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합니다. 

2. \ 키를 눌러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구분합니다. 

3.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합니다. 

4. +,-,§또는z키를 눌러 원하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13 ÷ 2 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13 13. 첫 번째 숫자를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 13.00 \ 키를 눌러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구분합니다. 

2 2. 두 번째 숫자를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z 6.50 연산 키를 눌러 결과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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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누른 후 0 두 개가 소수점 뒤에 나타납니다. 이는 현재 계산기의 디스플레이가 

입력하거나 계산한 모든 숫자의 소수 두 자리를 표시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키를 누르기 전에는 숫자 입력을 완료했음을 계산기에서 인식할 수 없으므로 입력한 
숫자만 표시됩니다. \ 키를 누르면 숫자 입력을 완료했음을 계산기에서 인식하고 숫자 

입력이 종료됩니다. +,-,§및z 키를 눌러도 숫자 입력이 종료되기 때문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한 후에는 \ 키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숫자 입력 키(숫자 키, ., 
및Æ)와 프리픽스 키(f, g, ?, :및i)를 제외한 모든 키가 숫자 입력을 종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ALG 모드의 간단한 산술 계산 

ALG 모드에서 간단한 산술 계산에는 숫자 두 개와 연산(덧셈, 뺄셈, 곱셈 또는 나눗셈) 하나가 
포함됩니다. HP 12c Platinum 에서 이러한 계산을 수행하려면 먼저 계산기에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고 수행할 연산을 입력한 다음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합니다. 등호 키(})를 누르면 

결과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1.1 + 23.8 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21.1+ 21.10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고 두 번째 숫
자를 더할 준비를 합니다. 

23.8 23.8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합니다. 

} 44.90 } 키를 누르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계산이 완료된 후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숫자 키를 누르면 새 계산이 시작됩니다. 또는 
 연산자 키를 눌러 계산을 계속합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77.35- 77.35  

90.89} –13.54 } 키를 누르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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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65gr§12} 96.75 새 계산: 1265 ×  

z3.5} 27.64 96.75 ÷ 3.5를 계산합니다. 

각 중간 계산 후에 } 키를 누르지 않고 맨 마지막에만 눌러서 긴 계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산은 입력한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됩니다. } 키를 방금 누른 경우 새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OO 키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 키를 누르면 보류 중인 

연산이 모두 완료됩니다. 

RPN 모드의 연속 계산 

결과가 방금 계산되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한 다음 연산 
키를 눌러 결과 숫자로 다른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  

키를 눌러 두 번째 숫자와 첫 번째 숫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기능 키(+,-,§, 
z등)를 누른 후 숫자를 입력하면 \ 키를 누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전 계산의 결과가 
계산기 안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 키를 눌러 두 숫자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는 한 숫자 
바로 뒤에 다른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뿐입니다.  

HP 12c Platinum 은 RPN 모드에서 기능 키를 누를 때마다 계산기에서 연산을 나중에 수행하지 
않고 그때 수행하여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 계산의 결과도 표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 수표장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수표 3 장을 작성한 후 당좌 예금 계좌에 1,053 달러의 지불 
수표를 예금했습니다. 최근 잔액이 58.33 달러이고 작성한 수표 금액이 22.95 달러, 13.70 달러 
및 10.14 달러이면 현재 잔액은 얼마입니까? 

풀이: 종이에 작성하는 경우 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5 8 . 3 3  –  2 2 . 9 5  –  1 3 . 7 0  –  1 0 . 1 4  +  1 0 5 3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58.33 58.33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합니다. 

\ 58.33 \ 키를 눌러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
자를 구분합니다. 

22.95 22.95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합니다. 

- 35.38 - 키를 눌러 첫 번째 숫자에서 두 번째 숫
자를 뺍니다. 첫 번째 수표 금액을 뺀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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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잔액인 이 계산의 결과가 계산기에 

표시됩니다. 

13.7 13.7 다음 숫자를 입력합니다. 계산이 방금 

수행되었으므로 \ 키를 누르지  

마십시오. 입력한 다음 숫자(13.7)가 

디스플레이에 이전에 있던 숫자(35.38)와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 21.68 -키를 눌러 디스플레이에 이전에 있던 

숫자에서 방금 입력한 숫자를 뺍니다. 두 

번째 수표 금액을 뺀 후의 잔액인 이 

계산의 결과가 계산기에 표시됩니다. 

10.14- 11.54 다음 숫자를 입력하고 이전 잔액에서 

뺍니다. 새 잔액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잔액이 더 줄었습니다. 

1053+ 1,064.54 다음 숫자(예금한 지불 수표 금액)를 

입력하고 이전 잔액과 더합니다. 새로운 
현재 잔액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위의 예에서는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는 경우와 똑같이 HP 12c Platinum 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물론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두 숫자 그룹을 곱한 다음 결과를 더하는 다른 유형의 계산에서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수량과 가격이 서로 다른 몇 가지 품목으로 구성된 송장의 총액을 구하는 데 필요한 

계산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3 × 4) + (5 × 6)을 종이에서 계산하는 경우 첫 번째 괄호에서 곱셈을 한 다음 두 
번째 괄호에서 곱셈을 하고 마지막으로 두 곱셈 결과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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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12c Platinum 은 RPN 모드에서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결과를 계산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3\4§ 12.00 1단계: 첫 번째 괄호에서 숫자를 

곱합니다. 

5\6§ 30.00 2단계: 두 번째 괄호에서 숫자를 

곱합니다. 

+ 42.00 3단계: 두 곱셈의 결과를 더합니다. 

2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1 단계의 결과를 저장하거나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단계의 

결과는 계산기 안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2 단계에서 5 와 6 을 입력한 후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6 이외에도 계산기 안에 두 숫자(12 및 5)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HP 12c Platinum 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숫자 이외에도 총 세 개의 숫자를 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단계 
후에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30 이외에도 계산기 안에 12 가 여전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종이에 쓰는 것처럼 숫자를 저장하고 있다가 사람이 직접 계산하듯이 적절한 
시기에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P 12c Platinum 을 사용하면 중간 계산의 
결과를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수동으로 저장하고 나중에 호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2 단계에서는 \ 키를 다시 눌러야 합니다. 이는 두 숫자 사이에서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첫 
번째 숫자 뒤에 다음 숫자를 연속해서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HP 12c Platinum 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문제를 직접 
풀어 보십시오. 이러한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동일한 기본 단계를 사용하여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표시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면 마지막 몇 페이지를 검토하십시오. 

00.77)65()43( =+×+  
25.0

)3814(
)1427(

=
+
−  

13.0
21163

5
=

++

 

                                                 
∗  이러한 숫자를 저장하고 적절한 시간에 다시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보고 싶으면 
부록 A 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면 됩니다. HP 12c Platinum 의 작동 방식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산기의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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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 모드의 연속 계산 

연속 계산을 수행하려면 각 연산 다음에} 키를 누를 필요가 없으며 맨 마지막에만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360

12x750
를 계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입력하면 됩니다. 

 750 § 12 } z 360 } 또는 
 750 § 12 z 360 }  

두 번째 경우에z키는 750 × 12 의 결과를 표시하여 }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 복잡한 연속 계산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9.1

68
5.18
75456

×
−

 

이 계산은 456 – 75 ÷ 18.5 × 68 ÷ 1.9 와 같습니다. 각각을 입력할 때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456-75z 381.00 456에서 75를 뺍니다. 

18.5§ 20.59 381을 18.5로 나눕니다. 

68z 1,400.43 68을 곱합니다. 

1.9} 737.07 1.9로 나누고 결과를 표시합니다. 

괄호 계산 

ALG 모드에서 괄호를 계산에 사용하여 연산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류 중인 열려 
있는 괄호가 있으면 ( ) 상태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열려 있는 괄호가 닫히면 괄호 
안에 포함된 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됩니다.³키를 누르면 계산의 최종 결과가 
표시되고 보류 중인 괄호가 모두 닫힙니다. 동시에 14 개 이상의 보류 중인(열려 있는) 괄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15(
8
−

 

8 ÷ 5 – 1 을 입력하면 8 ÷ 5 가 먼저 계산된 다음 결과(1.6)에서 1 을 빼고 원하지 않는 답인 
0.6 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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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
−

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키를 입력하십시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8zgØ5- 5.00 계산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1gÙ 4.00 5 − 1을 계산합니다. 

³ 2.00 
)15(

8
−

을 계산합니다. 

저장 레지스터 

HP 12c Platinum 에서 숫자(데이터)는 "저장 레지스터" 또는 간단히 “레지스터”라고 하는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메모리”라는 용어가 이 안내서에서 저장 레지스터의 전체 모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가지 특수 레지스터가 계산 도중 숫자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이러한 "스택 레지스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다른 특수 
레지스터(“LAST X” 레지스터라고 함)는 RPN 모드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마지막 숫자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숫자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이러한 레지스터 
외에도 숫자를 수동으로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 개의 "데이터 저장소"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저장 레지스터는 R0 ~ R9 와 R.0 ~ R.9 로 지정됩니다. 이밖에도 "재무 
레지스터"라고 하는 저장 레지스터가 재무 계산에 사용되는 숫자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숫자 저장 및 호출 

디스플레이에서 데이터 저장 레지스터로 숫자를 저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저장) 키를 누릅니다. 

2. 레지스터 번호를 입력합니다. 레지스터 R0 ~ R9의 경우 0 ~ 9를 입력하고 R.0 ~ R.9의 

경우.0 ~ .9를 입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장 레지스터에서 디스플레이로 숫자를 호출하려면: (호출) 키를 누른 

다음 해당 레지스터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 레지스터에서 디스플레이로 숫자가 

복사됩니다. 이 숫자는 저장 레지스터에서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다른 숫자를 입력할 때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가 저장되는 것처럼 디스플레이에 이전에 
표시되어 있던 숫자가 이후 계산을 위해 계산기 내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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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PC 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방문하러 가기 전에 컴퓨터 가격(1,250 달러)과 프린터 
가격(500 달러)을 데이터 저장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이후에 고객이 컴퓨터 6 대와 프린터 

한 대를 구입하겠다고 결정하면 컴퓨터의 가격을 호출하고 주문한 수량을 곱한 다음 프린터 

가격을 호출하고 더하여 총 청구액을 얻습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1250?0 1,250.00 R0에 컴퓨터의 가격을 저장합니다. 

500?2 500.00 R2에 프린터의 가격을 저장합니다. 

;  계산기를 끕니다. 

같은 날 시간이 흐른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 500.00 계산기를 다시 켭니다. 

:0 1,250.00 컴퓨터의 가격을 디스플레이에 

호출합니다. 

6§ 7,500.00 주문한 수량을 곱하여 컴퓨터의 가격 
총액을 얻습니다. 

:2 500.00 프린터의 가격을 디스플레이에 

호출합니다. 

+ 8,000.00 총 청구액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 500.00 계산기를 다시 켭니다. 

:0 1,250.00 컴퓨터의 가격을 디스플레이에 

호출합니다. 

§6 6. 주문한 수량을 곱하여 컴퓨터의 가격 
총액을 얻습니다. 

+:2 500.00 프린터의 가격을 디스플레이에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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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³ 8,000.00 총 청구액입니다. 

저장 레지스터 지우기 

저장 레지스터 하나를 지우려면(즉, 포함된 숫자를 0 으로 바꾸려면) 저장 레지스터에 0 을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저장 레지스터를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장 작업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레지스터를 자동으로 지웁니다. 

재무 레지스터, 스택 레지스터 및 LAST X 레지스터를 비롯한 모든 저장 레지스터를 한 번에 
지우려면fCLEARH 키를 누릅니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도 지워집니다. 

연속 메모리가 재설정될 때 모든 저장 레지스터도 지워집니다(89 페이지 참조). 

저장 레지스터 계산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와 저장 레지스터에 있는 숫자로 산술 연산을 수행한 다음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를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레지스터에 결과를 다시 저장하려는 경우, 
HP 12c Platinum 을 사용하여 한 번의 계산으로 이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 키를 누릅니다. 

2. +, -, § 또는z키를 눌러 원하는 연산을 지정합니다. 

3. 레지스터 번호를 입력합니다.  

저장 레지스터 계산이 수행되면 레지스터의 새 숫자가 다음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장 레지스터 계산은 R0 ~ R4 레지스터를 사용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fCLEARH는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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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8 페이지의 예에서 수표장의 잔액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데이터가 계산기의 연속 
메모리에 무기한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계산기에서 당좌 예금 계좌 잔액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장 레지스터 계산을 사용하여 수표를 예금하거나 작성한 후 잔액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58.33?0 58.33 R0 레지스터에 현재 잔액을 

저장합니다. 

22.95?-0 22.95 R0의 잔액에서 
첫 번째 수표 금액을 뺍니다. 
디스플레이에 뺀 금액이 계속 

표시되고 결과는 R0에만 저장됩니다. 

13.7?-0 13.70 두 번째 수표 금액을 뺍니다. 

10.14?-0 10.14 세 번째 수표 금액을 뺍니다. 

1053?+0 1,053.00 예금액을 더합니다. 

:0 1,064.54 R0의 숫자를 호출하여 새 잔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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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백분율 및 달력 기능 
백분율 기능 

HP 12c Platinum 에는 백분율 문제를 풀기 위한 세 가지 키인b, à및Z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분율을 소수로 변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작업은 이러한 키 중 하나를 누르면 
자동으로 수행되므로 4%를 0.04 로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보고 말하는 대로 4b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RPN 모드의 백분율 

RPN 모드에서 숫자의 백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숫자를 입력합니다. 

2. \ 키를 누릅니다. 

3.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4. b 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300 달러의 14%를 찾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300 300. 기본 숫자를 입력합니다. 

\ 300.00 일반적인 산술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
처럼 \ 키를 눌러 첫 번째 숫자와 

입력한 다음 숫자를 구분합니다. 

14 14.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b 42.00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전 계산의 결과로 기본 숫자가 이미 디스플레이에 있으면 연속 산술 계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백분율을 입력하기 전에\ 키를 누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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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 모드의 백분율 

ALG 모드에서 숫자의 백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숫자를 입력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3.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4. b키를 누릅니다. 

5. } 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300 달러의 14%를 찾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300 300. 기본 숫자를 입력합니다. 

§ 300.00 300과 다음에 입력한 백분율을 

곱합니다. 

14 14.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b 0.14 백분율을 100으로 나눕니다. 

} 42.00 금액을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b 키는 숫자를 100 으로 나눕니다. 단, 숫자 앞에 + 또는 - 부호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25b의 결과는 0.25 입니다. 200 의 25%를 찾으려면 200 § 25 
b}. 키를 누릅니다. 결과는 50 입니다. 

참고: 이번이 이러한 예에서 초기OO가 표시되는 마지막 경우입니다. 새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ALG 모드에서 계산기를 지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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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N 모드의 순 금액 

HP 12c Platinum 을 사용하는 경우 백분율 금액을 계산한 후 계산기 내에 기본 금액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기본 금액에서 백분율 금액을 더하거나 뺀 순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 
금액을 계산하려면 백분율 금액을 계산한 다음= 또는- 키를 누르면 됩니다. 

예: 판매 가격이 23,250 달러인 새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판매업자가 8%를 할인해주고 
판매세는 6%입니다. 판매업자가 청구할 금액을 계산하고 세금을 비롯한 총 구입 비용을 
구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23250\ 23,250.00 기본 금액을 입력하고 백분율과 구분합니다. 

8b 1,860.00 할인 금액입니다. 

- 21,390.00 기본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뺀 값입니다. 

6b 1,283.40 21,390달러에 대한 세금액입니다. 

= 22,673.40 기본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빼고 세금을 더한 

총 비용입니다. 

ALG 모드의 순 금액 

ALG 모드에서 한 번의 계산으로 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 을 25% 줄이려면 200-25b}. 키를 입력합니다. 결과는 150 입니다. 

예: 1 년 안에 갚기로 하고 친척에게 1,250 달러를 7% 단리로 빌렸습니다. 갚아야 할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1250+7b 87.50 빌린 돈의 이자는 87.50달러입니다. 

} 1,337.50 1년 후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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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판매 가격이 23,250 달러인 새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판매업자가 8%를 할인해주고 
판매세는 6%입니다. 판매업자가 청구할 금액을 계산하고 세금을 비롯한 총 구입 비용을 
구하십시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23250- 23,250.00 기본 금액을 입력하고 할인 비율을 뺄 준비를 
합니다. 

8b 1,860.00 할인 금액입니다. 

= 21,390.00 기본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뺀 값입니다. 

6b 1,283.40 21,390달러에 대한 세금액입니다. 

} 22,673.40 기본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빼고 세금을 더한 총 

비용입니다. 

차이 비율 

RPN 또는 ALG 모드에서 두 숫자의 차이 비율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숫자를 입력합니다. 

2. \ 키를 눌러 기본 숫자와 다른 숫자를 구분합니다. 
3. 다른 숫자를 입력합니다. 

4. à키를 누릅니다. 

다른 숫자가 기본 숫자보다 크면 차이 비율이 양수이고, 다른 숫자가 기본 숫자보다 작으면 

차이 비율이 음수입니다. 따라서 양수 결과는 증가를 나타내지만 음수 결과는 감소를 
나타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본 숫자는 일반적으로 처음 발생한 
금액입니다. 

예: 어제 주가가 주당 58.50 달러에서 53.25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변경 비율은 얼마입니까? 

ALG 모드에서 \ 키는 } 키와 동일합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58.5\ 58.50 기본 숫자를 입력하고 다른 숫자와 

구분합니다. 

53.25 53.25 다른 숫자를 입력합니다. 

à –8.97 거의 9%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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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키는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의 차이 비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기본 
숫자가 도매 가격인 경우 차이 비율을 인상액 이라고 하고, 입력한 기본 숫자가 소매 가격인 
경우에는 차이 비율을 이윤이라고 합니다. 인상액 및 이윤 계산의 예는 HP 12c Platinum 문제 
풀이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RPN 모드의 합계 비율 

RPN 모드에서 다른 숫자와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속 산술 계산 방법으로 개별 금액을 더해 총 금액을 계산합니다.  

2. 비율을 구할 숫자를 입력합니다. 

3. Z 키를 누릅니다. 

예: 지난 달 회사의 지역별 매출액은 미국 392 만 달러, 유럽 236 만 달러, 기타 지역 167 만 

달러였습니다. 총 매출에서 유럽 지역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3.92\ 3.92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고 두 번째 

숫자와 구분합니다. 

2.36+ 6.28 두 번째 숫자를 더합니다. 

1.67+ 7.95 세 번째 숫자를 더해 합계를 

구합니다. 

2.36 2.36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2.36을 
입력합니다. 

Z 29.69 유럽은 총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RPN 모드에서 HP 12c Platinum 은 합계 비율을 계산한 후 총액을 내부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총액에서 다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O 키를 눌러 디스플레이를 지웁니다. 

2.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3. Z 키를 다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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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의 예의 경우 총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과 기타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O3.92Z 49.31 미국은 총 매출의 49% 정도를 

차지합니다. 

O1.67 Z 21.01 기타 지역은 총 매출의 21% 정도를 

차지합니다. 

합계에서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려면 합계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합계를 입력합니다.  

2. \ 키를 눌러 합계와 다른 숫자를 구분합니다. 

3. 비율을 구할 숫자를 입력합니다. 

4. Z 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총 매출이 795 만 달러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총 매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7.95\ 7.95 총 금액을 입력하고 다음 숫자와 

구분합니다. 

2.36 2.36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2.36을 
입력합니다. 

Z 29.69 유럽은 총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ALG 모드의 총 비율 
ALG 모드에서 다른 숫자와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속 산술 계산 방법으로 개별 금액을 더해 총 금액을 계산합니다. 

2. 비율을 구할 숫자를 입력합니다. 

3. Z 키를 누릅니다. 

예:지난 달 회사의 지역별 매출액은 미국 392 만 달러, 유럽 236 만 달러, 기타 지역 167 만 
달러였습니다. 총 매출에서 유럽 지역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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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모드) 
디스플레이  

3.92+ 3.92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고 두 번째 

숫자와 구분합니다. 

2.36+ 6.28 두 번째 숫자를 더합니다. 

1.67} 7.95 세 번째 숫자를 더해 합계를 

구합니다. 

2.36 2.36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2.36을 
입력합니다. 

Z 29.69 유럽은 총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합계에서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려면 합계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합계를 입력합니다.  

2. } 키를 눌러 합계와 다른 숫자를 구분합니다. 

3. 비율을 구할 숫자를 입력합니다. 

4. Z 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총 매출이 795 만 달러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총 매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7.95} 7.95 총 금액을 입력하고 다음 숫자와 

구분합니다. 

2.36 2.36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2.36을 
입력합니다. 

Z 29.69 유럽은 총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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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기능 

HP 12c Platinum 에서 제공하는 달력 기능(gD및gÒ)은 1582 년 10 월 15 일에서 
4046 년 11 월 25 일까지의 날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달력 기능은 RPN 모드와 ALG 
모드에서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날짜 형식 

각 달력 기능과 채권 계산(fE및fS)의 경우 계산기에서 두 날짜 형식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날짜 형식은 계산기에 입력될 때 날짜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며 날짜를 표시할 
때도 사용됩니다. 

월-일-년. 날짜 형식을 월-일-년으로 설정하려면gÕ  키를 누릅니다. 이 형식으로 날짜를 
입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월에 해당하는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2. 소수점 키(.)를 누릅니다. 

3. 일에 해당하는 두 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4. 연도에 해당하는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날짜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04 년 4 월 7 일을 입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4.072004 4.072004  

일-월-년. 날짜 형식을 일-월-년으로 설정하려면gÔ 키를 누릅니다. 이 형식으로 날짜를 

입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일에 해당하는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2. 소수점 키(.)를 누릅니다. 

3. 월에 해당하는 두 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4. 연도에 해당하는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04 년 4 월 7 일을 입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7.042004 7.042004  

날짜 형식이 일-월-년으로 설정되면 디스플레이에서 D.MY 상태 표시가 표시됩니다. D.MY 가 
표시되지 않으면 날짜 형식이 월-일-년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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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형식은 변경될 때까지 마지막으로 지정한 형식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계산기를 켤 

때마다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속 메모리를 재설정하면 날짜 형식이 월-일-년으로 
설정됩니다. 

미래 날짜 또는 과거 날짜 

주어진 날짜에서 지정된 일수가 경과한 날짜와 요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어진 날짜를 입력하고 \ 키를 누릅니다. 

2. 일수를 입력합니다. 

3. 다른 날짜가 과거이면Þ키를 누릅니다. 

4. gD 키를 누릅니다. 

gD 기능으로 계산된 결과는 특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월, 일 및 연도(또는 일, 월 및 
연도)의 숫자는 자릿수 구분 기호로 구분되고 표시된 결과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요일을 
나타냅니다. 월요일은 1 이고 일요일은 7 입니다.∗ 

예: 2004 년 5 월 14 일에 한 부동산에 대한 120 일 옵션을 구입한 경우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일-월-년 형식으로 날짜를 표시한다고 가정합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gÔ 7.04 날짜 형식을 일-월-년으로 
설정합니다.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는 앞의 예에서 

날짜가 남아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섹션 5에서 

설명했듯이 표시 형식이 소수 두 

자리만 표시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날짜는 지금 

표시되지 않습니다. 

14.052004\ 14.05 날짜를 입력하고 입력할 일수와 
구분합니다. 

120gD 11,09,2004 6 만료일은 2004년 9월 11일 

토요일입니다. 

                                                 
∗  D기능이 나타내는 요일은 율리우스력을 사용할 때 날짜 기록에 기록되는 요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서는 1752 년 9 월 14 일까지 율리우스력을 표준으로 사용하다가 이후 그레고리력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국가는 각기 다른 시기에 그레고리력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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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명령으로 실행될 때 계산기는 1 초 정도 일시 중지되어 
결과를 표시한 다음 프로그램 실행을 재개합니다. 

날짜 간의 일수 

주어진 두 날짜 간의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선 날짜를 입력하고 \ 키를 누릅니다. 

2. 나중 날짜를 입력하고gÒ 키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결과가 두 날짜 간의 실제 일수입니다. 윤일(윤년의 추가 일수)이 있는 
경우 실제 일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HP 12c Platinum 은 한 달을 30 일로 간주할 때 두 날짜 
간의 일수도 계산합니다. 이 결과는 계산기 내에 저장되며 이를 표시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키를 다시 누르면 원래 결과가 디스플레이에 반환됩니다. 

예: 실제 일수나 한 달을 30 일로 간주하고 계산한 일수를 사용하여 간단한 이자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04 년 6 월 3 일부터 2005 년 10 월 14 일까지 발생한 단리를 계산할 때 
사용하기 위해 각 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월-일-년 형식으로 날짜를 
표시한다고 가정합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gÕ 11.09 날짜 형식을 월-일-년으로 
설정합니다.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는 

앞의 예에서 날짜가 남아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6.032004\ 6.03 앞선 날자를 입력하고 나중 날짜와 

구분합니다. 

10.142005gÒ 498.00 나중 날짜를 입력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실제 일수가 

표시됩니다. 

~ 491.00 한 달을 30일로 간주하고 계산한 

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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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기본 재무 기능  
재무 레지스터 

28 페이지에서 설명한 데이터 저장 레지스터 외에도 HP 12c Platinum 에는 재무 계산을 위한 

숫자가 저장되는 다섯 가지 특수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레지스터는 n, i, PV, PMT 및 
FV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산기 맨 윗줄의 처음 다섯 개 키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숫자를 
해당 레지스터로 저장하거나, 해당 재무 값을 계산하고 결과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하거나,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된 숫자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무 레지스터에 숫자 저장 

재무 레지스터에 숫자를 저장하려면 디스플레이에 숫자를 입력한 다음 해당 키(n, ¼, $, 
P또는M)를 누릅니다. 

재무 레지스터의 숫자 표시 

재무 레지스터에 저장된 숫자를 표시하려면: 키를 누른 다음 해당 키를 누릅니다.  

재무 레지스터 지우기 

모든 재무 기능은 몇 가지 재무 레지스터에 저장된 숫자를 사용합니다. 새 재무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fCLEARG키를 눌러 재무 레지스터를 모두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재무 레지스터 

중 하나에서만 숫자를 변경한 후 계산을 반복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려면fCLEARG키를 누르지 말고 레지스터에 새 숫자를 저장합니다. 다른 재무 레지스터의 

숫자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fCLEARH 키를 누를 때와 연속 메모리를 재설정할 때(86 페이지 참조)도 재무 레지스터가 

지워집니다. 

                                                 
∗  이러한 키 중 하나를 누를 때 수행되는 연산은 이전에 수행한 마지막 연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n, ¼, $, 
P, M, gA또는gC키를 사용하여 재무 레지스터에 숫자를 방금 저장한 경우 이러한 5 가지 키 중 
하나를 누르면 해당 값이 계산되고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5 가지 키 중 하나를 
누를 때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가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되기만 합니다. 

  재무 값을 표시한 직후 다른 재무 값을 계산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키를 누른 후 해당 키를 두 번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앞의 각주에서 설명한 것처럼 FV 를 표시한 다음 PV 를 계산하려면:MM$키를 눌러야 
합니다. M키를 두 번 누르지 않은 경우$키를 누르면 PV 가 계산되지 않고 FV 가 PV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PV 를 계산하려면$키를 다시 눌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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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 계산 

HP 12c Platinum 은 360 일 기준의 단리와 365 일 기준의 단리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둘 중 하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에 미수 이자가 표시된 경우 
RPN 모드에서는+ 키를 누르고 ALG 모드에서는+~} 키를 눌러 총 금액(원금과 미수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일수를 입력하거나 계산하고n키를 누릅니다. 

2. 연이율을 입력한 다음¼키를 누릅니다. 

3. 원금을 입력한 다음Þ$.키를 누릅니다.∗  

4. fÏ 키를 눌러 360일 기준의 미수 이자를 계산하고 표시합니다. 

5. 365일 기준의 미수 이자를 표시하려면d~키를 누릅니다. 

6. RPN 모드에서는+ 키를 누르고 ALG 모드에서는+~} 
키를 눌러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미수 이자와 원금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수량 n, i 및 PV를 입력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1: 친한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60 일 동안 450 달러를 빌려 달라고 합니다. 
360 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7% 단리로 빌려줄 경우 60 일 동안의 미수 이자는 얼마이며 친구가 

갚아야 할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60n 60.00 일수를 저장합니다. 

7¼ 7.00 연이율을 저장합니다. 

450Þ$ –450.00 원금을 저장합니다. 

fÏ 5.25 360일 기준의 미수 이자입니다. 

+ 455.25 원금과 미수 이자를 더한 
총액입니다. 

ALG 모드에서는 위의 RPN 모드 단계와 동일하게 수행하되 마지막 단계를 아래의 단계로 바꾸어 
수행합니다. 

                                                 
∗  $ 키를 누르면 원금이 PV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이후 이 레지스터에는 이자가 붙을 금액의 현재 가치가 

포함됩니다. Þ키룰 먼저 눌러 원금의 부호를 변경한 후 PV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이 작업은 복리 계산에 주로 

적용 가능한 현금 흐름 부호 규칙(42 페이지 참조)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44  섹션 3       기본 재무 기능 
 

File name: HP 12c Platinum_User's Guide_Korean_KO_F2232-90016_Edition 5v20090113.doc Page: 44 
of 289  
Printed Date: { 2009/1/13Dimension: 14 8 cm x 21 cm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 455.25 원금과 미수 이자를 더한 

총액입니다. 

예 2: 위의 예에서 친구가 7% 이자로 빌리기로 동의하지만 360 일 기준 대신 365 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60 일 동안의 미수 이자는 얼마이며 친구가 갚아야 할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60n 

7¼ 

450Þ$ 

60.00 
7.00 
–450.00 

 위의 예 이후에 n, i 및 PV 레지스터의 

숫자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옆의 키 

입력을 건너뛰어도 됩니다. 

fÏd~ 5.18 365일 기준의 미수 이자입니다. 

+ 455.18 원금과 미수 이자를 더한 

총액입니다. 

ALG 모드에서는 위의 RPN 모드 단계와 동일하게 수행하되 마지막 단계를 아래의 단계로 

바꾸어 수행합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 455.18 원금과 미수 이자를 더한 

총액입니다. 

재무 계산 및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 

이 섹션에는 광범위한 재무 계산을 대표하는 개념과 예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페이지에 특정 문제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해당 문제를 계산기로 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재무 계산에는 특정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업계 및 금융 
분야에서 이러한 요소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문제의 기본 요소를 
확인한 다음 계산기에 입력해야 하는 수량과 구할 수량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제를 
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재무 계산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계산기의 키에 해당하는 용어를 표기하여 금융 거래의 시기와 방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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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그램은 시간 라인이라고 하는 가로 줄로 시작됩니다. 시간 라인은 재무 문제의 기간을 
나타내며 복리 기간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월 복리가 적용되고 6 개월 동안 진행되는 재무 

문제에 대한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에서 돈의 교환은 수직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받은 돈은 거래가 발생하는 시간 라인의 
지점에서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표시되고, 지급하는 돈은 아래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월 복리로 계산되는 6% 연이율을 지급하는 계좌에 1,000 달러를 예금(지급)하고 다음 2 년 동안 
매월 말에 50 달러를 추가로 예금하는 경우, 이 문제를 나타내는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46  섹션 3       기본 재무 기능 
 

File name: HP 12c Platinum_User's Guide_Korean_KO_F2232-90016_Edition 5v20090113.doc Page: 46 
of 289  
Printed Date: { 2009/1/13Dimension: 14 8 cm x 21 cm 

 

다이어그램 오른쪽의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는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돈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완료된 모든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에는 각 방향으로 하나 이상의 현금 흐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에서 화살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키보드 맨 윗 줄의 처음 다섯 가지 키에 해당하는 문제의 수량이 이제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n은 복리 기간의 수입니다. 이 수량은 이자율을 동일한 기본 복리 기간에 따라 나타내는 
경우 년, 월, 일 또는 다른 임의의 시간 단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의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문제에서 n = 2 × 12입니다. 

n을 입력하는 형식에 따라 계산기에서 차등 기간 모드(64 ~ 69 페이지 참조)로 재무 

계산을 수행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n이 정수가 아니면(즉, 소수점 오른쪽에 0이 아닌 

숫자가 하나 이상 있으면) i, PV, PMT 및 FV의 계산이 차등 기간 모드에서 수행됩니다. 

 i는 복리 기간당 이자율입니다.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에 표시되고 계산기에 입력된 
이자율은 연이율을 복리 기간의 수로 나누어 결정됩니다. 위에 표시된 문제에서 
I = 6% ÷ 12입니다. 

 PV(현재 가치)는 초기 현금 흐름이거나 일련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입니다. 
위에 표시된 문제에서 PV는 초기 예금액인 1,000달러입니다. 

  PMT는 정기 상환액입니다. 위에 표시된 문제에서 PMT는 매월 예금액인 50달러입니다. 
모든 상환액이 동일한 경우 이러한 상환액을 연금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상환액과 관련된 
문제는 이 섹션의 복리 계산에서 설명합니다. 동일하지 않은 상환액과 관련된 문제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 NPV 및 IRR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비정기 
및/또는 비균등 예금 후 예금 계좌에서 잔액을 계산하는 절차는 HP 12c Platinum 문제 
풀이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FV(미래 가치)는 최종 현금 흐름이거나 일련의 이전 현금 흐름에 대한 복리 계산된 
가치입니다. 위에 표시된 특정 문제에서는 FV를 알 수 없지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키를 사용하여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수량을 입력한 다음 해당 키를 눌러 
모르는 수량을 계산하기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위의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특정 문제에서 FV 는 모르는 수량이지만 나중에 살펴볼 다른 문제에서는 n, i, PV 또는 PMT 가 
모르는 수량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에 표시된 특정 문제에는 모르는 수량을 
알아내기 전에 계산기에 입력해야 하는 네 가지 알려진 수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에는 

알려진 수량이 세 가지뿐일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항상 n 또는 i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7  섹션 3       기본 재무 기능 
 

File name: HP 12c Platinum_User's Guide_Korean_KO_F2232-90016_Edition 5v20090113.doc Page: 47 
of 289  
Printed Date: { 2009/1/13Dimension: 14 8 cm x 21 cm 

현금 흐름 부호 규칙 

PV, PMT 및 FV 현금 흐름을 입력할 때 다음 규칙에 따라 적절한 부호 +(양수) 또는 –(음수)와 
함께 수량을 계산기에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부호 규칙: 받은 돈(위를 가리키는 화살표)은 양수 값(+)으로 입력되거나 

표시됩니다. 지급한 돈(아래를 가리키는 화살표)은 음수 값(–)으로 입력되거나 표시됩니다. 

상환 모드 

정기 상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복리 기간의 시작(선지급 
또는 선연금) 또는 기간의 끝(후지급 또는 보통 연금)에 이러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과 

관련된 계산은 후지급과 관련된 계산과 다른 결과를 생성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선지급(시작)과 후지급(끝)을 보여 주는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의 일부입니다. 위의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문제에서는 상환이 뒤에 이루어집니다. 

 

선지급이든 후지급이든 간에 상환 횟수는 복리 기간의 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상환 모드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 기간이 시작할 때 상환하는 경우g× 키를 누릅니다.  

 복리 기간이 끝날 때 상환하는 경우gÂ 키를 누릅니다. 

상환 모드가 시작으로 설정되면 BEGIN 상태 표시가 표시됩니다. BEGIN 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 모드가 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환 모드는 변경하지 않는 한 마지막으로 지정한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며, 계산기를 켤 때마다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속 메모리를 재설정하면 상환 모드가 끝으로 설정됩니다. 

일반화된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 

다양한 재무 계산 종류의 예가 적용 가능한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과 함께 이 섹션 뒷부분의 복리 
계산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특정 문제가 표시된 예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먼저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 다이어그램에서 확인된 수량을 해당 레지스터에 입력하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PV, PMT 및 FV 를 입력할 때 부호 규칙을 항상 준수하십시오. 

다양한 업계 및 금융 분야에 따라 재무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다음 기본 형식 중 하나로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복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각 형식 아래에 해당 다이어그램이 적용되는 몇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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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계산 

복리 기간의 수 및 정기 이자율 지정 

이자율은 대개 연이율(명목 이자율이라고도 함), 즉 1 년간의 이자율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복리 
문제에서 i 에 입력된 이자율은 항상 기본 복리 기간(년, 월, 일 또는 다른 임의의 시간 단위)에 

따라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 년 동안 분기 복리로 계산되는 6% 연이율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n(분기 수)은 5 × 4 = 20 이고 i(분기당 이자율)는  
6% ÷ 4 = 1.5%입니다. 이자율이 월 복리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n 이 5 × 12 = 60 이고 i 가 6% ÷ 

12 = 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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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를 사용하여 연도 수와 연간 복리 기간 수를 곱하는 경우n키를 누르면 결과가 n 에 
저장됩니다. i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6 페이지의 예 2 에서 n 및 i 의 값이 이와 같이 
계산되고 저장됩니다. 

이자율이 월 복리로 계산되는 경우 계산기에서 제공하는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n 및 i 를 
계산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n을 계산하고 저장하려면 디스플레이에 연도 수를 입력한 다음gA 키를 누릅니다. 
  i를 계산하고 저장하려면 디스플레이에 연이율을 입력한 다음gC키를 누릅니다. 

이러한 키는 표시된 숫자를 12 와 곱하거나 12 로 나눌 뿐만 아니라 결과를 해당 레지스터에 
자동으로 저장하므로n또는¼ 키를 다음에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gA 및 gC키는 
55 페이지의 예 1 에서 사용됩니다. 

상환 횟수 또는 복리 기간 수 계산 

1. fCLEARG 키를 눌러 재무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2. ¼또는gC키를 사용하여 정기 이자율을 입력합니다. 

3. 다음 값 중 2개 이상을 입력합니다. 

 현재 가치($키 사용) 
 상환액(P키 사용) 
 미래 가치(M 키 사용) 

 참고: 현금 흐름 부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 PMT를 입력했으면g× 또는gÂ키를 눌러 상환 모드를 설정합니다. 

5. n 키를 눌러 상환 횟수 또는 기간 수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결과가 정수가 아니면(즉, 소수점 오른쪽에 0 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n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표시하기 전에 결과가 다음으로 큰 정수로 반올림됩니다.∗ 예를 들어, n 이 318.15 로 
계산된 경우 표시되는 결과는 319.00 입니다.  

계산기에서 n 은 필요한 총 상환 횟수(n–1 회의 균등한 전체 상환과 금액이 더 작은 한 번의 최종 
상환)를 표시하기 위해 반올림됩니다. 계산기에서 n 회의 균등 상환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재무 
레지스터의 값을 자동으로 조정하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조정할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상환액(벌룬 페이먼트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려는 경우나 n 회의 
균등 상환액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음 두 예에서와 같이 다른 재무 키 중 하나를 눌러야 합니다. 

                                                 
∗  n 의 소수 부분이 0.005 보다 작으면 n 이 다음으로 작은 정수로 내림됩니다. 

  n 을 계산한 후¼,$,P또는M 키를 누르면 해당 재무 레지스터의 값이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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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별장터에 통나무 집을 지을 계획인데 부자인 삼촌이 1.5% 이자율로 35,000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매월 말에 325 달러를 상환하는 경우 빚을 모두 갚는 데 필요한 상환 횟수는 

몇 회이고 기간은 몇 년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G 

10.5gC 
 
0.88 

 
i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35000$ 35,000.00 PV를 저장합니다. 

325ÞP –325.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MT를 저장합니다. 

gÂ –325.00 상환 모드를 끝으로 설정합니다. 

n 328.00 필요한 상환 횟수입니다. 

12z 27.33 27년 4개월입니다. 

ALG 모드에서는 RPN 모드 단계와 동일하게 수행하되 마지막 단계를 아래의 단계로 바꾸어 
수행합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z12} 27.33 27년 4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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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에서 계산된 값 n 을 다음으로 큰 정수로 반올림하기 때문에 앞의 예에서 전체 상환액 
325 달러가 327 회만 필요하고 그 다음 최종 상환액은 325 달러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빚을 
모두 갚으려면 328 회의 상환이 필요합니다. 328 번째 최종 우수리 상환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328n 328.00 총 상환 횟수를 저장합니다.∗ 

M 181.89 FV를 계산합니다. 이 값은 328회의 

전체 상환을 했을 경우의 초과 

상환액과 같습니다. 

:P –325.00 상환액을 호출합니다. 

+ –143.11 최종 우수리 상환액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328n 328.00 총 상환 횟수를 저장합니다.*  

M 181.89 FV를 계산합니다. 이 값은 328회의 

전체 상환을 했을 경우의 초과 

상환액과 같습니다. 

+:P –325.00 상환액을 호출합니다. 

} –143.11 최종 우수리 상환액입니다. 

또는 327 번째로 상환할 때 최종 우수리 상환액을 함께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328 번째 상환 기간 동안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모든 상환액의 합계가 약간 

줄어듭니다. 금액이 더 많은 327 번째 최종 상환액(기본적으로 벌룬 페이먼트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327n 327.00 전체 상환의 횟수를 저장합니다. 

                                                 
∗  328 이 n 레지스터에 이미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 
다음 단계에서M키를 두 번 눌러야 합니다. 이는 42 페이지의 첫 번째 각주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이며, 위의 
예에서M 키를 누른 후 RPN 모드에서 12z 또는 ALG 모드에서z12} 키를�누르지않은경우에는 w 키를 두 번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예와 다음 예를 병렬적으로 보여 줍니다. 입력 숫자는 금액을 
계산할 최종 상환(우수리 상환 또는 벌룬 페이먼트) 횟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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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M –141.87 FV를 계산합니다. 이 값은 327회의 

전체 상환 후 남은 잔액입니다. 

:P –325.00 상환액을 호출합니다. 

+ –466.87 최종 벌룬 페이먼트 금액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327n 327.00 전체 상환의 횟수를 저장합니다. 

M –141.87 FV를 계산합니다. 이 값은 327회의 

전체 상환 후 남은 잔액입니다. 

+:P –325.00 상환액을 호출합니다. 

} –466.87 최종 벌룬 페이먼트 금액입니다. 

빚을 마지막으로 갚을 때 우수리(또는 벌룬)를 상환하는 대신 327회 또는 328회의 균등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0페이지 "상환액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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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오늘(월 중순)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775 달러를 예금하려고 합니다. 이 계좌는 반달 

복리로 6.25%의 이자율을 지급합니다. 다음 달 초부터 반달마다 50 달러를 예금하는 경우 

계좌의 금액이 4,000 달러가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G 

6.25\24z¼ 
 
0.26 

 
i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775Þ$ –775.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V를 저장합니다. 

50ÞP –50.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MT를 저장합니다. 

4000M 4,000.00 FV를 저장합니다. 

gÂ 4,000.00 상환 모드를 끝으로 설정합니다. 

n 58.00 반달 예금 횟수입니다. 

2z 29.00 개월 수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G 

6.25z24¼ 
 
0.26 

 
i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775Þ$ –775.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V를 저장합니다. 

50ÞP –50.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MT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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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4000M 4,000.00 FV를 저장합니다. 

gÂ 4,000.00 상환 모드를 끝으로 설정합니다. 

n 58.00 반달 예금 횟수입니다. 

z2} 29.00 개월 수입니다. 

예 1 의 경우처럼 57 회의 전체 예금만 필요하고 그 다음 최종 예금은 50 달러보다 적습니다. 
58 번째 최종 우수리 예금을 예 1 의 경우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예에서는 원래 FV 를 
빼야 합니다(예 1 에서는 원래 FV 가 0 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MM 4,027.27 FV를 계산합니다. 이 값은 58회의 

전체 예금을 했을 경우의 계좌 

잔액과 같습니다.∗ 

:P –50.00 예금액을 호출합니다. 

+ 3,977.27 57회의 전체 예금을 했고 58번째 
달에 이자가 붙은 경우의 계좌 
잔액을 계산합니다.  

4000- –22.73 4,000달러가 되는 데 필요한 58번째 

최종 우수리 예금을 계산합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MM 4,027.27 FV를 계산합니다. 이 값은 58회의 

전체 예금을 했을 경우의 계좌 

잔액과 같습니다.* 

                                                 
∗  이 예에서는 이전에 누른 키가 RPN 모드에서M이고 ALG 모드에서 }이므로z 키를 두 번 눌러야 합니다. 

예 1 이후에 수행한 것처럼 예금 횟수를 n 에 저장한 경우 예 1 이후처럼 이전에 누른 키가M이므로 여기서는w 

키를 한 번만 눌러야 합니다. 최종 우수리 상환액을 계산하기 전에 상환 횟수를 n 에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앞의 

각주 참조). 
  예 1 이후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한 것처럼 57 회의 전체 예금 후 해당 숫자를 n 에 저장한 다음 

FV 를 계산하여 계좌의 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액에는 58 번째 월에 붙은 

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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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P –50.00 예금액을 호출합니다. 

- 3,977.27 57회의 전체 예금을 했고 58번째 
달에 이자가 붙은 경우의 계좌 

잔액을 계산합니다.* 

4000} –22.73 4,000달러가 되는 데 필요한 58번째 

최종 우수리 예금을 계산합니다. 

정기 이자율 및 연이율 계산 

1. fCLEARG키를 눌러 재무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2. n또는gA키를 사용하여 상환 횟수 또는 기간 수를 입력합니다. 

3. 다음 값 중 2개 이상을 입력합니다. 

 현재 가치($. 키 사용) 
 상환액(P키 사용) 
 미래 가치(M키 사용) 

 참고: 현금 흐름 부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 PMT를 입력했으면g×또는gÂ키를 눌러 상환 모드를 설정합니다. 

5. ¼키를 눌러 정기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6. RPN 모드에서 연이율을 계산하려면 연간 기간 수를 입력한 다음§ 키를 누릅니다. 

ALG 모드에서 연이율을 계산하려면§키를 누르고 연간 기간 수를 입력한 다음 

} 키를 누릅니다. 

예: 분기 복리로 6,000 달러를 투자했을 때 8 년 동안 10,000 달러를 모으려면 연이율이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56  섹션 3       기본 재무 기능 
 

File name: HP 12c Platinum_User's Guide_Korean_KO_F2232-90016_Edition 5v20090113.doc Page: 56 
of 289  
Printed Date: { 2009/1/13Dimension: 14 8 cm x 21 cm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G 

8\4§w 
 
32.00 

 
n을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6000Þ$ –6,000.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V를 저장합니다. 

10000M 10,000.00 FV를 저장합니다. 

¼ 1.61 정기(분기) 이자율입니다. 

4§ 6.44 연이율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G 

8§4w 
 
32.00 

 
n을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6000Þ$ –6,000.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V를 저장합니다. 

10000M 10,000.00 FV를 저장합니다. 

¼ 1.61 정기(분기) 이자율입니다. 

§4} 6.44 연이율입니다. 

현재 가치 계산 

1. fCLEARG키를 눌러 재무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2. n또는gA키를 사용하여 상환 횟수 또는 기간 수를 입력합니다. 

3. ¼ 또는gC 키를 사용하여 정기 이자율을 입력합니다. 

4. 다음 값 중 하나를 입력하거나 둘 다 입력합니다. 

 상환액(P키 사용) 
 미래 가치(M 키 사용)  

참고: 현금 흐름 부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5. PMT를 입력했으면g× 또는gÂ 키를 눌러 상환 모드를 설정합니다. 

6. $키를 눌러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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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4 년간 월 복리로 계산되는 5.9%의 이자율을 요구하는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새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월 말에 450 달러를 상환할 수 있고 선금이 1,500 달러인 경우 
자동차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구입 날짜는 첫 상환 날짜로부터 한 달 

전이라고 가정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G 

4gA 
 
48.00 

 
n을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5.9gC 0.49 i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450ÞP –450.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MT를 저장합니다. 

gÂ –450.00 상환 모드를 끝으로 설정합니다. 

$ 19,198.60 최대 대출액입니다. 

1500+ 20,698.60 최대 구입 가격입니다. 

ALG 모드에서는 RPN 모드용으로 나열된 키를 누르되 위의 마지막 단계를 아래의 단계로 

바꾸어 수행합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1500} 20,698.60 최대 구입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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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한 개발 회사가 연간 순 현금 흐름이 17,500 달러인 콘도 단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상되는 보유 기간은 5 년이고 5 년 후 예상 판매 가격은 540,000 달러입니다. 이 회사에서 
적어도 12%의 연수익률을 실현하기 위해 콘도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G 

5n 
 
5.00 

 
n을 저장합니다. 

12¼ 12.00 i를 저장합니다. 

17500P 17,500.00 PMT를 저장합니다. 이전 문제와 

달리 여기에서는 PMT가 받은 

현금을 나타내므로 양수입니다. 

540000M 540,000.00 FV를 저장합니다. 

gÂ 540,000.00 상환 모드를 끝으로 설정합니다. 

$ –369,494.09 12% 연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한 

최대 구입 가격입니다. PV는 

지급한 현금을 나타내므로 - 

부호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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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액 계산 

1. fCLEARG키를 눌러 재무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2. n또는gA키를 사용하여 상환 횟수 또는 기간 수를 입력합니다. 

3. ¼또는gC 키를 사용하여 정기 이자율을 입력합니다. 

4. 다음 값 중 하나를 입력하거나 둘 다 입력합니다. 

 현재 가치($키 사용) 
 미래 가치(M키 사용)  

참고: 현금 흐름 부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5. g×또는gÂ키를 눌러 상환 모드를 설정합니다. 

6. P키를 눌러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예 1: 월 복리로 계산되는 5.25% 연이율로 기간이 29 년인 243,400 달러의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액을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G 

29gA 
 
348.00 

 
n을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5.25gC 0.44 i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243400$ 243,400.00 PV를. 

gÂ 243,400.00 상환 모드를 끝으로 설정합니다. 

P –1,363.29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한 월 
상환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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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은퇴를 대비하기 위해 반년 복리로 계산되는 9.75% 이자율을 상환하는 계좌에 예금하여 
15 년 후 60,000 달러를 모으려고 합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3,200 달러를 예금한 후 6 개월 
후부터 이윤 분배 보너스 급여에서 반년마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예금액은 얼마여야 하는지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G 

15\2µw 
 
30.00 

 
n을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9.75\2z¼ 4.88 i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3200Þ$ –3,200.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V를 저장합니다. 

60000M 60,000.00 FV를 저장합니다. 

gÂ 60,000.00 상환 모드를 끝으로 설정합니다. 

P –717.44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한 반년 
상환액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G 

15µ2w 
 
30.00 

 
n을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9.75z2¼ 4.88 i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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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3200Þ$ –3,200.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V를 저장합니다. 

60,000Þ$ 60,000.00 FV를 저장합니다. 

gÂ 60,000.00 상환 모드를 끝으로 설정합니다. 

P –717.44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한 반년 
상환액입니다. 

미래 가치 계산 

1. fCLEARG 키를 눌러 재무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2. n또는gA키를 사용하여 상환 횟수 또는 기간 수를 입력합니다. 

3. ¼또는gC 키를 사용하여 정기 이자율을 입력합니다. 

4. 다음 값 중 하나를 입력하거나 둘 다 입력합니다. 

 현재 가치($키 사용) 
 상환액(P키 사용) 

 참고: 현금 흐름 부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5. PMT를 입력했으면g× 또는gÂ키를 눌러 상환 모드를 설정합니다. 

6. M키를 눌러 미래 가치를 계산합니다. 

예 1: 55 페이지의 예 1 에서 월 복리로 계산되는 5.25% 연이율로 기간이 29 년인 

243,400 달러의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액이 1,363.29 달러임을 계산했습니다. 
대출자가 5 년 후에 벌룬 페이먼트를 요구하는 경우 벌룬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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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G 

5gA 
 
60.00 

 
n을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5.25gC 0.44 i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243400$ 243,400.00 PV를 저장합니다. 

1363.29ÞP –1,363.29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MT를 저장합니다. 

gÂ –1,363.29 상환 모드를 끝으로 설정합니다. 

M –222,975.98 벌룬 페이먼트 금액입니다. 

예 2: 월 복리로 계산되는 6.25% 연이율을 상환하는 새 계좌에 매월 초에 50 달러를 예금하는 
경우 2 년 후의 계좌 잔액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G 

2gA 
 
24.00 

 
n을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6.25gC 0.52 i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50ÞP –50.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MT를 저장합니다. 

g× –50.00 상환 모드를 시작으로 설정합니다. 

M 1,281.34 2년 후의 잔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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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수익성이 없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연간 2% 비율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하고 현재 32,000 달러로 평가되는 부동산의 6 년 후 가치를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G 

6n 
 
6.00 

 
n을 저장합니다. 

2Þ¼ –2.00 "음수 이자율"에 - 부호를 사용하여 

i를 저장합니다. 

32000Þ $ –32,000.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V를 저장합니다. 

M 28,346.96 6년 후의 부동산 가치입니다. 

차등 기간 계산 

지금까지 살펴본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과 예에서는 첫 번째 정기 상환 기간이 시작될 때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금융 거래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정기 상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짜에서 첫 상환 

날짜까지의 기간이 정기 상환 기간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을 "첫 차등 기간"이라고 
합니다. HP 12c Platinum 을 사용할 때는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 항상 첫 기간이 나머지 
기간과 같다고 간주하고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짜와 첫 상환 기간의 시작 날짜 간의 기간을 
간단히 "차등 기간" 또는 "차등 일수"라고 합니다. 계산기에서 차등 기간은 항상 첫 번째 전체 
상환 기간 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두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은 선지급(시작) 및 
후지급(끝)에 대한 차등 기간이 포함된 거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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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가 아닌 n 을 입력하여 차등 기간이 포함된 거래의 i, PV, PMT 및 FV 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수가 아닌 수는 소수점 오른쪽에 0 이 아닌 숫자가 하나 이상 있는 수입니다. 이때 계산기는 
차등 기간 모드로 전환됩니다.∗ n 의 정수 부분(소수점 왼쪽 부분)은 전체 지급 기간의 수를 
지정하고 소수 부분(소수점 오른쪽 부분)은 차등 기간의 길이를 전체 기간의 일부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차등 기간은 하나의 전체 기간보다 클 수 없습니다. 

n 의 소수 부분은 실제 차등 일수나 한 달을 30 일로 간주하고 계산한 차등 일수를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gÒ 기능을 사용하여 두 방식 중 하나로 차등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n 의 소수 부분은 상환 기간의 일부이므로 차등 일수를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자율이 월 복리로 계산되는 경우 기간의 일수로 30, 365/12 또는 한 달의 실제 
일수(차등 기간이 해당 달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개 월 기간은 

30 일로 간주됩니다. 

                                                 
∗  차등 기간이 끝날 때의 현재 가치를 사용하여 i, PMT 및 FV 가 계산됩니다. 이 현재 가치는 PV 레지스터의 
숫자와 차등 기간 중에 붙은 이자를 더한 값입니다. 차등 기간 모드에서 PV 를 계산하는 경우 차등 기간이 시작될 
때의 현재 가치와 같은 값이 반환되고 PV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차등 기간 모드에서 i, PV, PMT 또는 FV를 계산한 후에는 n을 계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기가 
차등 기간 모드에서 벗어나고 차등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n이 계산됩니다. 다른 재무 레지스터의 값이 새 n에 
해당하지만 문제의 원래 가정이 변경됩니다. 

∗  차등 일수를 계산하는 두 방법에서 산출되는 결과는 약간 다릅니다. i 를 계산하여 차등 기간 거래의 
APR(연간 이자율)을 확인하려는 경우 두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차등 일수 중 더 큰 값을 계산에서 사용하면 더 
적은 APR 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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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차등 기간 동안 붙는 단리나 복리로 i, PV, PMT 및 FV 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C 상태 표시가 켜져 있지 않으면 단리가 사용됩니다. 복리를 지정하려면?Æ 
키를 눌러 C 표시를 켭니다.  ?Æ키를 다시 누르면 C 표시가 꺼지고 차등 기간에 단리를 
사용하여 계산이 수행됩니다. 

예 1: 4,500 달러를 5% APR(연간 이자율)로 36 개월 동안 대출하고 매월 말에 상환합니다. 
2004 년 2 월 15 일에 대출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경우(따라서 첫 기간은 2004 년 3 월 1 일에 
시작됨), 월 상환액을 계산하십시오. 차등 일수는 한 달을 30 일로 간주하고 계산되며 차등 
기간에는 복리가 사용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G  재무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gÕ  날짜 형식을 월-일-년으로 
설정합니다. 

gÂ  상환 모드를 끝으로 설정합니다. 

?Æ  차등 기간에 복리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에서 C 표시를 

켭니다. 

2.152004\ 2.15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짜를 
입력하고 다음에 입력하는 날짜와 
구분합니다. 

3.012004 3.012004 첫 기간의 시작 날짜를 입력합니다. 

gÒ 15.00 실제 차등 일수입니다. 

~ 16.00 한 달을 30일로 간주하고 계산한 

차등 일수입니다. 

30z 0.53 월 기간으로 나누어 n의 소수 부분을 

구합니다. 

36+n 36.53 n의 소수 부분을 전체 상환 기간 수와 

더한 다음 결과를 n에 저장합니다. 

5gC 0.42 i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Æ는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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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4500$ 4,500.00 PV를 저장합니다. 

P –135.17 월 상환액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Æ  차등 기간에 복리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에서 C 표시를 

켭니다. 

2.152004} 2.15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짜를 
입력하고 다음에 입력하는 날짜와 
구분합니다. 

3.012004 3.012004 첫 기간의 시작 날짜를 입력합니다. 

gÒ 15.00 실제 차등 일수입니다. 

~ 16.00 한 달을 30일로 간주하고 계산한 

차등 일수입니다. 

z30+ 0.53 월 기간으로 나누어 n의 소수 부분을 

구합니다. 

36n 36.53 n의 소수 부분을 전체 상환 기간 수와 

더한 다음 결과를 n에 저장합니다. 

5gC 0.42 i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4500$ 4,500.00 PV를 저장합니다. 

P –135.17 월 상환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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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3,950 달러를 42 개월 동안 대출했으며 2004 년 7 월 19 일에 
이자가 붙기 시작했고 첫 기간은 2004 년 8 월 1 일에 시작했습니다. 매월 말에 120 달러를 
상환하는 경우 실제 차등 일수를 사용하고 차등 기간에 단리를 사용하여 APR(연간 이자율)을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G  재무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Æ  차등 기간에 단리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에서 C 표시를 

끕니다. 

7.192004\ 7.19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짜를 
입력하고 다음에 입력하는 날짜와 
구분합니다. 

8.012004 8.012004 첫 기간의 시작 날짜를 입력합니다. 

gÒ 13.00 실제 차등 일수입니다. 

30z 0.43 월 기간으로 나누어 n의 소수 부분을 

구합니다. 

42+n 42.43 n의 소수 부분을 전체 상환 기간 수와 

더한 다음 결과를 n에 저장합니다. 

3950$ 3,950.00 PV를 저장합니다. 

120ÞP –120.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MT를 저장합니다. 

¼ 1.16 정기(월) 이자율입니다. 

12§ 13.95 APR(연간 이자율)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G  재무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Æ  차등 기간에 단리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에서 C 표시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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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7.192004} 7.19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짜를 
입력하고 다음에 입력하는 날짜와 
구분합니다. 

8.012004 8.012004 첫 기간의 시작 날짜를 입력합니다. 

gÒ 13.00 실제 차등 일수입니다. 

z30+ 0.43 월 기간으로 나누어 n의 소수 부분을 

구합니다. 

42n 42.43 n의 소수 부분을 전체 상환 기간 수와 

더한 다음 결과를 n에 저장합니다. 

3950$ 3,950.00 PV를 저장합니다. 

120ÞP –120.00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MT를 저장합니다. 

¼ 1.16 정기(월) 이자율입니다. 

§12} 13.95 APR(연간 이자율)입니다. 

이 차등 기간 모드 예를 끝내기 전에 필요한 경우?Æ 키를 눌러 C 표시를 끌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차등 기간 모드에 있지 않으면 C 표시의 상태가 실제로 계산기 연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등 기간 모드와?Æ를 사용하는 다른 예가 이 설명서의 섹션 

16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에서 두 채권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C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각 

HP 12c Platinum 을 사용하면 원금과 한 번의 대출 상환에 대한 이자 또는 몇 번의 상환에 대한 
이자에 적용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상환한 후 대출의 잔액도 알 수 있습니다.∗  

상각 일정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f! 키를 누를 때 계산되는 모든 금액은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지정된 소수 자릿수로 자동으로 
반올림됩니다. 디스플레이 형식은 섹션 5 에서 설명합니다. 이 반올림으로 인해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표시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계산기 내의 숫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반올림 기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HP 12c Platinum 에서 계산되는 금액은 대출 기관의 명세서 g 에 있는 금액과 몇 센트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수 자릿수로 반올림된 결과를 계산하려면f키를 누르고 원하는 소수 자릿수를 입력한 다음f!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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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CLEARG 키를 눌러 재무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2. ¼또는gC.키를 사용하여 정기 이자율을 입력합니다. 

3. $키를 사용하여 대출액(원금)을 입력합니다. 

4. 정기 상환액을 입력한 다음ÞP키를 누릅니다. 현금 흐름 부호 규칙에 따라 PMT의 

부호는 -여야 합니다. 

5. g×또는gÂ(대부분의 직접 공제 대출에 해당) 키를 눌러 상환 모드를 설정합니다. 

6. 상각할 상환 횟수를 입력합니다. 

7. f! 키를 눌러 이자에 적용되는 상환액을 표시합니다. 

8.  키를 눌러 원금에 적용되는 상환액을 표시합니다. 

9. 상각된 상환 횟수를 표시하려면dd키를 누릅니다. 

10. 대출의 잔액을 표시하려면:$키를 누릅니다. 

11. 상각된 총 상환 횟수를 표시하려면:n키를 누릅니다. 

예: 구입하려는 주택에 대한 25 년 기간의 담보 대출을 5.25% 연이율로 250,000 달러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말에 1,498.12 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첫 번째 연도의 상환액에서 이자와 

원금에 적용될 금액을 구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G 

5.25gC 
 
0.44 

 
i를 입력합니다. 

250000$ 250,000.00 PV를 입력합니다. 

1498.12ÞP –1,498.12 상환한 현금에 - 부호를 사용하여 

PMT를 입력합니다. 

gÂ –1,498.12 상환 모드를 끝으로 설정합니다. 

12f! –13,006.53 첫 번째 연도(12개월)의 상환액 중 

이자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4,970.91 첫 번째 연도의 상환액 중 원금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245,029.09 1년 후의 잔액입니다. 

:n 12.00 상각된 총 상환 횟수입니다. 

f!키를 누르기 직전에 입력한 상환 횟수는 이미 상각된 횟수 이후의 상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금 12f!키를 누르는 경우 HP 12c Platinum 에서는 두 번째 연도(즉, 두 번째 
12 개월)의 상환액에서 이자와 원금에 적용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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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디스플레이  

12f! –12,739.18 두 번째 연도의 상환액 중 이자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5,238.26 두 번째 연도의 상환액 중 원금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dd 12.00 상각된 상환 횟수입니다. 

:$ 239,790.83 2년 후의 잔액입니다. 

:n 24.00 상각된 총 상환 횟수입니다. 

:$또는:n키를 누르면 PV 또는 n 레지스터의 숫자가 표시됩니다. 마지막 두 계산을 
각각 수행한 후 이러한 키를 누르면 PV 및 n 의 원래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잔액과 상각된 총 상환 횟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새 상각 일정을 처음부터 생성하려는 경우 PV 를 원래 값으로 재설정하고 n 을 
0 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2 개월의 상각 일정을 각각 생성해 보겠습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250000$ 250,000.00 PV를 원래 값으로 재설정합니다. 

0n 0.00 n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1f! –1,093.75 첫 번째 상환액 중 이자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404.37 첫 번째 상환액 중 원금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1f! –1,091.98 두 번째 상환액 중 이자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406.14 두 번째 상환액 중 원금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n 2.00 상각된 총 상환 횟수입니다. 

상각 일정을 생성하려고 하지만 월 상환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60페이지에 설명된 것처럼 PMT를 계산합니다. 

2. 0n키를 눌러 n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3. 60 페이지에 있는 상각 절차를 6단계부터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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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앞에 있는 예의 경우처럼 동일한 원금($250,000)과 동일한 이자율(5.25%)로 기간이 
25 년인 담보 대출 대신 기간이 30 년인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 상환액을 계산한 다음 첫 
달의 상환액에서 이자와 원금에 적용되는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이자율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fCLEARG; 키를 눌러 PMT 를 계산하지 말고 n 에 새 값을 입력한 다음 PV 를 
재설정하고P키를 누릅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30gA 360.00 n을 입력합니다. 

250000$ 250,000.00 PV를 입력합니다. 

P –1,380.51 월 상환액입니다. 

0n 0.00 n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1f! –1,093.75 첫 번째 상환액 중 이자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286.76 첫 번째 상환액 중 원금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249,713.24 잔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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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 

추가 재무 기능  
할인 현금 흐름 분석: NPV 및 IRR 

HP 12c Platinum 은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할인 현금 흐름 분석 방법인fl (순 현재 가치) 
및fL(내부 수익률)에 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지급하거나 받은 돈)과 관련된 재무 
문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복리 계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 간 간격은 임의의 
기간일 수 있지만 이러한 현금 흐름의 금액은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fl및fL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초기 현금 지출(CF0)이 필요하고 첫 번째 
연도 말에 현금 흐름(CF1)을 생성하여 6 번째 연도 말에 최종 현금 흐름(CF6)까지 생성하는 
투자에 대한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서 초기 투자는 
CF0 으로 표시되고 지급한 현금이므로 시간 라인에서 아래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현금 흐름 CF1 및 CF4 도 예측되는 현금 흐름 손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 라인에서 아래를 
가리킵니다. 

 

NPV 는 초기 투자(음수 현금 흐름으로 표시됨)와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이자율 i 는 NPV 및 IRR 에 대한 이 설명에서 수익률이라고 지칭됩니다.∗ 

NPV 값은 투자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 수익률을 지칭할 때 필요 수익률, 허용 가능한 최소 수익률 및 자본 비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73  섹션 4       추가 재무 기능 
 

File name: HP 12c Platinum_User's Guide_Korean_KO_F2232-90016_Edition 5v20090113.doc Page: 73 
of 289  
Printed Date: { 2009/1/13Dimension: 14 8 cm x 21 cm 

 NPV가 양수이면 투자자 자산의 금융 가치가 늘어나므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NPV가 0이면 투자자 자산의 금융 가치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NPV가 음수이면 투자자 자산의 금융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투자 가능성의 NPV 를 비교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PV 가 클수록 
투자자 자산의 금융 가치 증가가 커집니다. 

IRR 은 할인 미래 현금 흐름이 초기 현금 지출과 같은 수익률입니다. IRR 은 NPV 가 0 인 
할인율입니다. 현재 가치 할인율에 상대적인 IRR 값도 투자 결과를 나타냅니다. 

 IRR이 원하는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IRR이 원하는 수익률과 같으면 투자가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IRR이 원하는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NPV(순 현재 가치) 계산 

그룹화되지 않은 현금 흐름의 NPV 계산. 동일한 연속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 아래에서 
설명하고 요약한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이 절차를 사용하면 초기 투자 CF0 외에도 현금 흐름이 
80 개까지 포함된 NPV 및 IRR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연속 현금 흐름이 동일한 
경우(예를 들어, 기간 3 및 4 의 현금 흐름이 모두 8,500 달러인 경우) 80 개가 넘는 현금 
흐름이 포함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는 76 페이지의 그룹화된 현금 흐름의 NPV 계산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사용하여 80 개 미만의 현금 흐름이 포함된 문제에 필요한 저장 레지스터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CF0)은gJ키를 사용하여 계산기에 입력됩니다. 

각 현금 흐름(CF1, CF2 등)은 CFj 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j 는 1 에서 최종 현금 흐름의 수까지의 
값입니다. 현금 흐름 금액은gK. 키를 사용하여 입력됩니다. gK키를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의 금액이 사용 가능한 다음 저장 레지스터에 저장되고 n 레지스터의 숫자가 1 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 레지스터에서 초기 투자 CF0 을 비롯하여 입력한 현금 흐름 금액의 수가 
집계됩니다. 

참고: 초기 투자 CF0을 비롯한 현금 흐름 금액을 입력할 때 음수 현금 흐름을 입력한 

후Þ키를 눌러 현금 흐름 부호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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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흐름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fCLEARH 키를 눌러 재무 레지스터와 저장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2. 초기 투자 금액을 입력하고 해당 현금 흐름이 음수인 경우Þ키를 누른 다음gJ 

키를 누릅니다. 

3. 다음 현금 흐름 금액을 입력하고 해당 현금 흐름이 음수인 경우Þ키를 누른 

다음gK키를 누릅니다. 현금 흐름 금액이 다음 기간에 0인 경우에는0 gK키를 
누릅니다. 

4. 각 현금 흐름을 모두 입력할 때까지 3단계를 반복합니다. 

계산기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현금 흐름 금액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NPV 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¼또는gC키를 사용하여 이자율을 입력합니다. 

2. fl키를 누릅니다. 

계산된 NPV 값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고 PV 레지스터에도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예: 투자자가 13%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80,000 달러에 연립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5 년 동안 연립 주택을 보유한 후 130,000 달러에 판매할 계획이며 아래의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현금 흐름을 예상합니다. NPV 를 계산하여 투자가 수익을 낼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현금 흐름 금액(4,500 달러)이 두 번 발생하지만 이러한 현금 흐름은 연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금 흐름은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H 0.00 재무 레지스터와 저장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80000ÞgJ –80,000.00 음수 현금 흐름에 - 부호를 사용하여 

CF0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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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디스플레이  

500ÞgK –500.00 음수 현금 흐름에 - 부호를 사용하여 

CF1을 저장합니다. 

4500gK 4,500.00 CF2를 저장합니다. 

5500gK 5,500.00 CF3을 저장합니다. 

4500gK 4,500.00 CF4를 저장합니다. 

130000gK 130,000.00 CF5를 저장합니다. 

:n 5.00 CF0을 비롯하여 입력한 현금 흐름 

금액의 수를 확인합니다. 

13¼ 13.00 i를 저장합니다. 

fl 212.18 NPV입니다. 

NPV 가 양수이므로 투자를 통해 투자자 자산의 금융 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룹화된 현금 흐름의 NPV 계산. 초기 투자 CF0 외에 최대 80 개의 현금 흐름 금액을  
HP 12c Platinum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 중에 동일한 연속 현금 흐름이 있는 
경우 80 개가 넘는 현금 흐름이 포함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 현금 

흐름 금액과 함께 각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최대 99 개)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숫자는 현금 흐름 금액 CFj 에 해당하는 Nj 로 지정되며ga키를 사용하여 
입력됩니다. 각 Nj 는 계산기 내의 특수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물론 이 방법을 80 개 미만의 현금 흐름이 포함된 문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에 
있는 그룹화되지 않은 현금 흐름의 NPV 계산에서 설명한 방법보다 적은 저장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총 개별 현금 흐름 수를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장 레지스터가 충분히 있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연속 현금 흐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속 현금 
흐름을 그룹화하는 기능은 필요한 저장 레지스터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참고: 초기 투자 CF0을 비롯한 현금 흐름 금액을 입력할 때 음수 현금 흐름의 금액을 

입력한 후Þ키를 눌러 현금 흐름 부호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  계산기에 프로그램을 저장한 경우 현금 흐름 금액을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의 수는 81 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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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흐름 금액과 이러한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fCLEARH 키를 눌러 재무 레지스터와 저장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2. 초기 투자 금액을 입력하고 해당 현금 흐름이 음수인 경우Þ키를 누른 

다음gJ키를 누릅니다. 

3. 초기 투자가 2단계에서 입력한 금액의 둘 이상의 현금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러한 
현금 흐름 수를 입력한 다음ga키를 누릅니다. ga키를 누르지 않으면 계산기에서 
N0은 1로 간주됩니다. 

4. 다음 현금 흐름 금액을 입력하고 해당 현금 흐름이 음수인 경우Þ키를 누른 

다음gK키를 누릅니다. 현금 흐름 금액이 다음 기간에 0인 경우에는 0gK키를 
누릅니다. 

5. 4단계에서 입력한 금액이 두 번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현금 흐름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를 입력한 다음ga키를 누릅니다. ga키를 누르지 
않으면 계산기에서 방금 입력한 CFj의 Nj는 1로 간주됩니다. 

6. 현금 흐름을 모두 입력할 때까지 각 CFj 및 Nj에 대해 4단계와 5단계를 반복합니다. 

현금 흐름 금액과 현금 흐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가 계산기에 저장되어 있으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자율을 입력하고fl키를 눌러 NPV 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투자자가 13.5%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79,000 달러에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10 년 
후 100,000 달러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연간 현금 흐름을 
예상합니다. 

연도 현금 흐름 연도 현금 흐름 

1 
2 
3 
4 
5 

$14,000 
$11,000 
$10,000 
$10,000 
$10,000 

6 
7 
8 
9 

10 

$9,100 
$9,000 
$9,000 
$4,500 

$100,000 

두 현금 흐름 금액(10,000 달러 및 9,000 달러)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므로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필요한 저장 레지스터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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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EARH 0.00 재무 레지스터와 저장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79000ÞgJ –79,000.00 음수 현금 흐름에 - 부호를 사용한 
초기 투자 금액입니다. 

14000gK 14,000.00 첫 번째 현금 흐름 금액입니다. 

11000gK 11,000.00 다음 현금 흐름 금액입니다. 

10000gK 10,000.00 다음 현금 흐름 금액입니다. 

3ga 3.00 이 현금 흐름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입니다. 

9100gK 9,100.00 다음 현금 흐름 금액입니다. 

9000gK 9,000.00 다음 현금 흐름 금액입니다. 

2ga 2.00 이 현금 흐름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입니다. 

4500gK 4,500.00 다음 현금 흐름 금액입니다. 

100000gK 100,000.00 최종 현금 흐름 금액입니다. 

:n 7.00 7가지 현금 흐름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13.5¼ 13.50 i를 저장합니다. 

fl 907.77 NPV입니다. 

NPV 가 양수이므로 투자를 통해 투자자 자산의 금융 가치가 907.77 달러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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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내부 수익률) 계산 

1. 앞에 있는 순 현재 가치 계산에서 설명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현금 흐름을 
입력합니다. 

2. fL키를 누릅니다. 

계산된 IRR 값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고 i 레지스터에도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참고: 계산기에 running이 표시되는 동안fL기능으로 결과를 얻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앞의 예에서 계산된 NPV 가 양수이므로 실제 수익률(즉, IRR)은 계산에서 사용된 13.5 보다 
큽니다. IRR 을 구하십시오. 

현금 흐름이 계산기에 여전히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fL키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L 13.72 IRR은 13.72%입니다. 

fL로 계산된 값은 정기 수익률입니다. 현금 흐름 기간이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나 
몇 분기 등인 경우 정기 IRR 과 연간 기간 수를 곱하여 명목 연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계산기에서 IRR 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는 데는 몇 초나 몇 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IRR 을 구하는 수학 계산이 매우 복잡하며 일련의 반복(즉, 일련의 연속 
계산)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각 반복에서는 IRR 의 예상치가 NPV 계산에서 이자율로 
사용됩니다. 계산된 NPV 가 0 에 근접할 때까지 반복이 반복됩니다.∗ 

IRR 계산의 복잡한 수학적 특성으로 인해 현금 흐름의 크기와 부호에 따라 IRR 계산의 결과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이거나 음수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계산기 내의 복잡한 수학 계산이 10 자리로 반올림된 숫자로 수행되기 때문에 NPV 는 정확히 0 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작은 NPV 를 생성하는 이율은 실제 IRR 에 매우 근접합니다. 

  IRR 의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 73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정 기준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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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C 를 참조하십시오. IRR 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은 섹션 
13 을 참조하십시오. 

현금 흐름 항목 검토  
  현금 흐름 금액을 하나만 표시하려면:키를 누른 다음 표시할 현금 흐름 금액이 

포함된 레지스터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또는 해당 현금 흐름 금액의 번호(즉, 해당 CFj의 j 
값)를 n 레지스터에 저장한 다음:gK 키를 누릅니다. 

  현금 흐름 금액을 모두 검토하려면:g K 키를 반복적으로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현금 흐름 금액이 역순으로 표시됩니다. 즉, 최종 현금 흐름부터 시작하여 CF0까지 
표시됩니다. 

  현금 흐름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즉, CFj의 Nj)를 표시하려면 해당 현금 흐름 
금액의 번호(즉, j 값)를 n 레지스터에 저장한 다음:ga키를 누릅니다. 

  현금 흐름 금액과 함께 각 현금 흐름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즉, 각 CFj 및 Nj 
쌍)를 모두 검토하려면:ga:gK키를 반복적으로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현금 흐름 금액부터 시작하여 N0 및 CF0까지 Nj 및 CFj가 표시됩니다. 

참고: fL또는fl키를 누르면 n 레지스터의 숫자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gK키를 누를 때마다 n 레지스터의 숫자가 1씩 감소합니다. 이렇게 한 
경우나 Nj 및/또는 CFj를 하나만 표시하기 위해 n 레지스터의 숫자를 수동으로 변경하는 

경우 n 레지스터의 숫자를 처음에 입력한 총 현금 흐름 금액 수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총 현금 흐름 금액 수에는 초기 투자 금액 CF0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설정하지 

않으면 NPV 및 IRR 계산의 결과가 잘못되며 현금 흐름 항목의 검토가 Nn 및 CFn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n은 현재 n 레지스터에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5 번째 현금 흐름 금액과 해당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5 9,000.00 CF5입니다. 

5n 5.00 j 값을 n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ga 2.00 N5입니다. 

7n 7.00 n 레지스터의 숫자를 원래 값으로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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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현금 흐름 금액과 해당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ga 1.00 N7 

:gK 100,000.00 CF7 

:ga 1.00 N6 

:gK 4,500.00 CF6 

:ga 2.00 N5 

:gK 9,000.00 CF5 

. 

. 

. 

. 

. 

. 

. 

. 

. 

:ga 1.00 N1 

:gK 14,000.00 CF1 

:ga 1.00 N0 

:gK –79,000.00 CF0 

7n 7.00 n 레지스터의 숫자를 원래 값으로 

재설정합니다. 

현금 흐름 항목 변경  

  현금 흐름 금액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스플레이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2. ?키를 누릅니다. 

3. 변경할 현금 흐름 금액이 포함된 레지스터 번호를 입력합니다. 

  현금 흐름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CFj의 Nj)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현금 흐름 금액의 번호(j)를 n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2. 현금 흐름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를 디스플레이에 입력합니다. 

3. ga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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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Nj 를 변경하기 위해 n 레지스터의 숫자를 변경하는 경우 n 레지스터의 숫자를 

처음에 입력한 총 현금 흐름 금액 수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총 현금 흐름 금액 

수에는 초기 투자 금액 CF0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설정하지 않으면 NPV 및 IRR 계산의 

결과가 잘못됩니다. 

예 1: 현금 흐름이 계산기에 저장된 상태에서 CF2 를 11,000 달러에서 9,000 달러로 변경한 
다음 13.5% 수익률에 대한 새 NPV 를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9000?2 9,000.00 새 CF2를 R2에 저장합니다. 

13.5¼ 13.50 i를 저장합니다.∗ 

fl –644.75 새 NPV입니다. 

이 NPV 가 음수이므로 투자를 통해 투자자 자산의 금융 가치가 줄어듭니다. 

예 2: N5 를 2 에서 4 로 변경한 다음 새 NPV 를 계산합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5n 5.00 n 레지스터에 j를 저장합니다. 

4ga 4.00 새 N5를 저장합니다. 

7n 7.00 n 레지스터의 숫자를 원래 값으로 

재설정합니다. 

fl –1,857.21 새 NPV입니다. 

                                                 
∗  NPV 를 처음 계산한 이후 IRR 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단계가 이 예에서 필요합니다. IRR 계산을 통해 NPV 를 
계산하기 전에 i 에 입력한 13.5 가 IRR 의 결과인 13.72 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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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계산 

HP 12c Platinum 을 사용하면 채권 가격 및 마지막 이자 지급 날짜 이후 붙은 이자와 만기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fE 및fS 계산은 6 개월 표면 상환을 가정하고 
실제/실제 기준(미 재무부 채권 및 미 재무부 중기채 등)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시장 관례에 
따라 가격은 상환 가치(액면가) 100 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달을 30 일로 간주하고 1 년을 360 일로 간주하는 30/360 채권(지방채, 회사채 등)의 채권 
가격과 수익률을 계산하고 연간 표면 상환 채권의 채권 가격을 계산하려면 섹션 16: 채권을 
참조하십시오. 

채권 가격 

1. ¼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만기 수익률(%)을 입력합니다. 
2. P키를 사용하여 연 표면금리(%)를 입력합니다. 
3. 결제일(구매일)을 입력한 다음(39페이지 참조) \ 키를 누릅니다. 
4. 만기일(상환일)을 입력합니다. 
5. fE키를 누릅니다. 

가격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PV 레지스터에도 저장됩니다. 마지막 이자 지급 날짜 이후 붙은 
이자가 계산기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표시하려면~ 키를 눌러 이자와 가격을 
더하고 RPN 모드에서는+키를 누르고 ALG 모드에서는+~} 키를 누릅니다. 

예: 2018 년 6 월 4 일이 만기인 6.75%의 미 재무부 채권에 대해 4.75%의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 2004 년 4 월 28 일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날짜 형식은 월-

일-년으로 가정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4.75¼ 4.75 만기 수익률을 입력합니다. 

6.75P 6.75 표면금리를 입력합니다. 

gÕ 6.75 날짜 형식을 월-일-년으로 설정합니다.  

4.282004\ 4.28 결제일(구매일)을 입력합니다.  

6.042018 6.042018 만기일(상환일)을 입력합니다. 

fE 120.38 채권 가격(액면가의 백분율로 

                                                 
∗ 모든 채권 계산은 Jan Mayle, TIPS Inc., Standard Securities Calculation Methods, Volume 1, Third Edition,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Inc., New York, 1993 에 포함된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의 권고에 따라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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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계산)입니다. 

+ 123.07 미수 이자를 포함한 총 가격입니다. 

ALG 모드에서는 위의 RPN 모드 단계와 동일하게 수행하되 마지막 단계를 아래의 단계로 
바꾸어 수행합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 123.07 미수 이자를 포함한 총 
가격입니다. 

채권 수익률 

1. $키를 사용하여 시가를 액면가의 백분율로 입력합니다. 

2. P키를 사용하여 연 표면금리(%)를 입력합니다. 

3. 결제일(구매일)을 입력한 다음 \ 키를누릅니다. 

4. 만기일(상환일)을 입력합니다. 

5. fS키를 누릅니다. 

만기 수익률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i 레지스터에도 저장됩니다. 

참고: 계산기에 running이 표시되는 동안fS기능으로 결과를 얻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앞의 예에서 나온 채권의 시세는 122.125%입니다. 이때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디스플레이  

122.125$ 122.13 시가를 입력합니다. 

6.75P 6.75 표면금리를 입력합니다. 

4.282004\ 4.28 결제일(구매일)을 입력합니다. 

6.042018 6.042018 만기일(상환일)을 입력합니다. 

fS 4.60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문제를 풀고나면 FV 레지스터에는 연 표면금리(%)를 2 로 나누어서 상환 가치와 더한 
값이 저장되고, n 레지스터에는 결제일로부터 다음 표면금리 지불일까지의 일수를 결제가 
발생한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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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계산  

HP 12c Platinum 을 사용하면 정액법, 연수합계법 및 정률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장부가액 - 잔존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키를 사용하여 자산의 원가를 입력합니다. 

2. M키를 사용하여 자산의 잔존가액을 입력합니다. 잔존가액이 0일 경우M키를 
누릅니다. 

3. n 키를 사용하여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연도 수)를 입력합니다. 

4. 정률법을 사용할 경우¼ 키를 사용하여 정률법 인수를 백분율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정액법 비율의 1.25배(정률법의 125%)는 125로 입력합니다. 

5. 감가상각을 계산할 연도 수를 입력합니다. 

6. 다음 키를 누릅니다. 

 fV - 정액법을 사용한 감가상각의 경우 
 fÝ - 연수합계법을 사용한 감가상각의 경우 
 f# - 정률법을 사용한 감가상각의 경우 

fV, fÝ 및f#키를 사용하면 감가상각액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감가상각을 
계산한 후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장부가액 - 잔존가액)을 표시하려면~키를 누릅니다. 

예: 10,000 달러에 구매한 금속 기계의 가치를 5 년 감가상각하여 계산합니다. 이 기계의 
잔존가액은 500 달러로 예상됩니다. 정액법 비율의 두 배인 정률법(정률법의 200%)을 
사용하여 기계 수명의 처음 3 년에 대한 감가상각과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각각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10000$ 10,000.00 원가를 입력합니다. 

500M 500.00 잔존가액을 입력합니다. 

5n 5.00 예상 내용연수를 입력합니다. 

200¼ 200.00 정률법 인수를 입력합니다. 

1f# 4,000.00 첫 해의 감가상각입니다. 

~ 5,500.00 첫 해가 지난 후의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입니다. 

2f# 2,400.00 둘째 해의 감가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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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디스플레이  

~ 3,100.00 둘째 해가 지난 후의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입니다. 

3f# 1,440.00 셋째 해의 감가상각입니다. 

~ 1,660.00 셋째 해가 지난 후의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입니다. 

자산 취득일이 회계 연도의 시작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과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계산하려면 섹션 13 의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섹션 13 에는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의 감가상각 계산 절차 및 감가상각초과액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File name: HP 12c Platinum_User's Guide_Korean_KO_F2232-90016_Edition 5v20090113.doc Page: 86 
of 289  
Printed Date: { 2009/1/13Dimension: 14 8 cm x 21 cm 

섹션 5 

추가 연산 기능 

연속 메모리 

계산기의 연속 메모리에는 데이터 저장 레지스터, 재무 레지스터, 스택 및 LAST X 레지스터, 
프로그램 메모리 및 상태 정보(예: 표시 형식, 날짜 형식 및 상환 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기가 꺼져 있는 동안에도 연속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정보는 그대로 보관됩니다. 잠시 
동안 배터리를 제거할 경우에도 연속 메모리의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손실을 방지하면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떨어졌거나 충격을 받은 경우, 계산기에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경우 연속 메모리가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속 메모리를 수동으로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 계산기를 끕니다. 

2. -키를 누른 채;키를 누릅니다. 

연속 메모리가 재설정된 경우 

 모든 레지스터가 지워집니다.  
 프로그램 메모리는 각 행에g(000 명령이 포함된 8개의 프로그램 행으로 구성됩니다. 
 표시 형식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의 표준 형식으로 설정됩니다. 
 날짜 형식은 월-일-년으로 설정됩니다. 
 상환 모드는 End로 설정됩니다. 
 산술 연산은 RPN 모드로 설정됩니다. 

연속 메모리가 재설정될 때마다 디스플레이에 Pr Error 가 표시됩니다. 아무 키나 누르면 
디스플레이에서 이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디스플레이 

상태 표시 

9 개의 상태 표시가 디스플레이 하단에 표시되며 특정 연산에 대한 계산기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태 표시에 대한 내용은 관련 연산에 대한 설명이 담긴 안내서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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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표시 형식 

공장에서 출하된 후나 연속 메모리를 재설정한 후 계산기를 처음 켜면 소수점 이하가 두 
자리인 숫자가 표시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19.8745632\ 19.87  

5- 14.87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19.8745632- 19.87  

5} 14.87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표시되지만 HP 12c Platinum 의 모든 계산은 10 자리의 숫자까지 
수행됩니다.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표시할 경우 숫자가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반올림됩니다. 세 번째 
자릿수가 5 에서 9 사이인 경우 두 번째 자릿수가 1 만큼 증가하고, 세 번째 자릿수가 0 에서 4 
사이인 경우 두 번째 자릿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표시되는 소수 자릿수와 상관없이 
반올림이 발생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옵션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지정한 
표시 형식이나 소수 자릿수와 상관없이B, !, V, Ý 또는#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산기 내부의 숫자는 바뀌지 않지만 디스플레이에는 바뀌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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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표시 형식. 현재 계산기에 표시된 숫자 14.87 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나타내는 표준 
표시 형식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다른 소수 자릿수를 표시하려면f 키를 누른 다음 소수 
자릿수를 지정하는 숫자 키(0 에서 9)를 누릅니다. 다음 예에서는 계산기 내부에 표시된 숫자 
형식(14.87456320)이 지정된 자릿수로 어떻게 반올림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4 14.8746  

f1 14.9  

f0 15.  

f9 14.87456320 f 키를 누른 후 소수점 이하 
9자리를 지정한 경우라도 
디스플레이에는 총 10개의 숫자만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8자리까지만 표시됩니다.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지정된 표준 표시 형식은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되며 계산기를 켤 
때마다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속 메모리를 재설정할 경우 다음에 계산기를 켤 때 
소수점 이하 두 자리의 표준 표시 형식으로 숫자가 표시됩니다. 

계산된 숫자가 너무 작거나 커서 표준 표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표시 형식이 
자동으로 과학적 기수법으로 전환됩니다. 과학적 기수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표준 표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숫자의 경우 디스플레이가 다시 표준 표시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과학적 기수법 표시 형식 

과학적 기수법의 경우 숫자 왼쪽에 가수가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2 자리의 지수가 함께 
표시됩니다. 숫자의 처음 7 자리가 가수이고 소수점 왼쪽에 0 이 아닌 한 자리의 숫자가 
있습니다. 지수는 숫자를 표준 형식으로 표시하기 전에 가수의 소수점을 몇 자리 이동할지를 
나타냅니다. 지수가 음수일 경우, 즉 지수와 가수 사이에 빼기 부호가 있는 경우 소수점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1 보다 작은 숫자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수가 양수일 경우, 즉 
지수와 가수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1 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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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형식을 과학적 기수법으로 설정하려면f.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디스플레이에 앞의 예에서 사용된 숫자 14.87456320 이 계속 표시된다고 가정). 

키 입력 디스플레이  

f. 1.487456 01  

이 예에서 지수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의 이전 숫자의 처음 7 자리인 14.87456 숫자가 제공됩니다. 

다시 표준 표시 형식으로 설정하려면f 키를 누른 다음 원하는 소수 자릿수를 누릅니다. 표준 
표시 형식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과학적 기수법 표시 형식이 적용되며, 계산기를 켤 때마다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속 메모리를 재설정한 후 계산기를 켜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의 표준 표시 형식이 사용됩니다. 

가수 표시 형식. 표준 표시 형식과 과학적 기수법 표시 형식 모두 숫자 자릿수를 일부만 
표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산기 내부 숫자의 10 자리 모두(전체 가수)를 표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fCLEARX 키를 누른 채X키를 누릅니다. X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디스플레이에는 10 자리 숫자 전체(가수)가 표시되고, 이 키를 놓으면 숫자가 다시 
현재 표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에 앞 예의 결과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X 1487456320 계산기 내부의 10자리 숫자 

전체입니다. 

 1.487456 01 X 키를 놓으면 디스플레이가 
이전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f2 14.87 디스플레이가 표준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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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디스플레이 

Running. 특정 기능과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산출하는 데는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중에 계산기가 실행 중임을 나타내기 위해 디스플레이에서 running 이 
깜박입니다. 

Overflow 및 Underflow. 계산 결과 크기가 9.999999999 ×1099 보다 큰 숫자가 산출되면 
계산이 중지되고 계산기에 9.999999 99(숫자가 양수일 경우) 또는 –9.999999 99(숫자가 
음수일 경우)가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크기가 10–99 보다 작은 숫자가 산출되면 계산이 중지되지는 않지만 후속 계산에서 
해당 숫자에 대해 0 값이 사용됩니다. 

Errors. 0 으로 나눗셈을 하는 등 잘못된 연산을 시도할 경우 계산기에 Error 와 숫자(0-9)가 
표시됩니다. 오류 표시를 지우려면 아무 키나 누르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키의 기능이 
실행되지 않고 계산기는 잘못된 연산을 수행하기 전 상태로 복원됩니다. 오류 조건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D 를 참조하십시오. 

Pr Error. 계산기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다음에 계산기를 켤 때 계산기에 Pr Error 가 
표시됩니다. 이 오류는 모든 데이터, 프로그램 및 상태 정보가 들어 있는 연속 메모리가 
재설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RPN 모드에서의  키 

144.25 달러에서 25.83 달러를 빼야 하는데 실수로 25.83 을 첫 번째 숫자로 입력하고 
144.25 를 두 번째 숫자로 입력한 경우를 가정해보십시오. 그렇지만 문서에 기록할 때야 
원하는 계산이 144.25 – 25.83 인데 두 번째 숫자를 실수로 첫 번째로 입력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실수를 수정하려면~ 교환 키를 눌러서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바꾸면 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25.83\144.25 144.25 실수로 두 번째 숫자를 먼저 
입력했습니다. 

~ 25.83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교환합니다. 이제 입력한 첫 번째 
숫자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 118.42 연산 키를 눌러 결과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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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첫 번째 숫자를 올바로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데도~ 키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연산 
키나 등호 키를 누르기 전에~ 키를 다시 눌러 입력한 두 번째 숫자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키를 누른 횟수와 상관없이 계산기는 디스플레이의 숫자를 입력한 두 
번째 숫자로 간주합니다. 

RPN 모드에서의  키 

연산을 수행하기 전의 숫자를 디스플레이로 다시 호출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수가 포함된 산술 계산을 수행하거나 숫자 입력 오류를 복구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려면gF (LAST X) 키를 누릅니다. 이 섹션에서는 RPN 모드에서gF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상수가 포함된 산술 계산 

예: Permex Pipe 에서는 특정 파이프 부품이 15 개, 75 개, 250 개씩 포장됩니다. 부품 당 
원가가 4.38 달러인 경우 각 패키지의 원가를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15\ 15.00 첫 번째 수량을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4.38 4.38 디스플레이에 단가를 입력합니다. 

§ 65.70 15개 포장에 대한 원가입니다. 

75 75. 두 번째 수량을 디스플레이에 
입력합니다. 

gF 4.38 단가(§ 키를 누르기 전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었던 마지막 
숫자)를 디스플레이에 호출합니다. 

§ 328.50 75개 포장에 대한 원가입니다. 

250 250. 세 번째 수량을 디스플레이에 
입력합니다. 

gF 4.38 디스플레이에 단가를 다시 
호출합니다. 

§ 1,095.00 250개 포장에 대한 원가입니다. 

상수가 포함된 산술 계산의 다른 방법은 235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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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입력 시 오류 복구 

예: 회사 제품 중 하나의 연간 생산량(429,000)을 소매점 수(987)로 나누어서 각 소매점마다 
배분되는 평균 개수를 계산한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런데 실수로 소매점 수를 987 이 아니라 
9987 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 오류는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429000\ 429,000.00  

9987 9,987. 아직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z 42.96 소매점 당 약 43개의 제품이 
배분되지만 너무 낮은 숫자 
같습니다. 

gF 9,987.00 z 키를 누르기 전에 표시되었던 
숫자를 디스플레이에 호출합니다. 
잘못 입력한 것을 알았습니다. 

429000\ 429,000.00 문제 해결을 시작합니다. 

987z 434.65 올바른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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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6 

통계 기능 

누계 통계 

HP 12c Platinum 에서는 변수가 하나 또는 두 개인 통계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_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계산기에 입력됩니다. 이 키를 사용하면 데이터 통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R1 - R6 저장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이 레지스터를 “통계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새 데이터 집합에 대한 통계 누적을 시작하기 전에fCLEAR² 키를 눌러서 통계 레지스터를 
지워야 합니다∗. 

변수가 하나인 통계 계산에서 “x 값”이라는 각 데이터 점을 입력하려면 디스플레이에 x 값을 
입력한 다음— 키를 누릅니다. 

변수가 두 개인 통계 계산에서 “x 값 및 y 값”이라 불리는 각 데이터 점을 입력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디스플레이에 y값을 입력합니다. 

2. \ 키를 누릅니다. 

3. 디스플레이에 x값을 입력합니다. 

4. _ 키를 누릅니다. 

_ 키를 누를 때마다 계산기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R1의 숫자가 1씩 증가하고 결과가 디스플레이에 복사됩니다. 
 x값이 R2의 숫자에 추가됩니다. 
 x값의 제곱이 R3의 숫자에 추가됩니다. 
 y값이 R4의 숫자에 추가됩니다. 
 y값의 제곱이 R5의 숫자에 추가됩니다. 
 x값과 y값의 곱이 R6의 숫자에 추가됩니다. 

                                                 
∗ 이 경우 스택 레지스터와 디스플레이도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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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는 누적 통계가 저장된 위치를 보여줍니다. 

레지스터 통계 

R1(및 디스플레이) n: 누적된 데이터 쌍의 수 

R2 　x: x값의 합 

R3 　x2: x값 제곱의 합 

R4 　y: y값의 합 

R5 　y2: y값 제곱의 합. 

R6 　xy: x값과 y값의 곱의 합 

누적된 통계 수정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음을 발견한 경우 누적된 통계를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 점이나 데이터 쌍을 새로 입력하듯이 입력하고g^키 대신_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올바른 데이터 점이나 데이터 쌍을 입력하고_키를 누릅니다. 

평균 

gÖ키를 누르면 x 값( x ) 및 y 값( y )의 평균이 계산됩니다. gÖ키를 누르면 x 값의 평균이 
표시되고~키를 누르면 y 값의 평균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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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회사의 7 명 영업사원을 조사한 결과 매주 근무 시간과 매월 매출액이 다음과 같이 
밝혀졌습니다. 영업사원의 매주 평균 근무 시간은 얼마입니까? 영업사원의 매월 평균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영업사원 시간/주 판매/월 

1 32 $17,000 

2 40 $25,000 

3 45 $26,000 

4 40 $20,000 

5 38 $21,000 

6 50 $28,000 

7 35 $15,000 

이 샘플에서 평균 근무 시간과 매출액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² 0.00 통계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32\ 

17000_ 
32.00 
1.00 

 
첫 번째 입력입니다. 

40\ 

25000_ 
40.00 
2.00 

 
두 번째 입력입니다. 

45\ 

26000_ 
45.00 
3.00 

 
세 번째 입력입니다. 

40\ 

20000_ 
40.00 
4.00 

 
네 번째 입력입니다. 

38\ 

21000_ 
38.00 
5.00 

 
다섯 번째 입력입니다. 

50\ 

28000_ 
50.00 
6.00 

 
여섯 번째 입력입니다. 

35\ 

15000_ 
35.00 
7.00 

 
샘플의 총 입력 수입니다. 

gÖ 21,714.29 매월 평균 매출액(달러)( x )입니다. 

~ 40.00 평균 근무 시간( 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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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편차 

gv 키를 누르면 x 값(sx)과 y 값(sy)의 표준 편차가 계산됩니다. 데이터 집합의 표준 편차는 
평균의 분산을 측정합니다. gv키를 누르면 x 값의 표준 편차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키를 누르면 y 값의 표준 편차가 표시됩니다. 

예: 앞 예의 x 값 및 y 값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gv 4,820.59 매출액의 표준 편차입니다. 

~ 6.03 근무 시간의 표준 편차입니다. 

sx 및 sy 를 계산하기 위해 HP 12c Platinum 에서 사용한 공식을 통해 모집단 샘플을 기반으로 
한 모집단 표준 편차의 최상의 예상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계 규칙에서는 이를 
샘플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7 명의 영업사원을 전체 영업사원의 모집단 샘플로 가정하고 
공식을 통해 샘플로부터 모집단의 최상의 예상치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7 명의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의 전체 모집단을 구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십시오. 이 경우 모집단 
표준 편차를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집합이 전체 모집단과 같을 경우 다음 키 입력을 
통해 실제 모집단 표준 편차(σ)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gÖ 21,714.29 평균(달러) 

_ 8.00 입력 수 + 1. 

gv 4,463.00 σx 

~ 5.58 σy 

                                                 
∗ 모집단의 평균을 데이터 집합에 합계하고 267 페이지의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새로운 s 를 구할 경우 s 가 
원래 데이터 집합의 모집단 표준 편차(σ)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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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쌍의 합계를 계속 계산하려면 추가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gÖg^키를 누릅니다. 

참고: 비교적 차이가 적은 데이터 값과 관련된 경우 계산기에서 표준 편차나 선형 추산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산이 계산기의 정밀도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99,999; 2,000,000 및 2,000,001 값의 표준 편차는 1이지만 
HP 12c Platinum에서 반환한 표준 편차는 반올림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러나 각 값의 
차이와 값의 평균 또는 근사 평균만 입력하여 데이터를 정규화한 경우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의 예에서 대신 –1, 0 및 1 값을 사용하여 올바른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계산에 다시 차이(2,000,000)를 추가해야 합니다. 

선형 추산 

통계 레지스터에 누적된 두 개 변수의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면 x 값이 새로 주어질 경우 새 
y 값( ŷ )을 추산할 수 있고 y 값이 새로 주어질 경우 새 x 값( ŷ )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ŷ  및Q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새 x값을 입력합니다. 

2. gR키를 누릅니다. 

x̂ 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새 y값을 입력합니다. 

2. gQ키를 누릅니다. 

예: 앞의 문제에서 누적된 통계를 사용하여 매주 48 시간 근무하는 새로운 영업사원의 
매출액을 추산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48gQ 28,818.93 1주 근무 시간이 48시간인 경우의 
추산 매출액입니다. 

선형 추산의 신뢰도는 데이터 쌍의 근접도, 즉 그래프에 표시할 경우 직선으로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 상관 계수 r 입니다. ŷ  

또는 ŷ 가 계산될 때마다 이 수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수량을 표시하려면~키를 
누릅니다. 1 또는 –1 에 근접한 상관 계수는 데이터 쌍이 직선에 매우 가까움을 나타냅니다. 
한편 0 에 근접한 상관 계수는 데이터 쌍이 직선에 가깝지 않으며 이 데이터를 사용한 선형 
추산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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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상관 계수를 표시하여 앞 예의 선형 추산 신뢰도를 검사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 0.90 상관 계수가 1에 근접합니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계산된 매출액 
추산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를 그래프로 표시하려면 다음 선형 추산의 계수를 계산합니다. 
y = A + Bx. 

1. y절편(A)을 계산하려면 0gR키를 누릅니다. 

2. RPN 모드에서 선(B)의 기울기를 계산하려면 1gR~d~-키를 누릅니다. ALG 

모드에서 선(B)의 기울기를 계산하려면 1gR~d-~} 키를누릅니다. 

예: 앞 예의 선형 회귀의 기울기와 절편을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0gR 15.55 y절편(A)으로 x = 0일 경우의 예상 
값입니다. 

1 gR~d~- 0.001 선(B)의 기울기로 x값이 증가할 
경우 예상 값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0gR 15.55 y절편(A)으로 x = 0일 경우의 예상 
값입니다. 

1gR~d-~} 0.001 선(B)의 기울기로 x값이 증가할 
경우 예상 값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선형 회귀를 설명하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y = 15.55 + 0.00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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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  평 균  

해당하는 각 숫자의 가중치를 알고 있는 경우 숫자 집합에 대한 가중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fCLEAR²키를 누릅니다. 

2. 항목의 값을 입력하고\ 키를 누른 다음 해당 가중치를 입력하고_ 키를 누릅니다. 두 
번째 항목의 값을 입력하고 \ 키를 누른 다음 두 번째 가중치를 입력하고_ 키를 
누릅니다. 항목의 모든 값과 해당 가중치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데이터 입력 
규칙은 “항목 \ 가중치_”입니다. 

3. 항목의 가중 평균을 계산하려면g키를 누릅니다. 

예: 휴가 중 네 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차한다고 가정하십시오. 
리터 당 1.16 달러에 15 리터, 1.24 달러에 7 리터, 1.20 달러에 10 리터, 1.18 달러에 
17 리터를 구입한다고 가정하십시오. 구입한 휘발유의 리터 당 평균 원가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주유소마다 동일한 양을 구입할 경우gÖ 키를 사용하여 단순한 산술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목(휘발유)의 값과 해당 가중치(구입한 리터 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g 
키를 사용하여 가중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CLEAR² 0.00 통계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1.16\15_ 1.00 첫 번째 항목과 가중치입니다. 

1.24\7_ 2.00 두 번째 항목과 가중치입니다. 

1.2\10_ 3.00 세 번째 항목과 가중치입니다. 

1.18\17_ 4.00 네 번째 항목과 가중치입니다. 

g 1.19 리터 당 가중 평균 원가입니다. 

가중 데이터 또는 그룹 데이터의 평균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 및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 절차는 
HP 12c Platinum 문제 풀이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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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7 

수학 및 수 변경 기능 
HP 12c Platinum 에서는 수학 기능과 수 변경을 위한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일반 
수학 계산뿐만 아니라 특수한 재무 계산에도 유용합니다. 

하나의 숫자가 필요한 기능 

대부분의 수학 기능의 경우 기능 키를 누르기 전에 계산기에 숫자(즉,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숫자)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기능 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의 숫자가 결과로 바뀝니다. 

역수. y 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의 역수, 즉 1 을 디스플레이의 숫자로 나눈 값이 
계산됩니다. 

제곱. g¡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의 제곱이 계산됩니다.  

제곱근. gr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의 제곱근이 계산됩니다. 

로그. g° 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의 자연로그(밑: e)가 계산됩니다.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의 상용로그(밑: 10)를 계산하려면 자연로그를 계산한 다음 RPN 
모드에서는 10g°z키를, ALG 모드에서는z10g°} 키를 누릅니다. 

지수. g> 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의 지수가 계산됩니다. 밑 e 를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로 거듭제곱합니다. 

계승. ge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의 계승이 계산됩니다. 즉 1 부터 n 까지 
정수의 곱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n 은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반올림. 계산기 내부의 숫자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때 반올림하는 소수 자릿수를 표시 
형식에서 지정합니다. 그러나 표시 형식만으로는 계산기 내부의 숫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fB 키를 누르면 계산기 내부의 숫자가 표시된 버전과 일치하도록 
변경됩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숫자를 지정된 소수 자릿수로 반올림하려면 원하는 소수 
자릿수를 표시하도록 87 페이지에서 설명한 대로 표시 형식을 일시적으로 설정한 
다음fB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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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gÑ 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의 숫자가 해당 숫자의 정수 부분으로 바뀝니다. 즉 
소수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0 으로 바뀝니다.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계산기 내부에서도 
숫자가 바뀝니다. RPN 모드에서는gF 키를 눌러 원래 숫자를 디스플레이에 호출할 수 
있습니다. 

소수. gT 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의 숫자가 해당 숫자의 소수 부분으로 바뀝니다. 즉 
소수점 왼쪽에 있는 모든 숫자가 0 으로 바뀝니다. gÑ처럼gT키를 누르면 표시된 
버전뿐만 아니라 계산기 내부의 숫자도 바뀝니다. RPN 모드에서gF 키를 눌러 원래 
숫자를 디스플레이에 호출할 수 있습니다. 

위 기능은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0.258 의 역수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258 0.258 디스플레이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y 3.88 원래 숫자인 0.258의 역수입니다. 

직접 입력한 숫자뿐만 아니라 이전 계산에서 구한 결과를 디스플레이에 숫자로 표시하여 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에서는gF에서 원래 숫자를 호출하여 RPN 모드에서 
계속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X 3875968992 계산기 내부 숫자 10자리를 모두 
표시합니다. 

 3.88 X키를 놓으면 디스플레이가 
표준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fB 3.88 디스플레이의 숫자가 이전과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fCLEARX 3880000000 그러나 계산기 내부 숫자 10자리를 
모두 표시하면 표시된 버전과 
일치하도록fB에서 숫자를 
변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88 디스플레이가 표준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gÑ 3.00 이전에 표시된 숫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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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gF 3.88 RPN 모드에서만 원래 숫자를 
디스플레이에 호출합니다. 

gT 0.88 이전에 표시된 숫자의 소수 
부분입니다. 

RPN 모드에서의 거듭제곱 기능 

q 키를 누르면 숫자의 거듭제곱(yx)이 계산됩니다. 산술 기능과 마찬가지로+, q 키에는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1. 키에서 y로 지정된 기본 숫자를 입력합니다. 

2. \키를 눌러 두 번째 숫자(지수)와 첫 번째 숫자(밑)를 구분합니다. 

3. 키에서 x로 지정된 지수를 입력합니다. 

4. q키를 눌러 거듭제곱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21.4 2\1.4q 2.64 

2–1.4 2\1.4Þq 0.38 

(–2)3 2Þ\3q –8.00 

3 2 또는 21/3 2\3yq 1.26 

ALG 모드에서의 거듭제곱 기능 

ALG 모드에서 숫자의 거듭제곱(yx)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키에서 y로 지정된 기본 숫자를 입력합니다. 

2. q키를 누르고 키에서 x로 지정된 지수를 입력합니다.  

3. } 키를 눌러거듭제곱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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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21.4 2q1.4} 2.64 

2–1.4 2q1.4Þ} 0.38 

(–2)3 2Þq3} –8.00 

3 2 또는 21/3 2q3y}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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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부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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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8 

프로그래밍 기본 사항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 

프로그램은 계산기에 저장된 일련의 키 입력입니다. 동일한 일련의 키 입력을 여러 번 
사용하여 계산해야 할 때마다 키 입력을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번 모든 키를 누르는 대신 하나의 키만 눌러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기에서 나머지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저장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1. 원하는 수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일련의 키 입력을 작성합니다. 

2. f]또는f[를 눌러서 사용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참고: RPN 모드에서 만들어서 저장한 프로그램이나 단계는 RPN 모드에서만 실행해야 
하고, ALG 모드에서 만들어서 저장한 프로그램이나 단계는 ALG 모드에서만 실행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를 프로그램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3. fs을 눌러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계산기가 프로그램 모드일 경우 
기능을 입력해도 기능이 실행되지 않고 대신 계산기 내부에 저장됩니다. 계산기가 
프로그램 모드일 경우 디스플레이의 PRGM 상태 표시가 깜박입니다. 

4. fCLEARÎ키를 눌러 계산기 내부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이전 프로그램을 
지웁니다. 이미 저장된 프로그램을 지우지 않고 새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뛰고 섹션 11 “여러 프로그램”에서 설명한 대로 계속합니다. 

5. 1 단계에서 작성한 일련의 키 입력을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키 입력의 시작 
부분을 건너뜁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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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무실 소모품 판매업자가 선택된 재고품을 25%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을 
공제하고 5 달러의 취급 비용을 추가한 항목의 순원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먼저 정가가 200 달러인 항목의 순원가를 수동으로 계산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200 200. 항목의 원가를 입력합니다. 

\ 200.00 항목의 원가와 다음에 입력할 
백분율을 구분합니다. 

25b 50.00 할인 금액입니다. 

- 150.00 가격에서 할인 금액을 뺀 값입니다. 

5 5. 취급 비용입니다. 

+ 155.00 순원가(가격-할인 금액+취급 
비용)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200 200. 항목의 원가를 입력합니다. 

- 200.00 항목의 원가와 다음에 입력할 
백분율을 구분합니다. 

25b 50.00 할인 금액입니다. 

+ 150.00 가격에서 할인 금액을 뺀 값입니다. 

5 5. 취급 비용입니다. 

} 155.00 순원가(가격-할인 금액+취급 
비용)입니다. 

그런 다음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하고 이미 저장된 프로그램을 지웁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fCLEARÎ 000, 프로그램을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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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문제를 수동으로 풀기 위해 위에서 사용한 키를 누릅니다. 200 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키를 누를 때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내용에는 신경쓰지 마십시오. 이 섹션의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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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 001,   36 

2 002,   2 

5 003,   5 

b 004,   25 

- 005,   30 

5 006,   5 

+ 007,   40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 001,   30 

2 002,   2 

5 003,   5 

b 004,   25 

+ 005,   40 

5 006,   5 

} 007,   36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fs키를 눌러 계산기를 다시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계산기가 이미 실행 모드인 
경우(디스플레이의  PRGM 상태 표시가 깜박이지 않을 경우)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2. 수동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디스플레이에 이미 입력된 데이터와 계산기 내부의 레지스터가 사용됩니다. 

3. t 키를 눌러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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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위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정가 625 달러의 타자기 순원가와 정가 159 달러의 
임원용 의자의 순원가를 계산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s 155.00 계산기를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이전에 계산한 숫자가 
표시됩니다. 

f] 155.00 RPN 모드를 설정합니다. 

625 625. 타자기의 정가를 입력합니다. 

t 473.75 타자기의 순원가입니다. 

159 159. 의자의 정가를입력합니다. 

t 124.25 의자의 순원가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155.00 계산기를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이전에 계산한 숫자가 
표시됩니다. 

f[ 155.00 ALG 모드를 설정합니다. 

625 625. 타자기의 정가를 입력합니다. 

+ 473.75 타자기의 순원가입니다. 

159 159. 의자의 정가 를입력합니다. 

} 124.25 의자의 순원가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할 
경우 프로그래밍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키 입력이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되는지,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는 키 입력 수는 얼마나 되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키 입력을 어떻게 건너뛸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의 이런 측면들을 설명하기 위해 프로그램 모드에서 키 
입력을 저장한 경우 계산기에서 키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과 실행 모드에서 키 입력이 실행되는 
시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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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메모리 

프로그램 모드에서 계산기에 입력된 키 입력은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각각의 숫자, 
소수점 또는 기능 키를 명령이라 하고 프로그램 메모리의 행 하나에 저장됩니다. 이 행을 
대개는 그냥 프로그램 행이라고 합니다. f, g, ?, :, and i 프리픽스 키로 시작하는 
키 입력 순서는 전체 명령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하나의 프로그램 행에 저장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프로그램 메모리의 각 명령이 실행됩니다. 마치 키를 수동으로 누른 
것처럼 해당 프로그램 행의 키 입력이 수행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의 현재 행부터 시작하여 
더 높은 번호의 프로그램 행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진행됩니다. 

계산기가 프로그램 모드일 때마다(즉 디스플레이의 PRGM 상태 표시가 깜박거릴 때마다) 
계산기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행에 대한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에 왼쪽에는 프로그램 메모리 내 프로그램 행 수가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의 
나머지 숫자는 해당 프로그램 행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을 나타내는 코드를 구성합니다. 
프로그램 행 000 에는 일반 명령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에 대한 코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행의 명령 식별 

숫자 키 0 에서 9 를 제외한 HP 12c Platinum 키보드의 모든 키는 두 자리의 “키 코드”로 
식별됩니다. 키 코드는 키보드에서 키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키 코드의 첫 번째 숫자는 키 행 
번호로서 맨 위에서부터 행 1 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숫자는 해당 행의 키 번호로서 행의 첫 
번째 키에서부터 1 이 시작되어 행의 아홉 번째 키까지 9 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행의 열 번째 
키에는 0 이 지정됩니다. 각 숫자 키의 키 코드는 단순히 키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따라서b 
명령을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경우 계산기에 다음과 같은 행 번호와 키 코드가 표시됩니다. 

0 0 4 ,       2 5  

이는 프로그램 행 004 의 명령에 대한 키가 키보드의 두 번째 행에 있고 해당 행의 다섯 번째 
키, 즉b 키임을 나타냅니다. + 명령을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경우 계산기에 다음과 
같은 행 번호와 키 코드가 표시됩니다. 

0 0 7 ,       4 0  

이는 프로그램 행 007 의 명령에 대한 키가 키보드의 네 번째 행에 있고 해당 행의 열 번째 키, 
즉+키 임을 나타냅니다. 숫자 5 를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경우 숫자 5 만 키 코드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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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 :및i 키로 시작하는 키 입력 순서는 하나의 프로그램 행에 저장되기 
때문에 해당 행을 표시하면 키 입력 순서의 모든 키에 대한 키 코드가 표시됩니다. 

 명령 키 코드 

 gÒ nnn,  43  26 

 ?=0 nnn, 44 40  0 

 gi000 nnn,43,33,000 

프로그램 행 표시 

fs키를 눌러 계산기를 실행 모드에서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하면 계산기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행에 대한 행 번호와 키 코드가 표시됩니다. 

때로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여러 명령이나 모든 명령을 검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HP 12c Platinum 을 사용하면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앞뒤로 프로그램 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프로그램 모드인 상태에서Ê (단일 단계) 키를 누르면 계산기가 프로그램 
메모리의 다음 행으로 이동하고 해당 행에 저장된 명령의 행 번호와 키 코드가 
표시됩니다. 

  계산기가 프로그램 모드인 상태에서gÜ (뒤로 단계) 키를 누르면 계산기가 프로그램 
메모리의 이전 행으로 다시 설정되고 해당 행에 저장된 명령의 행 번호와 키 코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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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금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처음 두 행을 표시하려면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하고Ê키를 두 번 누릅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s 000,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하고 프로그램 메모리의 
현재 행을 표시합니다.  

Ê 001,   36 프로그램 행 001: \ 

Ê 002,   2 프로그램 행 002: 숫자 2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000,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하고 프로그램 메모리의 
현재 행을 표시합니다.  

Ê 001,   30 프로그램 행 001: - 

Ê 002,   2 프로그램 행 002: 숫자 2 

gÜ키를 누르면 반대로 수행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gÜ 001,   36 프로그램 행 001 

gÜ 000, 프로그램 행 000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gÜ 001,   30 프로그램 행 001 

gÜ 000, 프로그램 행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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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키 또는Ü 키를 누르면 계산기에 프로그램 메모리의 모든 행이 표시됩니다. Ê 키를 
다시 누릅니다. 그러나 이 번에는 프로그램 행 007 이 표시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Ê 001,   36 프로그램 행 001 

 . 
. 
. 

. 

. 

. 

(Ê키를 놓습니다) 007,   40 프로그램 행 007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Ê 001,   30 프로그램 행 001 

 . 
. 
. 

. 

. 

. 

(Ê키를 놓습니다) 007,   36 프로그램 행 007 

프로그램 행 007 에는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Ê 키를 다시 누르면 이 행이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마지막 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Ê 008,43, 33, 000 프로그램 행 008 

이제 표시된 키 코드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행 008 의 명령이 
gi000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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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명령 및 프로그램 행 000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7 개의 
명령을 실행한 후 행 008 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i000 명령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계산기로 하여금 프로그램 행 000 으로 이동하여 해당 행의 명령을 실행하도록 지시합니다. 행 
000 에 일반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산기의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숨겨진”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계산기는 자동으로 
프로그램 행 000 으로 이동하여 중지하므로 사용자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fs키를 눌러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에서 실행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행 모드에서fCLEARÎ 키를 누를 경우에도 계산기가 자동으로 프로그램 행 
000 으로 설정됩니다. 

i000 명령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전에 이미 행 008 에 이 명령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프로그램 행에 이 명령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에 명령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연속 메모리가 재설정된 경우 또는 프로그램 모드에서fCLEARÎ키를 
누른 경우 프로그램 행 001 ~ 008 에i000 명령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에 
각각의 명령을 입력할 때 해당 프로그램 행의i000 명령을 대체합니다. 

프로그램이 정확히 8 개의 명령으로 구성된 경우 프로그램 메모리 끝에i000 명령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계산기는 프로그램 다음에i000 
명령이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행 000 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서 중지됩니다. 

9 개 이상의 명령을 입력할 경우 추가 명령을 포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메모리가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 확장 

프로그램 메모리에 명령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연속 메모리를 재설정한 경우 또는 프로그램 
모드에서fCLEARÎ 키를 누른 경우 프로그램 메모리는 8 개의 프로그램 행으로 구성되고 
데이터 저장에 이용할 수 있는 저장 레지스터가 20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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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현재 프로그램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 행 수(gi000 이 있는 행 포함)를 
확인하려면gN (메모리) 키를 누릅니다. 계산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긴 경우 불필요한 프로그램 행을 사용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프로그램 메모리가 400 개의 프로그램 행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길이를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두 자리 이상으로 구성된 숫자(예: 위에서 입력한 
프로그램 행 002 및 003 의 숫자 25)를: 명령으로 대체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지정된 저장 레지스터에 해당 숫자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 행을 하나 줄일 수 
있습니다. 숫자 25 에는 프로그램 행이 두 개 필요하지만: 명령에는 프로그램 행이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다른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레지스터의 
사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 및 재무 상 결정에 상충 관계가 있듯이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행과 데이터 저장 레지스터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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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를 특정 프로그램 행으로 설정 

프로그램 메모리에 두 번째 프로그램을 저장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경우처럼 
계산기를 특정 프로그램 행으로 직접 설정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Ç키를 사용하여 계산기를 모든 행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수행하면 더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프로그램 모드인 상태에서gi. 키를 누르고 세 자리 숫자 키를 누르면 
계산기가 숫자 키로 지정된 프로그램 행으로 설정되고 해당 행 번호와 해당 행에 저장된 
명령의 키 코드가 표시됩니다. 

  계산기가 실행 모드인 상태에서gi키를 누르고 세 자리 숫자 키를 누르면 계산기가 
숫자 키로 지정된 프로그램 행으로 설정됩니다. 계산기가 프로그램 모드가 아닌 경우 행 
번호와 키 코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실행 모드일 경우 소수점은 필요하지 않지만, 계산기가 프로그램 모드일 경우에는 
소수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가 프로그램 모드일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기를 프로그램 행 000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gi.000 000, 프로그램 행 000 

프로그램을 한 번에 한 행씩 실행 

이전에 설명한 대로 계산기가 프로그램 모드인 상태에서Ç 키를 반복해서 누르면 저장한 
프로그램이 작성한 프로그램과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명령을 올바로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올바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풍부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일지라도 처음 
작성한 경우에는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올바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Ç 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한 번에 한 행씩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실행 모드인 상태에서 Ç 키를 누르면 계산기가 프로그램 
메모리의 다음 행으로 이동하여 해당 행 번호와 해당 행에 저장된 명령의 키 코드를 프로그램 
모드에서처럼 표시합니다. 그러나 실행 모드에서 Ç 키를 놓으면 표시된 프로그램 행의 
명령이 실행되고 해당 행을 실행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한 번에 한 행씩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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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s 124.25 계산기를 실행 모드와 
프로그램 메모리의 행 000으로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앞의 계산 결과가 계속 
표시된다고 가정합니다. 

625 625. 타자기의 정가를 입력합니다. 

Ç 001,   36 프로그램 행 001: \ 

 625.00 프로그램 행 001의 실행 
결과입니다. 

Ç 002,   2 프로그램 행 002: 2 

 2. 프로그램 행 002의 실행 
결과입니다. 

Ç 003,   5 프로그램 행 003: 5 

 25. 프로그램 행 003의 실행 
결과입니다. 

Ç 004,   25 프로그램 행 004: b 

 156.25 프로그램 행 004의 실행 
결과입니다. 

Ç 005,   30 프로그램 행 005: - 

 468.75 프로그램 행 005의 실행 
결과입니다. 

Ç 006,   5 프로그램 행 006: 5 

 5. 프로그램 행 006의 실행 
결과입니다. 

Ç 007,   40 프로그램 행 007: + 

 473.75 프로그램 행 007(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의 실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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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124.25 계산기를 실행 모드와 
프로그램 메모리의 행 000으로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앞의 계산 결과가 계속 
표시된다고 가정합니다. 

625 625. 타자기의 정가를 입력합니다. 

Ç 001,   30 프로그램 행 001: \ 

 625.00 프로그램 행 001의 실행 
결과입니다. 

Ç 002,   2 프로그램 행 002: 2 

 2. 프로그램 행 002의 실행 
결과입니다. 

Ç 003,   5 프로그램 행 003: 5 

 25. 프로그램 행 003의 실행 
결과입니다. 

Ç 004,   25 프로그램 행 004: b 

 156.25 프로그램 행 004의 실행 
결과입니다. 

Ç 005,   40 프로그램 행 005: - 

 468.75 프로그램 행 005의 실행 
결과입니다. 

Ç 006,   5 프로그램 행 006: 5 

 5. 프로그램 행 006의 실행 
결과입니다. 

Ç 007,   36 프로그램 행 007: + 

 473.75 프로그램 행 007(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의 실행 결과입니다. 

계산기가 실행 모드인 상태에서gÜ 키를 누르면 계산기가 프로그램 메모리의 이전 행으로 
설정되고 해당 행에 저장된 명령의 행 번호와 키 코드가 프로그램 모드에서처럼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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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행 모드에서Ü키를 놓을 경우gÜ키를 누르기 전과 동일한 숫자가 
디스플레이에 다시 표시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단 

중간 결과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HP 12c Platinum 에서는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하기 위한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gu (일시 중지) 및t (실행/중지)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일시 중지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gu명령을 실행할 경우 프로그램 실행이 약 1 초 동안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됩니다. 일시 중지된 동안에는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계산된 
마지막gu 결과가 계산기에 표시됩니다. 

일시 중지된 동안 아무 키나 누르면 프로그램 실행이 무기한으로 중지됩니다. gu 명령이 
포함된 행 다음의 프로그램 행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다시 시작하려면t 키를 누릅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표시된 보석 판매업자의 각 항목에 대한 금액, 세금 및 합계 열의 입력을 
계산하고 송장의 모든 품목에 대한 각 열의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십시오. 
판매세는 6.75%로 가정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 행을 절약하기 위해b 명령 전에 세율을 입력하는 대신 세율을 R0 
레지스터에 저장하여b 명령 전에 호출합니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하기 전에 
송장의 첫 번째 항목에 대한 필요한 금액을 수동으로 계산합니다. 키 입력 순서에서는 R1, R2 및 
R3 레지스터의 저장 레지스터 산술(30 페이지에서 설명)을 사용하여 열 합계를 계산합니다. 
fCLEAR² 키를 누르면 이러한 레지스터가 지워지기 때문에 수동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열 합계가 0 으로 
“초기화”됩니다. fCLEARH 키를 누르면 R1 에서 R3 의 레지스터가 지워지고 세율이 
포함되는 R0 레지스터도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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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계산을 수행할 때gu 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행 모드에서는 모든 중간 계산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금액 및 세금의 중간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프로그램에gu 명령을 포함하겠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6.75?0 6.75 R0에 세율을 저장합니다. 

fCLEAR² 0.00 R1에서 R6의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13 13. 항목의 수량을 입력합니다. 

\ 13.00 항목의 수량과 다음에 입력할 
항목 원가와 구분합니다. 

68.5 68.5 항목의 원가를 입력합니다. 

§ 890.50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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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1 890.50 금액을 R1 레지스터의 금액 
항목 합계에 추가합니다. 

:0 6.75 디스플레이에 세율을 
호출합니다. 

b 60.11 세금입니다. 

?+2 60.11 세금을 R2 레지스터의 세금 
항목 합계에 추가합니다. 

+ 950.61 합계입니다. 

?+3 950.61 합계를 R3 레지스터의 합계 
항목 합계에 추가합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6.75?0 6.75 R0에 세율을 저장합니다. 

fCLEAR² 0.00 R1에서 R6의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13 13. 항목의 수량을 입력합니다. 

§ 13.00 항목의 수량과 다음에 입력할 
항목 원가와 구분합니다. 

68.5 68.5 항목의 원가를 입력합니다. 

} 890.50 금액입니다. 

?+1 890.50 금액을 R1 레지스터의 금액 
항목 합계에 추가합니다. 

+ 890.50 세금 추가를 준비합니다. 

:0 6.75 디스플레이에 세율을 
호출합니다. 

b 60.11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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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2 60.11 세금을 R2 레지스터의 세금 
항목 합계에 추가합니다. 

} 950.61 합계입니다. 

?+3 950.61 합계를 R3 레지스터의 합계 
항목 합계에 추가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각 항목의 수량과 원가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fCLEARÎ 000, 프로그램 메모리를 지웁니다. 

§ 001,   20  

gu 002,  43  31 금액을 표시하기 위해 일시 
중지합니다. 

?+1 003, 44 40  1  

:0 004,  45  0  

b 005,   25  

gu 006,  43  31 세금을 표시하기 위해 일시 
중지합니다. 

?+2 007, 44 40  2  

+ 008,   40  

?+3 009, 44 40  3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fCLEARÎ 000, 프로그램 메모리를 지웁니다. 

§ 0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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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 002,   34  

} 003,   36  

gu 004,  43  31 금액을 표시하기 위해 일시 
중지합니다. 

?+1 005, 44 40  1  

= 006,    40  

:0 007,  45  0  

b 008,   25  

gu 009,  43  31 세금을 표시하기 위해 일시 
중지합니다. 

?+2 010, 44 40  2  

} 011,    36  

?+3 012, 44 40  3  

참고: 1~3 단계의 ALG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절차를 통해 대수 프로그램을 RPN 버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명령에서 \ 키는 ALG 모드의 }키와 
동일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먼저f]또는f[키를 눌러 적절한 
모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s 950.61 계산기를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fCLEAR² 0.00 R1– R6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6.75?0  세율을 저장합니다. 

13\68.5 68.5 송장에 있는 첫 번째 항목의 
수량과 가격을 입력합니다. 

t 890.50 첫 번째 항목의 금액입니다. 

 60.11 첫 번째 항목의 세금입니다. 

 950.61 첫 번째 항목의 합계입니다. 

18\72.9 72.9 송장에 있는 두 번째 항목의 
수량과 가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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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디스플레이  

t 1,312.20 두 번째 항목의 금액입니다. 

 88.57 두 번째 항목의 세금입니다. 

 1,400.77 두 번째 항목의 합계입니다. 

24\85 85. 송장에 있는 세 번째 항목의 
수량과 가격을 입력합니다. 

t 2,040.00 세 번째 항목의 금액입니다. 

 137.70 세 번째 항목의 세금입니다. 

 2,177.70 세 번째 항목의 합계입니다. 

5\345 345. 송장에 있는 네 번째 항목의 
수량과 가격을 입력합니다. 

t 1,725.00 네 번째 항목의 금액입니다. 

 116.44 네 번째 항목의 세금입니다. 

 1,841.44 네 번째 항목의 합계입니다. 

:1 5,967.70 금액 열의 합계입니다. 

:2 402.82 세금 열의 합계입니다. 

:3 6,370.52 합계 열의 합계입니다. 

표시된 숫자를 기록할 수 있을만큼 일시 중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gu명령을 두 번 
이상 사용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에서 설명한 대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중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지 

프로그램 실행을 자동으로 중지. 프로그램에서t명령을 실행할 경우 프로그램 실행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실행이 중지된 프로그램 행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다시 시작하려면t 

키를 누르십시오. 

예: t명령 대신gu 명령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위 프로그램을 바꾸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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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Î 000, 프로그램 메모리를 지웁니다. 

§ 001,   20  

t 002,   31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하고 금액을 
표시합니다. 

?+1 003,44  40  1  

:0 004,  45  0  

b 005,   25  

t 006,   31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하고 세금을 
표시합니다. 

?+2 007,44  40  2  

+ 008,   40  

?+3 009,44  40  3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fCLEARÎ 000, 프로그램 메모리를 지웁니다. 

§ 001,   20  

~ 002,   34  

} 003,   36  

t 004,    31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하고 금액을 
표시합니다. 

?+1 005, 44 40  1  

= 006,    40  

:0 007,  45  0  

b 008,   25  

t 009,    31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하고 세금을 
표시합니다. 

?+2 010, 44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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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 011,    36  

?+3 012, 44 40  3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먼저f]또는f[키를 눌러 적절한 모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s 6,370.52 계산기를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fCLEAR² 0.00 R1– R6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13\68.5 68.5 첫 번째 항목입니다. 

t 890.50 첫 번째 항목의 금액입니다. 

t 60.11 첫 번째 항목의 세금입니다. 

t 950.61 첫 번째 항목의 합계입니다. 

18\72.9 72.9 두 번째 항목입니다. 

t 1,312.20 두 번째 항목의 금액입니다. 

t 88.57 두 번째 항목의 세금입니다. 

t 1,400.77 두 번째 항목의 합계입니다. 

24\85 85. 세 번째 항목입니다. 

t 2,040.00 세 번째 항목의 금액입니다. 

t 137.70 세 번째 항목의 세금입니다. 

t 2,177.70 세 번째 항목의 합계입니다. 

5\345 345. 네 번째 항목입니다. 

t 1,725.00 네 번째 항목의 금액입니다. 

t 116.44 네 번째 항목의 세금입니다. 

t 1,841.44 네 번째 항목의 합계입니다. 

:1 5,967.70 금액 열의 합계입니다. 

:2 402.82 세금 열의 합계입니다. 

:3 6,370.52 합계 열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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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가 오버플로(90 페이지 참조)되거나 잘못된 연산을 수행하여 Error 가 표시될 경우에도 
프로그램 실행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류를 찾기 위해 실행이 중지된 프로그램 행을 확인하려면 아무 키나 눌러서 Error 표시를 
지우고fs키를 눌러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하고 해당 프로그램 행을 표시합니다. 

프로그램의 여러fs명령 중 하나에서 프로그램이 중지된 경우 어떤 명령에서 
중지되었는지 확인하려면t키를 눌러서 현재 프로그램 행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계속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fs 키를 눌러 계산기를 다시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2. 행 000 대신 실행이 중지된 프로그램 행에서 실행을 다시 시작하려면gi 키를 누른 
다음 원하는 프로그램 행을 지정하는 세 자리 숫자 키를 누릅니다. 

3. t키를 눌러 실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수동으로 중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아무 키나 누르면 프로그램 실행이 
중지됩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표시한 계산 결과가 잘못된 경우(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의미)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일시 중지된 상태(gu가 실행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하려면 아무 키나 누릅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수동으로 중지한 후 위에서 설명한 대로 실행이 중지된 프로그램 행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실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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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9 

분기 및 루프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명령은 해당하는 프로그램 행 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실행되지만 
프로그램 메모리의 다음 행이 아닌 프로그램 행으로 프로그램 실행을 전송 또는 "분기"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기를 통해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두 번 이상 자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루프"라는 프로세스). 

단순한 분기 

프로그램에서i (go to) 명령을 사용하여 임의의 프로그램 행으로 실행을 전송합니다. 
i명령이 포함된 프로그램 행에 세 자리 행 번호를 입력하여 원하는 프로그램 행을 
지정합니다. i 명령을 실행할 경우 프로그램 실행이 지정된 프로그램 행으로 분기 또는 
"이동"한 다음 평소처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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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gi000 명령을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프로그램 행 000 으로 전송됩니다. i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뒤로 분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gi000 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대로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앞으로 분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뒤로 
분기를 수행하여 루프(아래에서 설명)를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기는 일반적으로go 
또는gm명령과 함께 수행하여 조건부 분기(이후에 설명)를 만듭니다. 

루프 

i명령에서 프로그램 메모리의 더 낮은 번호의 행을 지정할 경우 지정된 행과i 명령 
사이의 프로그램 행에 있는 명령이 계속 실행됩니다. 위 단순한 분기의 그림처럼 프로그램에서 
"루프" 실행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루프 실행을 종료하려면go또는gm 명령(아래에서 설명) 이나t 명령을 루프 내에 
포함시킵니다. 루프가 실행되는 동안 아무 키나 눌러서 실행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각 상환액마다f!키를 누르지 않고도 주택 담보 대출의 상환액을 
자동으로 상환합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할 때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1 또는 12 숫자에 
따라 루프가 실행될 때마다 1 달 상환액 또는 1 년 상환액이 상환됩니다. 한 번의 상환액을 
수동으로 상환할 경우에도 그렇게 하듯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재무 
레지스터에 저장하여 프로그램이 초기화됩니다. 30 년 동안 4.75%의 150,000 달러 담보 
대출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월별 상환액을 상환하려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디스플레이에 1 을 입력합니다. 루프의 처음 두 "루프"에서는Ç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한 번에 한 행씩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t 키를 사용하여 전체 루프를 세 번째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키 입력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fCLEARÎ 000, 프로그램 메모리를 지웁니다. 

?0 001,  44  0 디스플레이의 숫자를 R0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이 숫자는 
상환할 상환액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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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디스플레이  

:0 002,  45  0 상환할 상환액 수를 호출합니다. 이
프로그램 행은 나중에 프로그램 
실행이 분기되는 행입니다. 처음 
루프가 실행된 후 “디스플레이”∗의 
숫자가f!의 결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 행을 포함시킵니다. 

f! 003,  42  11 상환액을 상환합니다. 

gu 004,  43  31 이자에 적용되는 상환액을 
표시하기 위해 일시 중지합니다. 

~ 005,   34 원금에 적용되는 상환액을 
디스플레이에 호출합니다.* 

gu 006,  43  31 원금에 적용되는 상환액을 
표시하기 위해 일시 중지합니다. 

gi002 007,43,33,002 프로그램 실행을 행 002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행 003의 

f!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상환할 상환액 수를 디스플레이에 
호출할 수 있습니다. 

fs 0.00 계산기를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표시된 디스플레이에 이전 계산의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fCLEARG 0.00 재무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30gA 360.00 n을 입력합니다. 

4.75gC 0.40 i를 입력합니다. 

150000$ 150,000.00 PV를 입력합니다. 

gÂ 150,000.00 상환을 끝으로 설정합니다. 

P –782.47 월별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  더  정확하게  말하면  X 레지스터의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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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디스플레이  

0n 0.00 n을 0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1 1. 월 상환액을 상각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에 1을 입력합니다. 

Ê 001,  44  0 001행: ?0 

 1.00  

Ê 002,  45  0 002행: :0. 루프 연산에서 첫 
번째 단계의 시작입니다. 

 1.00  

Ê 003,  42  11 003행: f! 

 –593.75 첫째 달의 상환액분이 이자에 
반영됩니다. 

Ê 004,  43  31 004행: gu 

 –593.75  

Ê 005,   34 005행: ~ 

 –188.72 첫째 달의 상환액분이 원금에 
반영됩니다. 

Ê 006,  43  31 006행: gu 

 –188.72  

Ê 007,43, 33, 002 007행: gi002. 루프 
연산에서 첫 번째 단계의 끝입니다. 

 –188.72  

Ê 002,  45  0 002행: :0. 루프 연산의 두 번째
단계 시작 부분으로 프로그램 
실행이 분기되었습니다. 

 1.00  

Ê 003,  42  11 003행: f! 

 –593.00 둘째 달의 상환액분이 이자에 
반영됩니다. 

Ê 004,  43  31 004행: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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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디스플레이  

 –593.00  

Ê 005,   34 005행: ~ 

 –189.47 둘째 달의 상환액분이 원금에 
반영됩니다. 

Ê 006,  43  31 006행: ~ 

 –189.47  

Ê 007,43, 33, 002 007행: gi002. 

루프 연산에서 두 번째 단계의 
끝입니다. 

 –189.47  

t –592.25 셋째 달의 상환액분이 이자에 
반영됩니다. 

 –190.22 셋째 달의 상환액분이 원금에 
반영됩니다. 

t (또는 아무 키) –190.22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합니다. 

조건부 분기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 메모리의 다른 행으로 프로그램이 분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가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수입 수준별 
세금 비율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른 행으로 분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HP 12c Platinum 계산기에서는 조건부 분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두 가지의 조건 테스트 
명령을 제공합니다. 

  go키는 X 레지스터의 숫자(키 기호에서 x로 표시됨)가 Y 레지스터의 숫자(키 
기호에서 y로 표시됨)보다 작거나 같은지 테스트합니다. 부록 A에 나와 있듯 계산기가 
실행 모드일 때 X 레지스터에 저장된 숫자는 현재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숫자이고, 
계산기가 실행 모드일 때 Y 레지스터에 저장된 숫자는\키를 눌렀을 때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4\5 수식을 입력하면 4는 Y 레지스터에 저장되고 
5는 X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gm 키는 X 레지스터의 숫자가 0인지 테스트합니다. 

이 두 명령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명령을 실행했을 때 테스트한 조건이 참이면 프로그램 메모리 다음 행에 있는 명령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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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을 실행했을 때 테스트한 조건이 거짓이면 프로그램 메모리 다음 행에 있는 명령은 
건너뛰고 그 다음 행에 있는 명령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와 같은 규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일 경우 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테스트 명령이 포함된 프로그램 행의 바로 다음 행에는 어떠한 명령이라도 포함될 수 
있지만 대부분i. 명령을 사용합니다. 조건부 테스트 명령 다음에i 명령이 이어지면 
조건이 참일 경우 프로그램 메모리의 어느 위치로든 프로그램 실행이 분기될 수 있으며 거짓일 
경우에는 바로 다음 행을 계속 실행합니다. 

 

예: 수입이 2 만 달러 이하인 경우 20%, 2 만 달러보다 많을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행을 보호하기 위해 테스트 값 
20,000 은 R0, 세율인 20 과 25 는 각각 R1 및 R2 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참고: 프로그램에서go 와 같은 명령을 실행할 때 특정 숫자를 X 및 Y 레지스터에 

저장해야 할 경우, 다음 다이어그램과 같이 각 명령을 실행한 후 각각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표시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은 
RPN 모드 프로그램이며 ALG 모드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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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N 프로그램 참고 사항: 프로그램의 001 행에서:0 명령이 실행될 때 X 레지스터에 수입이 
저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 디스플레이에 수입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명령에서는 테스트 값 20,000 을 X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수입은 부록 A 의 설명과 같이 Y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의 002 행에 있는~ 명령은 X 및 Y 레지스터의 
숫자를 교환합니다(부록 A 의 설명 참조). 즉, 수입을 다시 X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테스트 값을 
Y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005 행의:2 명령 또는 007 행의:1 명령이 
실행될 때 X 레지스터의 숫자가 Y 레지스터에 저장되고, ~ 명령이 포함되지 않으면 
008 행의b 명령이 실행될 때 수입이 아닌 테스트 값 20,000 이 Y 레지스터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   

fs 007,43, 33, 002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앞의 예에서 실행이 
중지된 프로그램의 행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fCLEARÎ 000, 프로그램 메모리를 지웁니다. 

:0 001,  45  0 테스트 값을 다시 X 레지스터로 
호출하고 수입을 Y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 002,   34 수입을 X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테스트 값을 Y 레지스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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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저장합니다. 

go 003,  43  34 X 레지스터의 숫자(수입)가 Y 

레지스터의 숫자(20,000)보다 
작거나 같은지 테스트합니다. 

gi007 004,43, 33, 007 조건이 참이면 007행으로 
프로그램이 분기합니다. 

:2 005,  45  2 조건이 거짓이면 X 레지스터에 
25%의 세율을 호출합니다. 

gi008 006,43, 33, 008 프로그램의 008행으로 
분기합니다. 

:1 007,  45  1 X 레지스터에 20%의 세율을 
호출합니다. 

b 008,   25 세금을 계산합니다. 

fs –190.22 계산기를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이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표시됩니다. 

ALG 프로그램 참고 사항: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 디스플레이에 수입을 입력합니다. 다음 
장의 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된 수입은 R9 에 저장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디스플레이에 수입을 입력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002 행에서:0 명령이 실행될 때 X 
레지스터에 수입 값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테스트 값 
20,000 을 X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수입을 Y 레지스터로 이동시킵니다. 프로그램의 003 행에 
있는~ 명령은 X 및 Y 레지스터에 있는 숫자를 교환합니다. 즉, 수입을 다시 X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테스트 값을 Y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007 행의:2 명령 
또는 009 행의:1 명령이 실행될 때 X 레지스터의 숫자는 Y 레지스터로 이동하고, 
~명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010 행의b명령이 실행될 때 수입이 아닌 테스트 값 
20,000 이 Y 레지스터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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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007,43, 33, 002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앞의 예에서 실행이 

중지된 프로그램 행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fCLEARÎ 000, 프로그램 메모리를 지웁니다. 

?9 001,  44  9 수입을 R9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0 002,  45  0 테스트 값을 다시 X 레지스터로 
호출하고 수입을 Y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 003,   34 수입을 X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테스트 값을 Y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 004,   20 곱셈을 준비합니다. 

go 005,  43  34 X 레지스터의 숫자(수입)가 Y 

레지스터의 숫자(20,000)보다 

작거나 같은지 테스트합니다. 

gi009 006,43, 33, 009 조건이 참이면 프로그램의 

009행으로 분기합니다. 

:2 007,  45  2 조건이 거짓이면 X 레지스터에 

25%의 세율을 호출합니다. 

gi010 008,43, 33, 010 프로그램의 010행으로 

분기합니다. 

:1 009,  45  1 X 레지스터에 20%의 세율을 

호출합니다. 

b 010,   25 세율을 100으로 나눕니다. 

} 011,   36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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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190.22 계산기를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이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제 분기가 적절하게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숫자를 R0, R1 및 R2 레지스터에 
저장한 다음Ç 키를 사용하여 0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조건 테스트 명령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이 가능한 모든 조건에서 제대로 분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이 테스트 값보다 작은지, 같은지 또는 큰지를 확인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20000?0 20,000.00 테스트 값을 R0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20?1 20.00 20% 세율을 R1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25?2 25.00 25% 세율을 R2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15000 15,000. 테스트 값보다 작은 수입을 
디스플레이와 X 레지스터에 

입력합니다. 

Ê 001,  45  0 001행: :0. 

 20,000.00 테스트 값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수입이 Y 레지스터로 
옮겨졌습니다. 

Ê 002,   34 002행: ~ 

 15,000.00 수입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테스트 값이 Y 레지스터에 
저장되었습니다. 

Ê 003,  43  34 003행: go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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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Ê 004,43,33,007 　로 테스트한 조건이 참이므로 

프로그램 실행이 004행: 

gi007.에서 계속됩니다. 

 15,000.00  

Ê 007,  45  1 007행: :1. 

 20.00 20% 세율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수입이 Y 레지스터로 
옮겨졌습니다. 

Ê 008,   25 008행: b. 

 3,000.00 15,000의 20% = 3,000입니다. 

20000 20,000. 테스트 값과 같은 수입을 
디스플레이와 X 레지스터에 

입력합니다.  

Ê 001,  45  0 001행: :0 

 20,000.00 테스트 값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수입이 Y 레지스터로 
옮겨졌습니다. 

Ê 002,   34 002행: ~. 

 20,000.00 수입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테스트 값이 Y 레지스터에 
저장되었습니다.  

Ê 003,  43  34 003행: go. 

 20,000.00  

Ê 004,43, 33, 007 o로 테스트한 조건이 참이므로 

프로그램 실행이 004행: 

gi007.에서 계속됩니다. 

 20,000.00  

Ê 007,  45  1 007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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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20.00 20% 세율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수입이 Y 레지스터로 
옮겨졌습니다. 

Ê 008,   25 008행: b. 

 4,000.00 20,000의 20% = 4,000입니다. 

25000 25,000. 테스트 값보다 큰 수입을 
디스플레이와 X 레지스터에 

입력합니다. 

Ê 001,  45  0 001행: :0. 

 20,000.00 테스트 값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수입이 Y 레지스터로 
옮겨졌습니다. 

Ê 002,   34 002행: ~. 

 25,000.00 수입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테스트 값이 Y 레지스터에 
저장되었습니다. 

Ê 003,  43  34 003행: go. 

 25,000.00  

Ê 005,  45  2 o로 테스트한 조건이 

거짓이므로 프로그램 실행이 다음 

행을 건너뛰고 005행 :2에서 

계속됩니다. 

 25.00 25% 세율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수입이 Y 레지스터로 
옮겨졌습니다. 

Ê 006,43, 33, 008 006행: gi008. 

 25.00  

Ê 008,   25 008행: b. 

 6,250.00 25,000의 25% = 6,2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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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20000?0 20,000.00 테스트 값을 R0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20?1 20.00 20% 세율을 R1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25?2 25.00 25% 세율을 R2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15000 15,000. 테스트 값보다 작은 수입을 
디스플레이와 X 레지스터에 

입력합니다. 

Ê 001,  44  9 001행: ?9. 

 15,000.00 수입을 R9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Ê 002,  45  0 002행: :0. 

 20,000.00 테스트 값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수입이 Y 레지스터로 
옮겨졌습니다. 

Ê 003,   34 003행: ~ 

 15,000.00 수입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테스트 값이 Y 레지스터에 
저장되었습니다. 

Ê 004,    20 004행: § 

 15,000.00  

Ê 005,  43  34 005행: go 

 15,000.00  

Ê 006,43,33,009 o로 테스트한 조건이 참이므로 

프로그램 실행이 006행: 

gi009.에서 계속됩니다. 

 15,000.00  

Ê 009,  45  1 009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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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20.00 20% 세율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수입이 Y 레지스터로 
옮겨졌습니다. 

Ê 010,   25 010행: b. 

 0.20 세율을 100으로 나눕니다. 

Ê 011,   36 011행: } 

 3,000.00 15,000의 20% = 3,000입니다. 

Ê 012,43,33,000 

 3,000.00 

012행: gi000. 

20000 20,000. 테스트 값과 같은 수입을 
디스플레이와 X 레지스터에 

입력합니다.  

Ê 001,  44  9 001행: ?9. 

 20,000.00 수입을 R9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Ê 002,  45  0 002행: :0. 

 20,000.00 테스트 값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수입이 Y 레지스터로 
옮겨졌습니다. 

Ê 003,   34 003행: ~. 

 20,000.00 수입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테스트 값이 Y 레지스터에 
저장되었습니다.  

Ê 004,    20 004행: § 

 20,000.00  

Ê 005,  43  34 005행: go. 

 20,000.00  

Ê 006,43, 33, 009 o로 테스트한 조건이 참이므로 

프로그램 실행이 006행: 

gi009.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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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20,000.00  

Ê 009,  45  1 009행: :1. 

 20.00 20% 세율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수입이 Y 레지스터로 
옮겨졌습니다. 

Ê 010,   25 010행: b. 

 0.20 세율을 100으로 나눕니다. 

Ê 011,   36 011행: }. 

 4,000.00 20,000의 20% = 4,000입니다. 

Ê 012,43,33,000 

 4,000.00 

012행: gi000. 

25000 25,000. 테스트 값보다 큰 수입을 
디스플레이와 X 레지스터에 

입력합니다. 

Ê 001,  44  9 001행: ?9. 

 25,000.00 수입을 R9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Ê 002,  45  0 002행: :0. 

 20,000.00 테스트 값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수입이 Y 레지스터로 
옮겨졌습니다. 

Ê 003,   34 003행: ~. 

 25,000.00 수입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테스트 값이 Y 레지스터에 
저장되었습니다.  

Ê 004,    20 004행: §. 

 25,000.00  

Ê 005,  43  34 005행: go.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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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Ê 007,  45  2 o로 테스트한 조건이 

거짓이므로 프로그램 실행이 다음 

행을 건너뛰고 007행: :2.에서 

계속됩니다. 

 25.00 25% 세율이 X 레지스터에 

저장되었고 수입이 Y 레지스터로 
옮겨졌습니다. 

Ê 008,43, 33, 010 008행: gi010. 

 25.00  

Ê 010,   25 010행: b. 

 0.25 세율을 100으로 나눕니다. 

Ê 011,   36 011행: } 

 6,250.00 25,000의 25% = 6,2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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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0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수정하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중간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명령  중간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u명령 등의 새 명령을 삽입하거나  u명령을 
t명령으로 바꾸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메모리를 지우고 수정된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대신 계산기에 이미 저장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프로그램 편집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행의 명령 변경 

프로그램 메모리의 한 명령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s키를 눌러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2. Ç, Ü또는 i. 키를 눌러 변경할 명령이 포함된 프로그램 행 앞의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3.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행 005 에 저장된 명령을 변경하려면 gi.004 키를 누른 다음 
프로그램 행 005 에 저장할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005 행에 이전에 저장된 명령은 대체되고 006 
행으로 자동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예: 앞의 섹션에 있는 마지막 프로그램이 계산기에 저장된 상태에서 R2 레지스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RPN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행 005(ALG 프로그램에서는 007 행)의 :2 명령을 
:6.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005 행의 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04 004,43, 33, 007 변경할 명령이 포함된 프로그램 행 

앞의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6 005,  45  6 새 명령을 프로그램 행 005에 

입력하여 그곳에 있던 :2 명령을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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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Ê 006,43, 33, 008 프로그램 행 006의 명령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fs 6,250.00 계산기를 다시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는 

앞의 섹션의 마지막 예에서 결과가 

남아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2?6 25.00 세율을 R2에서 R6으로 복사합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06 006,43, 33, 009 변경할 명령이 포함된 프로그램 행 

앞의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6 007,  45  6 새 명령을 프로그램 행 007에 

입력하여 그곳에 있던 :2명령을 

대체합니다. 

Ê 008,43, 33, 010 프로그램 행 008의 명령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fs 6,250.00 계산기를 다시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는 

앞의 섹션의 마지막 예에서 결과가 

남아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2?6 25.00 세율을 R2에서 R6으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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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끝에 명령 추가 

프로그램 메모리에 마지막으로 저장된 프로그램 끝에 명령을 하나 이상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s키를 눌러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2. gi.키를 누른 다음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을 지정하는 세 자리 
숫자를 누릅니다. 즉, 번호가 가장 큰 행이며 가장 최근에 입력한 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새 명령을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참고: 프로그램 메모리에 마지막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의 끝에 명령을 

하나 이상 추가하려면 뒤에 나오는 프로그램 내에 명령 추가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예: 앞의 섹션에 있는 마지막 프로그램이 계산기에 저장된 상태에서 세금을 제외한 순 수입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RPN 프로그램에서는 세금을 제외한 순 수입을 계산하기 위해 - 명령을 
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ALG 프로그램에서는 이전에 R9 에 저장한 수입에서 계산된 세금을 
빼야 합니다. 이 계산은 세금의 부호를 변경하여 음수로 만든 다음 수입과 더하여 수행됩니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08 008,   25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 009,   30 프로그램 행 009에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fs 25.00 계산기를 다시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15000t 12,000.00 15,000달러의 수입에서 20% 

세금을 제외한 순 수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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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11 011,   36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Þ 012,   16 프로그램 행 012에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 013,   40 프로그램 행 013에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9 014,  45 9 프로그램 행 014에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 015,   36 프로그램 행 015에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fs 25.00 계산기를 다시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15000t 12,000.00 15,000달러의 수입에서 20% 

세금을 제외한 순 수입입니다. 

프로그램 내에 명령 추가 

프로그램 내에 명령을 추가하려는 경우 명령을 입력하기만 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프로그램 행에 이전에 저장된 명령이 대체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행보다 번호가 큰 모든 행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내에 명령을 추가하려면 적절한 프로그램 행부터 새 명령을 입력하고 해당 프로그램 
행부터 프로그램 끝까지의 원래 명령을 뒤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뒤에 나오는 대체 
방법으로 명령 추가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긴 프로그램 중간에 명령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수많은 명령을 입력해야 합니다. 즉, 새 명령이 추가된 지점부터 프로그램 
메모리 끝까지의 원래 명령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분기 방법으로 명령 추가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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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 방법에는 프로그램 메모리 끝에 저장된 새 명령으로의 분기와 분기된 행 바로 
뒤의 프로그램 행으로 다시 분기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분기 방법으로 명령을 추가하는 절차는 
대체 방법으로 명령을 추가하는 절차만큼 간단하지 않지만, 새 명령 후 실행할 첫 행과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까지의 행 수가 5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한 키 입력이 항상 
줄어듭니다. 또한 프로그램 메모리에 새 명령이 추가될 지점 뒤의 프로그램 행으로의 분기가 
포함된 경우 분기 방법으로 명령을 추가하면 i명령에 지정된 행 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 방법으로 명령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 번호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방법으로 명령 추가 

1. fs키를 눌러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2. gi.키를 누른 다음 추가된 명령 전에 실행할 마지막 프로그램 행을 지정하는 

세 자리 숫자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에서 새 명령을 추가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행으로 계산기가 설정됩니다. 

3. 새 명령을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4. 추가된 명령 뒤에 실행할 첫 명령부터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명령까지 

계속하여 원래 명령을 입력합니다. 

참고: 프로그램 메모리에 첫 번째 새 명령이 추가될 지점 뒤의 프로그램 행으로의 분기가 

포함된 경우 앞에 나오는 프로그램 행의 명령 변경에서 설명하는 대로i명령에 지정된 

행 번호를 실제 새 행 번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예: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수정한 경우, 세금을 제외한 순 수입을 계산하기 전에 
t명령을 삽입하여 프로그램에서 세금을 제외한 순 수입을 표시하기 전에 세금액을 표시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08 008,   25 b명령이 포함된 실행할 마지막 

프로그램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t 009,   31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 010,   30 추가된 새 명령으로 대체된 원래 

명령을 입력합니다. 

fs 12,000.00 계산기를 다시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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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15000t 3,000.00 15,000달러의 수입에 대한 20% 

세금액입니다. 

t 12,000.00 세금을 제외한 순 수입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11 011,   36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원래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t 012,   31 프로그램 행 012에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Þ 013,   16 프로그램 행 013에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 014,   40 프로그램 행 014에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9 015,  45 9 프로그램 행 015에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 016,   36 프로그램 행 016에 새 명령을 
입력합니다. 

fs 12,000.00 계산기를 다시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15000t 3,000.00 15,000달러의 수입에 대한 20% 

세금액입니다. 

t 12,000.00 15,000달러의 수입에서 20% 

세금을 제외한 순 수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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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방법으로 명령 추가 

1. fs키를 눌러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2. gi.키를 누른 다음 새 명령이 추가될 지점 바로 앞의 프로그램 행을 지정하는 세 
자리 숫자를 누릅니다. 대개 이 행은 추가된 명령 앞에 수행할 마지막 프로그램 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에서 i명령을 삽입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행으로 계산기가 

설정됩니다 i명령은 그곳에 이미 저장된 명령을 대체하지만 7단계에서 새 명령 바로 

뒤에 실행할 해당 명령이 다시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됩니다. 

3. gi키를 누른 다음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 뒤의 두 번째 행을 
지정하는 세 자리 숫자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에 있는 마지막 프로그램 뒤의 첫 

번째 행에는i000명령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행 대신 두 번째 행으로 

분기해야 합니다.i000명령은 프로그램 실행이 000행으로 분기하고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중지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이 

010행인 경우 이 단계에서 gi012키를 눌러 gi000을 011행에 유지합니다. 

4. gi.키를 누른 다음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을 지정하는 세 자리 
숫자를 누릅니다. 

5. gi000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저장 레지스터가 7개의 추가 프로그램 

메모리 행으로 자동으로 변환되며(프로그램 메모리의 끝에 남아 있는gi000명령이 

없는 경우),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프로그램 실행이 000행으로 분기됩니다. 

6. 추가할 명령을 입력합니다. 

7. 새 명령을 추가할 지점 바로 뒤에 있던 명령 (즉, 추가된 명령 뒤에 실행할 첫 번째 명령)을 

입력합니다. i이 명령은 3단계에서 입력한— 명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8. gi키를 누른 다음 새 명령을 추가할 지점 뒤의 두 번째 행을 지정하는 세 자리 

숫자를 누릅니다. 이 i명령으로 인해 프로그램 실행이 원래 프로그램 내의 적절한 

행으로 다시 분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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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앞의 예에서 7,500 달러 이하인 수입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7,500 을 R3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RPN 및 ALG 모드에서 동일하게 000 행과 001 행 사이에 
:3~gogi000.명령을 추가하여 이 조건을 확인한 후 입력한 원래 수입을 표시하는 
000 행에서 중지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명령(001 행) 뒤에 실행할 첫 
행부터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RPN 모드에서는 010 행, ALG 모드에서는 
016 행)까지의 행 수가 5 개 이상이므로 새 명령을 대체 방법으로 추가하는 대신 분기 방법으로 
추가하면 필요한 키 입력이 줄어듭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00 000, 새 명령을 추가할 지점 바로 앞의 
프로그램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이 특정한 예에서는 

계산기가 이미 적절한 프로그램 

행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gi012 001,43, 33, 012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 뒤의 두 번째 

행인 프로그램 행 012로 

분기합니다. 

gi.010 010,   30 다음에 입력한 gi000명령이 

현재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으로 

저장되도록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gi000 011,43, 33, 000 현재 프로그램을gi000.으로 

끝냅니다. 

:3 012,  45  3 

~ 013,   34 

go 014,  43  34 

gi000 015,43, 33, 000 

 추가된 명령입니다. 

:0 016,  45  0 새 명령을 추가할 지점 바로 다음에 
명령을 입력합니다. 이 명령은 

001행에서gi012 명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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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gi002 017,43, 33, 002 새 명령을 추가할 지점 뒤의 두 
번째 행(002행)으로 다시 
분기합니다. 

fs 12,000.00 계산기를 다시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7500?3 7,500.00 테스트 값을 R3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6500t 6,500.00 7,500달러보다 적은 수입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세금이 0임을 

나타내는 입력한 원래 수입이 

표시됩니다. 

15000t 3,000.00 15,000달러의 수입에 대한 
세금액입니다. 

t 12,000.00 세금을 제외한 순 수입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이 7,500달러보다 

많고 20,000달러보다 적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00 000, 새 명령을 추가할 지점 바로 앞의 
프로그램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이 특정한 예에서는 

계산기가 이미 적절한 프로그램 

행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gi018 001,43, 33, 018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 뒤의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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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행인 프로그램 행 018로 

분기합니다. 

gi.016 016,   36 다음에 입력한gi000명령이 

현재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으로 

저장되도록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gi000 017,43, 33, 000 현재 프로그램을gi000.으로 

끝냅니다. 

:3 018,  45  3 

~ 019,   34 

go 020,  43  34 

gi000 021,43, 33, 000 

 추가된 명령입니다. 

?9 022,  44  9 새 명령을 추가할 지점 바로 

다음에 명령을 입력합니다. 이 

명령은 001행에서gi018 

명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gi002 023,43, 33, 002 새 명령을 추가할 지점 뒤의 두 

번째 행(002행)으로 다시 

분기합니다. 

fs 12,000.00 계산기를 다시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7500?3 7,500.00 테스트 값을 R3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6500t 6,500.00 7,500달러보다 적은 수입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세금이 0임을 

나타내는 입력한 원래 수입이 

표시됩니다. 

15000t 3,000.00 15,000달러의 수입에 대한 
세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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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t 12,000.00 세금을 제외한 순 수입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이 7,500달러보다 많고 
20,000달러보다 적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집한 RPN 프로그램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서는 프로그램 실행이 프로그램 메모리 끝에 추가된 
명령으로 분기한 다음 다시 분기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ALG 모드의 실제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이 그림을 통해 사용된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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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1 

여러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하고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명령으로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경우, 프로그램 메모리에 여러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i 키를 누르기 전에t. 
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첫 번째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
된 첫 번째 프로그램 뒤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저장 

프로그램 메모리에 이미 저장된 프로그램 뒤에 다른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s키를 눌러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를 지우지 

마십시오. 

2. gi.키를 누른 다음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의 번호를 지정하는 세 
자리 숫자를 누릅니다. 

참고: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할 두 번째 프로그램인 경우 3단계를 

수행하여 i000명령으로 첫 번째 프로그램과 두 번째 프로그램을 구분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에 이미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3단계를 건너뛰고 

4단계를 수행하십시오. 

3. gi000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저장 레지스터가 7개의 추가 프로그램 

메모리 행으로 자동으로 변환되며(프로그램 메모리의 끝에 남아 있는i000명령이 없는 

경우), 첫 번째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프로그램 실행이 000행으로 분기됩니다. 

4.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의 시작 부분에 저장하기 

위해 작성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경우 이 프로그램에i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면 

프로그램이 실제 새 행 번호로 분기하도록 이 명령에 지정된 행 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 다음 두 단계는 프로그램 실행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중지되고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되면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포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루프로 끝나는 경우 5단계와 6단계의 명령이 의미가 없고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두 

단계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5. t.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끝에서 프로그램 실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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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i키를 누른 다음 새 프로그램의 첫 번째 행 번호를 지정하는 세 자리 숫자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될 때 프로그램 실행이 새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이전됩니다. 

예 1: 프로그램 메모리에 앞의 섹션의 마지막 프로그램(RPN 모드의 17 개 프로그램 행과 ALG 
모드의 23 개 프로그램 행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 프로그램 
뒤에 섹션 8 의 사무실 소모품 프로그램(107 페이지 참조)을 저장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할 두 번째 프로그램이므로 위의 절차에서 3 단계를 
수행하여i000 명령으로 첫 번째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루프로 끝나지 않으므로 5 단계와 6 단계도 수행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17 017,43, 33, 002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gi000 018,43, 33, 000 i000.으로 첫 번째 프로그램과 

두 번째 프로그램을 구분합니다. 

\ 019,   36 

2 020,   2 

5 021,   5 

b 022,   25 

- 023,   30 

5 024,   5 

+ 025,   40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t 026,   31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합니다. 

gi019 027,43, 33, 019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분기합니다. 

fs 12,000.00 계산기를 다시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는 앞의 예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가 남아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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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23 023,43, 33, 002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gi000 024,43, 33, 000 i000.으로 첫 번째 프로그램과 

두 번째 프로그램을 구분합니다. 

- 025,   30 

2 026,   2 

5 027,   5 

b 028,   25 

+ 029,   40 

5 030,   5 

} 031,   36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t 032,   31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합니다. 

gi025 033,43, 33, 025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분기합니다. 

fs 12,000.00 계산기를 다시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는 앞의 예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가 남아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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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앞의 예에서 두 프로그램(RPN 모드의 27 개 프로그램 행 과 ALG 모드의 33 개 프로그램 
행)이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상태에서 섹션 9 의 상각 프로그램(128 페이지 참조)을 
저장하십시오. 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메모리에 이미 저장되어 있으므로 위의 절차에서 
3 단계를 건너뜁니다. 또한 상각 프로그램이 루프로 끝나므로 5 단계와 6 단계를 건너뜁니다. 
상각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메모리의 시작 부분에 저장되었을 때 프로그램 끝의i명령이 
002 행의:0 명령으로 분기되었습니다. RPN 프로그램에서:0 명령이 이제 029 행에 
있으므로 034 행에서i명령으로 해당 행 번호를 지정합니다. ALG 프로그램에서는:0 
명령이 이제 035 행에 있으므로 041 행에서i명령으로 해당 행 번호를 지정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27 027,43, 33, 019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0 028,  44  0

:0 029,  45  0

f! 030,  42  11

gu 031,  43  31

~ 032,   34

gu 033,  43  31

gi029 034,43, 33, 029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33 033,43, 33, 025 프로그램 메모리에 입력한 

마지막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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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0 028,  44  0

:0 029,  45  0

f! 030,  42  11

gu 031,  43  31

~ 032,   34

gu 033,  43  31

gi035 034,43, 33, 029 

034,  44  0 028,  44  0

035,  45  0 029,  45  0

036,  42  11 030,  42  11

037,  43  31 031,  43  31

038,   34 032,   34

039,  43  31 033,  43  31

040,43, 33, 035 034,43, 33, 029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다른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행 001 에서 시작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s키를 눌러 계산기를 실행 모드로 설정합니다. 계산기가 이미 실행 모드에 있으면 

이 단계를 건너뛰십시오. 

2. gi키를 누른 다음 프로그램의 첫 번째 행을 지정하는 세 자리 숫자를 누릅니다. 

3. t.키를 누릅니다. 

예: 계산기에서 RPN 모드의 프로그램 행 019 부터 저장되고 ALG 모드의 프로그램 행 25 부터 
저장된 사무실 소모품 프로그램을 판매 가격이 625 달러인 타자기에 대해 실행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fs 12,000.00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19 12,000.00 실행할 프로그램의 첫 번째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625t 473.75 타자기의 순원가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12,000.00 계산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합니다.  

gi025 12,000.00 실행할 프로그램의 첫 번째 
행으로 계산기를 설정합니다. 

625t 473.75 타자기의 순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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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2 

부동산 및 대출 

수수료가 포함된 연간 이자율 계산 

일반적으로 담보 대출 발행과 관련하여 차용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차용자에게 받는 실제 금액(PV)은 줄어들지만 정기 상환액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담보 대출 기간, 이자율, 담보 대출 금액 및 수수료 부과 체계(수수료 계산 방법)가 제공되는 

경우 실제 APR(연간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Â및fCLEARG.키를 누릅니다. 

2. 대출의 정기 상환액을 계산하고 입력합니다. 

a. 총 상환 기간 수를 입력한 다음n.키를 누릅니다. 

b. 정기 이자율(%)을 입력한 다음¼.키를 누릅니다. 

c. 담보 대출 금액을 입력한 다음$.키를 누릅니다. ∗  

d. 정기 상환액을 구하려면P. 키를 누릅니다. * 

3. 지불한 실제 순 금액을 계산하고 입력합니다.* 

RPN 모드: 
 담보 대출 금액에 대한 비율(포인트)로 수수료를 나타내는 경우 담보 

대출 금액을 호출하고(:$) 수수료율(%)을 입력한 
다음b-$.키를 누릅니다. 

 일회 부과료로 수수료를 나타내는 경우 담보 대출 금액을 
호출하고(:$) 수수료 금액(일회 부과료)을 입력한 
다음-$.키를 누릅니다. 

 담보 대출 금액에 대한 비율 + 일회 부과료로 수수료를 나타내는 
경우 담보 대출 금액을 호출하고(:$) 수수료율(%)을 입력한 
다음b-키를 누르고 수수료 금액(일회 부과료)을 입력한 
후-$.키를 누릅니다. 

                                                 
∗  받은 금액은 양수로, 지급하는 금액은 음수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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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 모드: 
 담보 대출 금액에 대한 비율(포인트)로 수수료를 나타내는 경우 담보 

대출 금액을 호출하고(:$)-키를 누른 다음 수수료율(%)을 
입력하고b$.키를 누릅니다. 

 일회 부과료로 수수료를 나타내는 경우 담보 대출 금액을 
호출하고(:$)-키를누른 다음 수수료 금액(일회 부과료)을 
입력하고$.키를 누릅니다. 

 담보 대출 금액에 대한 비율 + 일회 부과료로 수수료를 나타내는 
경우 담보 대출 금액을 호출하고(:$)-키를 누른 다음 
수수료율(%)을 입력하고b-키를 누른 후 수수료 금액(일회 
부과료)을입력하고$.키를 누릅니다. 

4. ¼키를 눌러 복리 기간당 이자율을 구합니다. 

5. RPN: 명목 연이율을 구하려면 연간 기간 수를 입력한 다음µ.키를 

누릅니다. 

6 ALG: 명목 연이율을 구하려면µ.키를 누릅니다. 연간 기간 수를 입력한 

다음³.키를 누릅니다. 

예 1: 한 차용자가 2 포인트로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담보 대출 금액이 160,000 달러이고 

5.5%의 연이율로 30 년 동안 매월 상환할 경우 차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실제 연간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1 포인트는 담보 대출 금액의 1%에 해당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gÂ gÂ   

fCLEARG fCLEARG   

30gA 30gA 360.00 n에 저장되는 개월 

수입니다. 

5.5gC 5.5gC 0.46 i에 저장되는 

월이율(%)입니다. 

160000$ 160000$ 160,000.00 PV에 저장되는 대출 

금액입니다. 

P P –908.46 계산된 월 상환액입니다. 

:$2b-
$ 

:$-2b
$ 

 
156,800.00 

PV에 저장되는 

차용자에게 받는 실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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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¼ ¼ 0.47 계산된 월이율(%)입니다. 

12§ §12³ 5.68 APR(연간 이자율)입니다. 

예 2: 예 1 에서 제공된 동일한 정보를 사용하여 담보 대출 수수료가 비율이 아니라 750 달러인 
경우 APR 을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gÂ gÂ   

fCLEARG fCLEARG   

30gA 30gA 360.00 n에 저장되는 개월 

수입니다. 

5.5gC 5.5gC 0.46 i에 저장되는 

월이율(%)입니다. 

160000$ 160000$ 160,000.00 PV에 저장되는 대출 

금액입니다. 

P P –908.46 계산된 월 상환액입니다. 

:$750-
$ 

:$-750
$ 

 
159,250.00 

PV에 저장되는 유효 담보 
대출 금액입니다. 

¼ ¼ 0.46 계산된 월이율입니다. 

12§ §12³ 5.54 APR(연간 이자율)입니다. 

예 3: 예 1 에서 제공된 정보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담보 대출 수수료가 2 포인트 + 750 달러로 
나타나는 경우 APR 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gÂ gÂ   

fCLEARG fCLEARG   

30gA 30gA 360.00 n에 저장되는 개월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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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5.5gC 5.5gC 0.46 i에 저장되는 

월이율(%)입니다. 

160000$ 160000$ 160,000.00 PV에 저장되는 대출 

금액입니다. 

P P –908.46 계산된 월 상환액입니다. 

:$2b- 

750-$ 
:$-2b 
-750$ 

 
156,050.00 

PV에 저장되는 유효 담보 

대출 금액입니다. 

¼ ¼ 0.48 계산된 월이율입니다. 

12§ §12³ 5.73 APR(연간 이자율)입니다. 

할인 또는 할증하여 거래되는 담보 대출 가격 

담보 대출은 구입 시 대출의 잔액보다 낮은(할인) 가격이나 높은(할증) 가격으로 구입 및/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담보 대출 금액, 정기 상환액, 벌룬 또는 선불의 시기 및 금액, 원하는 
수익률이 제공된 경우 담보 대출의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벌룬 페이먼트 금액(있는 경우)은 
마지막 정기 상환액과 일치하며 마지막 정기 상환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Â및fCLEARG.키를 누릅니다. 

2. 벌룬 페이먼트 또는 선불이 발생할 때까지의 총 기간 수를 입력하고n.키를 누릅니다. 

벌룬 페이먼트가 없으면 총 상환 횟수를 입력하고n.키를 누르십시오. 

3. 원하는 정기 이자율(수익률)을 입력하고¼.키를 누릅니다. 

4. 정기 상환액을 입력하고P.키를 누릅니다. ∗ 

5. 벌룬 페이먼트 금액을 입력하고M.*키를 누릅니다. 벌룬 페이먼트가 없으면 6단계로 

이동하십시오. 

6. $키를 눌러 담보 대출의 구입 가격을 구합니다. 

                                                 
∗  받은 금액은 양수로, 지급하는 금액은 음수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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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대출 기관이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미리 상환하도록 차용자를 유도합니다. 이자율이 
5%이고 137.17 달러의 상환이 72 회 남아 있으며 6 번째 연도 말에 2,000 달러의 벌룬 
페이먼트가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이후 상환액을 9% 할인하려는 경우 차용자는 얼마를 
선불해야 합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gÂ 
fCLEARG 

72n 

gÂ 
fCLEARG 
72n 

 
 
72.00 

 
 
n에 저장되는 개월 

수입니다. 

9gC 9gC 0.75 i에 입력되는 

할인율입니다. 

137.17P∗ 137.17P* 137.17 PMT에 저장되는 월 

상환액입니다. 

2000M$ 2000M$ –8,777.61 선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 2: 26 년이 남아 있고 잔액이 249,350 달러이며 이자율이 6.5%인 담보 대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수익률이 12%인 경우 이 담보 대출에 지불할 가격을 구하십시오. 상환액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상환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gÂ 
fCLEARG 

26gA 

gÂ 
fCLEARG 

26gA 

 
 
312.00 

 
 
n에 저장되는 개월 

수입니다. 

6.5gC 6.5gC 0.54 i에 저장되는 

월이율(%)입니다. 

249350Þ$
P 

249350Þ$
P 

 
1,657.97 

계산된 받을 월 

상환액입니다. 

                                                 
∗  상환액을 받을 대출 기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기 때문에 상환액은 양수입니다. 음수 PV는 대출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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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12gC 12gC 1.00 i에 저장되는 원하는 

월이율입니다. 

$ $ –158,361.78 원하는 수익률을 얻기 

위한 계산된 구입 

가격입니다. 

할인 또는 할증하여 거래되는 담보 대출의 수익률 

할인 또는 할증하여 구입한 담보 대출의 연간 수익률은 담보 대출 원금, 이자율, 정기 상환액, 
연간 상환 기간 수, 담보 대출에 지불한 가격 및 벌룬 페이먼트 금액(있는 경우)이 제공된 경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Â및fCLEARG.키를 누릅니다. 

2. 벌룬 페이먼트가 발생할 때까지의 총 기간 수를 입력하고n.키를 누릅니다. 벌룬 

페이먼트가 없으면 총 기간 수를 입력하고n.키를 누르십시오. 

3. 정기 상환액을 입력한 다음P. 키를 누릅니다. ∗ 

4. 담보 대출의 구입 가격을 입력한 다음$.*키를 누릅니다. 

5. 벌룬 페이먼트 금액을 입력한 다음M.*키를 누릅니다. 벌룬 페이먼트가 없으면 6단계로 

이동하십시오. 

6. ¼키를 눌러 기간당 수익률을 구합니다. 

7. RPN: 연간 기간 수를 입력한 다음§키를 눌러 명목 연수익률을 

구합니다. 

7. ALG: §.키를 누릅니다. 연간 기간 수를 입력한 다음³키를 눌러 명목 

연수익률을 구합니다. 

                                                 
∗  상환액을 받을 대출 기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기 때문에 상환액은 양수입니다. 음수 PV 는 대출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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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한 투자자가 21 년 동안 6%의 연이율로 300,000 달러의 담보 대출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담보 대출이 발행된 이후 42 회를 매월 상환했습니다. 담보 대출의 구입 가격이 250,000 달러인 
경우 연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PMT 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PMT 를 계산해야 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gÂ 
fCLEARG 

21gA 

gÂ 
fCLEARG 

21gA 

 
 
252.00 

n에 기간 수를 
입력합니다. 

6gC 6gC 0.50 i에 저장되는 

월이율입니다. 

300000Þ$ 300000Þ$ –300,000.00 PV에 저장되는 담보 

대출 금액입니다. 

지불한 금액을 

나타내기 위해 음수로 

표시합니다. 

P P 2,096.57 계산된 받는 
상환액입니다. 

:n :n 252.00 기간 수를 호출합니다. 

42-n -42n 210.00 n에 저장되는 담보 

대출을 구입한 후 남은 

기간 수입니다. 

250000Þ$ 250000Þ$ –250,000.00 PV에 저장되는 담보 

대출의 입력 

가격입니다. 지불한 

금액을 나타내기 위해 

음수로 표시합니다. 

¼ ¼ 0.60 계산된 

월수익률입니다. 

12§ §12³ 7.20 연수익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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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예 1 에서 제공된 동일한 정보를 사용하여 대출이 원래 발급일로부터 5 번째 연도 말에 
완전히 상환되는 경우 연수익률을 계산하십시오. 이 경우 상환액과 벌룬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두 값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gÂ 
fCLEARG 

21gA 

gÂ 
fCLEARG 

21gA 

 
 
252.00 

n에 기간 수를 

입력합니다. 

6gC 6gC 0.50 PV에 저장되는 

월이율입니다. 

300000Þ$ 300000Þ$ –300,000.00 PV에 저장되는 담보 

대출 금액입니다. 

P P 2,096.57 계산된 상환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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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후의 대출 잔액을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5gA 5gA 60.00 상각할 기간 수입니다. 

M M 258,377.24 5년 후의 대출 

잔액입니다. 

:n :n 60.00  

42-n -42n 18.00 새로운 대출 

기간입니다. 

250000Þ$
¼ 

250000Þ$
¼ 

 
1.01 

계산된 

월수익률(%)입니다. 

12§ §12³ 12.11 연수익률(%)입니다. 

임대 또는 구입 결정 

주택을 임대할지, 아니면 구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기간이 짧은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제안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이 수익률은 주택을 임대하고 선금과 월 상환액 차이를 예금 계좌나 다른 투자 
기회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률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담보 대출 이자와 재산세에 

대해 주택 소유자가 얻는 세금 혜택을 고려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NCPR(전매 시 순 현금 수입) 
∗

 을 계산한 다음 주택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고 투자 기간이 끝날 때 가상 예금 계좌의 잔액을 계산합니다. NCPR 과 예금 계좌의 최종 
잔액을 비교하고 수익률을 비교하면 임대할지, 아니면 구입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NCPR(전매 시 순 현금 수입 = 판매 가격 – 수수료 - 담보 대출 잔액)은 세전 수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구입자가 부동산에 재투자하고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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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CLEARÎ 000,  fCLEARÎ 000, 

M 001,   15  M 001,   15 

M∗ 002,   15  M* 002,   15 

Þ 003,   16  Þ 003,   16 

?.1 004,44 48  1  ?.1 004,44 48  1 

:n 005,  45  11  :n 005,  45  11 

?0 006,  44  0  ?0 006,  44  0 

:$ 007,  45  13  :$ 007,  45  13 

fCLEARG 008,  42  34  fCLEARG  008,  42  34 

:1 009,  45  1  - 009,   30 

- 010,   30  :1 010,  45  1 

$ 011,   13  $ 011,   13 

:2 012,  45  2  :2 012,  45  2 

gA 013,  43  11  gA 013,  43  11 

:3 014,  45  3  :3 014,  45  3 

gC 015,  43  12  gC 015,  43  12 

P 016,   14  P 016,   14 

0 017,   0 0 017,   0 

n 018,   11  n 018,   11 

:0 019,  45  0  :0 019,  45  0 

1 020,   1  § 020,   20 

2 021,   2 1 021,   1 

§ 022,   20 2 022,   2 

f! 023,  42  11 f! 023,  42  11 

                                                 
∗ FV 가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두 번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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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Þ 024,   16 Þ 024,   16 

:n 025,  45  11 z 025,   10 

z 026,   10 :n 026,  45  11 

:4 027,  45  4 + 027,   40 

+ 028,   40 :4 028,  45  4 

:.0 029,45 48  0 § 029,   20 

b 030,   25 :.0 030,45 48  0 

:4 031,  45  4 b 031,   25 

- 032,   30 - 032,   30 

:5 033,  45  5 :4 033,  45  4 

- 034,   30 - 034,   30 

:8 035,  45  8 :5 035,  45  5 

+ 036,   40 + 036,   40 

:P 037,  45  14 :8 037,  45  8 

+ 038,   40 + 038,   40 

P 039,   14 :P 039,  45  14 

:.1 040,45 48  1 P 040,   14 

:7 041,  45  7 :.1 041,45 48  1 

b 042,   25 - 042,   30 

- 043,   30 :7 043,  45  7 

:$ 044,  45  13 b 044,   25 

- 045,   30  - 045,   30 

M 046,   15  :$ 046,  45  13 

t 047,   31  M 047,   15 

:1 048,  45  1  t 048,   31 

:6 049,  45  6  :1 049,  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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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 050,   40  Þ 050,   16 

Þ 051,   16  - 051,   30 

$ 052,   13  :6 052,  45  6 

¼ 053,   12  $ 053,   13 

:gC 054,45, 43  12  ¼ 054,   12 

t 055,   31  :gC 055,45, 43  12 

:9 056,  45  9  t 056,   31 

gC 057,  43  12  :9 057,  45  9 

M 058,   15  gC 058,  43  12 

fs   M 059,   15 

  fs  

 

레지스터 

n: 기간 i: 가격 상승률 PV: 가격 PMT: 사용 

FV: 사용 R0: 기간 R1: 선금 R2: 담보 대출 기간 

R3: i(담보 대출) R4: 세금/월 R5: 개수/월 R6: 부동산 매매 

수수료 

R7: 증서 수수료 R8: 임대료 R9: 예금 연이율 R.0: 세율 

R.1: 시장 가치    

 

1.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2. 예상되는 선금을 입력한 다음?1.1 키를 입력합니다. 

3. 담보 대출의 기간을 입력한 다음?2.키를 누릅니다. 

4. 담보 대출의 연이율을 입력한 다음?3.키를 누릅니다. 

5. 예상되는 월간 세금을 입력한 다음?4.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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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월 수리, 개수, 보험료 증가, 관리비 및 기타 비용에 예상되는 총 금액을 입력한 

다음?5.키를 누릅니다. 

7.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입력한 다음?6. 키를 누릅니다. 

8. 판매 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판매 비용을 입력합니다. 판매 비용에는 판매 수수료, 증서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7. 키를 누릅니다. 

9. 임대하는 경우의 월 임대료를 입력한 다음 　8 키를 누릅니다. 

10. 예금이나 다른 투자의 연이율(%)을 입력한 다음?9. 키를 누릅니다. 

11. 결합된 주 및 연방 한계 세율 
∗

 (%)을 입력한 다음?.0.키를 누릅니다. 

12. gÂ및 fCLEARG키를 누르고 투자와 관련된 연도 수를 입력한 다음n.키를 
누릅니다. 

13. 예상되는 연간 가격 상승률(%)을 입력한 다음¼.키를 누릅니다. 

14. 고려 중인 주택의 가격을 입력한 다음$.키를 누릅니다. 

15. t키를 눌러 주택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순 수입을 계산합니다. 음수는 손실액을 

나타냅니다. 

16. t키를 눌러 주택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17. t키를 눌러 예금 계좌나 다른 투자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18. 가상 예금 계좌의 금액을 주택 판매의 순 수입과 비교합니다. 수익률의 부호 및 크기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19. 데이터를 변경하고 계산을 반복하려면 변경된 값을 적절한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12단계로 이동합니다. 

예: 4 년 동안 먼 도시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주택을 임대할지, 아니면 구입할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주택 시장을 알아본 결과 선금이 7,000 달러이고 6% 이자율로 30 년 간 담보 대출을 
받는 적합한 주택을 270,000 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수수료는 
3,700 달러 정도입니다. 판매 가격에는 6%의 전매 수수료와 판매 가격의 2%에 달하는 기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은 매년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월 
300 달러 정도이고 유지 보수 비용으로 매월 165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방법은 매월 900 달러에 비슷한 주택을 임대하고 구입 비용과 임대료의 차액을 3% 

이자율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개인 수입세율(한계)은 25%(연방) 및 5%(주)입니다. 어떤 방법이 
수익성이 더 큽니까? 

                                                 
∗  사용자는 계산에서 주택 소유자의 세금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 한계 소득세(연방 + 주)를 입력해야 합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개인에 따라 재무 및 세금 고려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유형의 투자를 고려할 때 지침 
정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자격이 있는 세무 상담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수익률을 계산할 때 계산기에 음수 결과나 Error 5 가 표시되면 투자로 손해를 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른 
투자에서 얻은 이자액은 이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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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gÂ gÂ   

fCLEARH fCLEARH 0.00  

7000?1 7000?1 7,000.00 선금입니다. 

30?2 30?2 30.00 담보 대출 기간입니다. 

6?3 6?3 6.00 이자율입니다. 

300?4 300?4 300.00 재산세입니다. 

165?5 165?5 165.00 월간 지출액입니다. 

3700?6 3700?6 3,700.00 부동산 매매 

수수료입니다. 

8?7 8?7 8.00 전매 비용(%)입니다. 

900?8 900?8 900.00 임대료입니다. 

3?9 3?9 3.00 예금 이자율입니다. 

30?.0 30?.0 30.00 세율입니다. 

fCLEARG fCLEARG 30.00 재무 레지스터를 
지웁니다. 

4n 4n 4.00 투자 연도 수입니다. 

5¼ 5¼ 5.00 연간 가격 상승률입니다. 

270000$ 270000$ 270,000.00 주택 가격입니다. 

t t 53,095.65 계산된 NCPR입니다. 

t t 8.57 수익률입니다 

t t 46,048.61 예금 잔액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이자율의 다른 투자보다 7,047.04(53,095.65 – 46,048.61)달러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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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 연금 

지정된 기간 수 동안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 거래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환이 거치됩니다. NPV 계산 기법은 첫 번째 현금 흐름을 0 으로 가정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4-7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1: 20,000 달러를 상속했는데 이 중 일부를 딸의 대학 교육 자금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딸은 
9 년 후에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며 4 년 동안 연초에 7,000 달러가 대학 등록금과 기타 지출에 
필요합니다. 연수익률이 6%인 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딸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늘 
펀드에 예금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fCLEARH fCLEARH 0.00 초기화합니다. 

0gJ 0gJ 0.00 첫 번째 현금 흐름입니다. 

0gK 

8ga 
0gK 

8ga 
0.00 
8.00 

2번째에서 9번째의 현금 

흐름입니다. 

7000gK 

4ga 
7000gK 

4ga 
7,000.00 
4.00 

10번째에서 13번째의 

현금 흐름입니다. 

6¼ 6¼ 6.00 이자율입니다. 

fl fl 15,218.35 NP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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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경우 흔히 임대료 상환의 정기 계약 조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2 년 리스의 경우 첫 
6 개월은 매월 초에 500 달러를 상환하고 다음 12 개월은 매월 600 달러를 상환하며 마지막 
6 개월은 매월 750 달러를 상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료 인상 조건" 리스를 

나타냅니다. "임료 인하 조건" 리스도 이와 유사하지만 임대료가 리스 계약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리스 상환은 기간이 시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위의 예에서 7-24 번째 월에 대한 임대료 상환 흐름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시작되므로 "거치 
연금"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하는 수익률을 가정하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NPV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4-7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2: 2 년 리스의 경우 첫 6 개월은 매월 초에 500 달러를 상환하고 다음 12 개월은 매월 
600 달러를 상환하며 마지막 6 개월은 매월 750 달러를 상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에서 13.5%의 연수익률을 원하는 경우 얼마를 투자해야 합니까(리스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fCLEARH fCLEARH 0.00 초기화합니다. 

500gJ 500gJ 500.00 첫 번째 현금 흐름입니다. 

gK 
5ga 

gK 
5ga 

500.00 
5.00 

2번째에서 6번째의 현금 

흐름입니다. 

600gK 

12ga 
600gK 

12ga 
600.00 
12.00 

다음 12개 현금 

흐름입니다. 

750gK 

6ga 
750gK 

6ga 
750.00 
6.00 

마지막 6개 현금 

흐름입니다. 

13.5gC 13.5gC 1.13 월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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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l fl 12,831.75 13.5%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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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3 

투자 분석  
부분 연도 감가상각 

소득세 용도와 재무 분석을 위해 역년이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취득일이 연도의 시작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외가 아니라 규칙임) 첫 

해와 마지막 해의 감가상각액에는 만 1 년의 감가상각액 중 일부만 합산됩니다. 

정액법 감가상각 

다음 HP 12c Platinum 프로그램은 취득일이 한 해의 임의의 시점인 경우 원하는 연도의 정액법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fs  

fCLEARÎ 000, fCLEARÎ 000, 

1 001,   1 z 001,   10 

2 002,   2 1 002,   1 

z 003,   10 2 003,   2 

?1 004,  44  1 ³ 004,   36 

~ 005,   34 ?1 005,  44  1 

?2 006,  44  2 ~ 006,   34 

1 007,   1 ?2 007,  44  2 

- 008,   30  - 008,   30 

?0 009,  44  0 1 009,   1 

1 010,   1 ³ 010,   36 

fV 011,  42  23 ?0 011,  44  0 

:1 012,  45  1 1 012,   1 

§ 013,   20 fV 013,  42  23 

?3 014,  44  3 § 0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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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 015,  45  13 :1 015,  45  1 

~ 016,   34 ³ 016,   36 

- 017,   30 ?3 017,  44  3 

$ 018,   13 :$ 018,  45  13 

:n 019,  45  11 - 019,   30 

:1 020,  45  1 ~ 020,   34 

- 021,   30 $ 021,   13 

n 022,   11 :n 022,  45  11 

:0 023,  45  0 - 023,   30 

gm 024,  43  35 :1 024,  45  1 

gi035 025,43, 33, 035 n 025,   11 

:2 026,  45  2 :0 026,  45  0 

gu 027,  43  31 gm 027,  43  35 

:0 028,  45  0 gi038 028,43, 33, 038 

fV 029,  42  23 :2 029,  45  2 

t 030,   31 gu 030,  43  31 

1 031,   1 :0 031,  45  0 

　　0 032,44 40  0 fV 032,  42  23 

　　2 033,44 40  2 t 033,   31 

gi026 034,43,33,  026 ı 034,   1 

:2 035,  45  2 ?=0 035,44 40  0 

gu 036,  43  31 ?=2 036,44 40  2 

:$ 037,  45  13 gi029 037,43,33,  029 

:M 038,  45  15 :2 038,  45  2 

- 039,   30 gu 039,  43  31 

:3 040,  45  3 :$ 040,  45  13 



180  섹션 13      투자 분석 
 

File name: HP 12c Pt Converted_user's guide_English_HDP0F123E02_080207 Page: 214 of 304  
Printed Date: { 2009/1/5Dimension: 14.8 cm x 21 cm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gi030 041,43,33,  030 - 041,   30 

fs  :M 042,  45  15 

  ³ 043,   36 

  :3 044,  45  3 

  gi033 045,43,33,  033 

  fs  

 

레지스터 

n: 내용연수 i: 사용 안 함 PV: 감가상각액 PMT: 사용 안 함 

FV: 잔존가액 R0: 사용 R1: 개월 수/12 R2: 카운터 

R3: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액 

R4–R.4: 사용 안 함   

 

1.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2. fCLEARG.키를 누릅니다. 

3. 장부가액을 입력한 다음$.키를 누릅니다. 

4. 잔존가액을 입력한 다음M.키를 누릅니다. 

5. 내용연수(정수)를 입력한 다음n.키를 누릅니다. 



181  섹션 13      투자 분석 
 

File name: HP 12c Pt Converted_user's guide_English_HDP0F123E02_080207 Page: 214 of 304  
Printed Date: { 2009/1/5Dimension: 14.8 cm x 21 cm  

RPN 모드: 

6. 원하는 연도를 입력한 다음 \ 키를 누릅니다. 

7. 첫 번째 연도의 개월 수를 입력한 다음t.∗키를 누릅니다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연도의 감가상각액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키를 눌러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확인한 

다음:$:3=~-:M-키를 눌러 첫 번째 연도에서 현재 

연도까지의 총 감가상각액을 구합니다. 

ALG 모드: 

6. 원하는 연도를 입력한 다음³.키를 누릅니다. 

7. 첫 번째 연도의 개월 수를 입력한 다음t.*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연도의 감가상각액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키를 눌러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확인한 

다음:$=:3-~-:M³키를 눌러 첫 번째 연도에서 

현재 연도까지의 총 감가상각액을 구합니다. 

8. t키를 눌러 감가상각액과 다음 연도의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구합니다. 다음 
해에도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9. 다른 값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gi000키를 눌러 2단계로 돌아갑니다. 

참고: 첫 번째 연도의 개월 수가 12보다 작으면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액이 만 1년의 

감가상각액보다 적습니다.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연도의 실제 수는 내용연수 + 1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의 내용연수가 3년이고 연말 3개월 전에 구입한 경우 다음 
시간 다이어그램에서 감가상각이 4년에 걸쳐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에서 연도 표시가 잠시 중지되고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액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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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부동산을 150,000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가격은 토지에 25,000 달러와 
개수(건물)에 125,000 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남은 내용연수는 25 년으로 

간주됩니다. 건물의 내용연수가 끝날 때 예측되는 잔존가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가능액과 장부가액은 125,000 달러입니다. 

건물은 연말이 되기 4 개월 전에 취득했습니다. 정액법 감가상각을 사용하여 첫 번째, 두 번째, 
25 번째 및 26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액과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구하십시오. 3 년 후의 
총 감가상각액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fCLEARG fCLEARG  잔존가액 = 0이므로 FV = 

0입니다. CLEARG.키로 

0으로 설정됩니다. 

125000$ 125000$ 125,000.00 장부가액입니다. 

25n 25n 25.00 내용연수입니다. 

1\ 1³ 1.00 원하는 연도입니다. 

4t 
 
~ 

4t 
 
~ 

1.00 
1,666.67 
123,333.33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입니다. 

　t 

 
~ 

t 
 
~ 

2.00 
5,000.00 
118,333.33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입니다. 

t t 3.00 
5,000.00 

세 번째 연도: 

감가상각액입니다. 

~:$:3 
+~- 
gi000 

~:$=
:3-~³
gi000 

 
 
11,666.67 

 
 
세 번째 연도까지의 총 

감가상각액입니다. 

fCLEARG fCLEARG 11,666.67  

125000$ 125000$ 125,000.00 장부가액입니다. 



183  섹션 13      투자 분석 
 

File name: HP 12c Pt Converted_user's guide_English_HDP0F123E02_080207 Page: 214 of 304  
Printed Date: { 2009/1/5Dimension: 14.8 cm x 21 cm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25n 25n 25.00 내용연수입니다. 

25\ 25³ 25.00 원하는 연도입니다. 

4t 
 
~ 

4t 
 
~ 

25.00 
5,000.00 
3,333.33 

25번째 연도: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입니다. 

　t 

 
~ 

t 
 
~ 

26.00 
3,333.33 
0.00 

26번째 연도: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입니다. 

예 2: 연말이 되려면 4.5 개월이 남은 시점에 6,730 달러에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중고차의 
예상 내용연수가 5 년인 경우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gi000 
fCLEARG 

gi000 
fCLEARG 

  

6730$ 6730$ 6,730.00 장부가액입니다. 

5n 5n 5.00 내용연수입니다. 

1\ 1³ 1.00  

4.5t 4.5t 1.00 
504.75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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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 감가상각 

다음 HP 12c Platinum 프로그램은 취득일이 한 해의 임의의 시점인 경우 원하는 연도의 
정률법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fs  

fCLEARÎ 000,  fCLEARÎ 000, 

1 001,   1  z 001,   10 

2 002,   2  1 002,   1 

z 003,   10  2 003,   2 

?1 004,  44  1  ³ 004,   36 

~ 005,   34  ?1 005,  44  1 

?2 006,  44  2  ~ 006,   34 

1 007,   1  ?2 007,  44  2 

- 008,   30  - 008,   30 

?0 009,  44  0  ı 009,   1 

1 010,   1  ³ 010,   36 

f# 011,  42  25  ?0 011,  44  0 

:1 012,  45  1  1 012,   1 

§ 013,   20  f# 013,  42  25 

?3 014,  44  3  § 014,   20 

:$ 015,  45  13  :1 015,  45  1 

~ 016,   34  ³ 016,   36 

- 017,   30  ?3 017,  44  3 

$ 018,   13  :$ 018,  45  13 

:0 019,  45  0  - 019,   30 

gm 020,  43  35  ~ 020,   34 

gi031 021,43, 33, 031  $ 02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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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2 022,  45  2  :0 022,  45  0 

gu 023,  43  31  gm 023,  43  35 

:0 024,  45  0  gi034 024,43, 33, 034 

f# 025,  42  25  :2 025,  45  2 

t 026,   31  gu 026,  43  31 

1 027,   1  :0 027,  45  0 

?+0 028,44 40  0  f# 028,  42  25 

?+2 029,44 40  2  t 029,   31 

gi022 030,43,33,  022  1 030,   1 

:2 031,  45  2  ?+0 031,44 40  0 

gu 032,  43  31  ?+2 032,44 40  2 

:$ 033,  45  13  gi025 033,43,33,  025

:M 034,  45  15  :2 034,  45  2

- 035,   30  gu 035,  43  31

:3 036,  45  3  :$ 036,  45  13

gi026 037,43,33,  026  - 037,   30 

fs   :M 038,  45  15

   ³ 039,   36 

   :3 040,  45  3

   gi029 041,43,33,  029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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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 

n: 내용연수 i: 인수 PV: 감가상각액 PMT: 사용 안 함 

FV: 잔존가액 R0: 사용 R1: 개월 수/12 R2: 카운터 

R3: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액 

R4–R.4: 사용 안 

함 

  

 

1.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2. fCLEARG.키를 누릅니다. 

3. 장부가액을 입력한 다음$.키를 누릅니다. 

4. 잔존가액을 입력한 다음M.키를 누릅니다. 

5. 정률법 인수(%)를 입력한 다음¼키를 누릅니다. 

6. 내용연수(정수)를 입력한 다음n키를 누릅니다. 

RPN 모드: 

7. 원하는 연도를 입력한 다음 \ 키를 누릅니다. 

8. 첫 번째 연도의 개월 수를 입력하고∗t.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연도의 감가상각액이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3=~-:M-키를 눌러 현재 연도까지의 총 

감가상각액을 구합니다. 

ALG 모드: 

7. 원하는 연도를 입력한 다음³.키를 누릅니다. 

8. 첫 번째 연도의 개월 수를 입력하고 t.*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연도의 감가상각액이 표시됩니다. ~키를 눌러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3-~-:M³키를 눌러 현재 연도까지의 총 

감가상각액을 구합니다. 

9. t키를 눌러 감가상각액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경우~키를 눌러 다음 연도의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구합니다. 다음 해에도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  정액법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참조합니다.181.  

  디스플레이에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액을 표시하기 전에 연도를 표시하고 멈추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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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른 값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gi000키를 눌러 2단계로 돌아갑니다. 

예: 50,000 달러의 전기 용접기를 회계 연도가 끝나기 4 개월 전에 구입했습니다. 용접기의 
감가상각 가능한 내용연수는 6 년이고 잔존가액은 8,000 달러이며 정률법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되는 경우 첫 번째 전체 회계 연도(두 번째 연도) 중의 감가상각액은 
얼마입니까? 정률법 인수는 150%입니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fCLEARG fCLEARG   

50000$ 50000$ 50,000.00 장부가액입니다. 

8000M 8000M 8,000.00 잔존가액입니다. 

150¼ 150¼ 150.00 정률법 인수입니다. 

6n 6n 6.00 내용연수입니다. 

2\ 2³ 2.00 원하는 연도입니다. 

4t 4t 2.00 
11,458.33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액입니다. 

연수합계법 감가상각 

다음 HP 12c Platinum 프로그램은 취득일이 한 해의 임의의 시점인 경우 원하는 연도의 
연수합계법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fs  

fCLEARÎ 000,  fCLEARÎ 000, 

1 001,   1  z 001,   10

2 002,   2  1 002,   1

z 003,   10  2 003,   2

?1 004,  44  1  ³ 004,   36

~ 005,   34  ?1 005,  44  1

?2 006,  44  2  ~ 00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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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1 007,   1  ?2 007,  44  2

- 008,   30  - 008,   30

?0 009,  44  0  1 009,   1

1 010,   1  ³ 010,   36

fÝ 011,  42  24  ?0 011,  44  0

:1 012,  45  1  1 012,   1

§ 013,   20  fÝ 013,  42  24

?3 014,  44  3  § 014,   20

:$ 015,  45  13  :1 015,  45  1

~ 016,   34  ³ 016,   36

- 017,   30  ?3 017,  44  3

$ 018,   13  :$ 018,  45  13

:n 019,  45  11  - 019,   30

:1 020,  45  1  ~ 020,   34

- 021,   30  $ 021,   13

n 022,   11  :n 022,  45  11

:0 023,  45  0  - 023,   30

gm 024,  43  35  :1 024,  45  1

gi035 025,43,33,  035  n 025,   11

:2 026,  45  2  :0 026,  45  0

gu 027,  43  31  gm 027,  43  35

:0 028,  45  0  gi038 028,43,33,  038

fÝ 029,  42  24  :2 029,  45  2

t 030,   31  gu 030,  43  31

1 031,   1  :0 031,  45  0

?=0 032,44 40  0  fÝ 032,  4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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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2 033,44 40  2  t 033,   31

gi026 034,43,33,  026  1 034,   1

:2 035,  45  2  ?=0 035,44 40  0

gu 036,  43  31  ?=2 036,44 40  2

:$ 037,  45  13  gi029 037,43,33,  029

:M 038,  45  15  :2 038,  45  2

- 039,   30  gu 039,  43  31

:3 040,  45  3  :$ 040,  45  13

gi030 041,43,33,  030  - 041,   30

fs   :M 042,  45  15

   ³ 043,   36

   :3 044,  45  3

   gi033 045,43,33,  033

   fs  

 

레지스터 

n: 내용연수 i: 사용 안 함 PV: 감가상각액 PMT: 사용 안 함 

FV: 잔존가액 R0: 사용 R1: 개월 수/12 R2: 카운터 

R3: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액 

R4–R.4: 사용 안 

함 

  

 

1.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2. fCLEARG.키를 누릅니다. 

3. 장부가액을 입력한 다음$.키를 누릅니다. 

4. 잔존가액을 입력한 다음M.키를 누릅니다. 

5. 내용연수(정수)를 입력한 다음n.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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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N 모드: 

6. 원하는 연도를 입력한 다음 \　키를　누릅니다. 

7. 첫 해의 개월 수를 입력한 다음t.∗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연도의 감가상각액이 표시됩니다. 
필요하다면　키를 눌러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확인한 
다음:$:3=~-:M-키를 눌러 현재 연도에 대한 총 
감가상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ALG 모드: 

6. 원하는 연도를 입력한 다음³키를누릅니다. 

7. 첫 해의 개월 수를 입력한 다음t.*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연도의 감가상각액이 표시됩니다. 
필요하다면~키를 눌러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확인한 
다음:$=:3-~-:M³키를 눌러 현재 연도에 대한 
총 감가상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t키를 눌러 감가상각액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경우~키를 눌러 연도의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구합니다. 다음 해에도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9. 다른 값으로 다시 계산하려면gi000키를 눌러 2단계  로 돌아갑니다. 

예: $12,000.달러에 구매한 디지털 캠코더를 제대로 관리하면$500 달러의 잔존가액으로 
25 년(예상 내용연수)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수합계법을 사용했을 때 넷째와 다섯째 해의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은 얼마입니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첫 해는 
11 개월이었다고 가정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fCLEARG fCLEARG   

12000$ 12000$ 12,000.00 장부가액입니다. 

500M 500M 500.00 잔존가액입니다. 

25n 25n 25.00 내용연수입니다. 

                                                 
∗ 디스플레이에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액을 표시하기 전에 연도를 표시하고 멈추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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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4\ 4³ 4.00 원하는 연도입니다. 

11t 
 
~ 

11t 
 
~ 

4.00 
781.41 
8,238.71 

넷째 해: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입니다. 

t 
 
~ 

t 
 
~ 

5.00 
746.02 
7,492.69 

다섯째 해: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입니다. 

분기점을 적용한 전체 및 부분 연도 감가상각  

정률법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어떤 시기부터는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감각상각을 
계산하는 것이 세금에 유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본 HP 12c Platinum 프로그램에서는 최적의 
분기점을 계산하여 적절한 시점에 정액법 감가상각 계산 방법으로 자동 변환합니다. 분기점은 
정률법 감가상각이 정액법 감가상각을 초과하거나 같아지는 해의 말입니다. 정액법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남은 내용연수로 나눈 값입니다. 

원하는 연도와 첫 해의 개월 수를 알면 이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연도의 감가상각,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 및 현재 연도에 대한 총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fs  

fCLEARÎ 000,  fCLEARÎ 000, 

1 001,   1  z 001,   10

2 002,   2  1 002,   1

z 003,   10  2 003,   2

?6 004,  44  6  ³ 004,   36

:n 005,  45  11  ?6 005,  44  6

~ 006,   34  :n 006,  45  11

- 007,   30  - 007,   30 



192  섹션 13      투자 분석 
 

File name: HP 12c Pt Converted_user's guide_English_HDP0F123E02_080207 Page: 214 of 304  
Printed Date: { 2009/1/5Dimension: 14.8 cm x 21 cm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4 008,  44  4  ~ 008,   34 

d 009,   33  ³ 009,   36 

?0 010,  44  0  ?4 010,  44  4 

1 011,   1  d 011,   33 

?-0 012,44 30  0  d 012,   33 

?2 013,  44  2  ?0 013,  44  0 

?3 014,  44  3  1 014,   1 

f# 015,  42  25  ?-0 015,44 30  0 

:6 016,  45  6  ?2 016,  44  2 

§ 017,   20  ?3 017,  44  3 

?1 018,  44  1  f# 018,  42  25 

:$ 019,  45  13  § 019,   20 

~ 020,   34  :6 020,  45  6 

- 021,   30  ³ 021,   36 

$ 022,   13  ?1 022,  44  1 

\ 023,   36  :$ 023,  45  13 

gF 024,  43  40  - 024,   30 

~ 025,   34  ~ 025,   34 

:M 026,  45  15  $ 026,   13 

- 027,   30  :1 027,  45  1 

~ 028,   34  :$ 028,  45  13 

:0 029,  45  0  - 029,   30 

1 030,   1  :M 030,  45  15 

go 031,  43  34  ³ 031,   36 

gi039 032,43,33,  039  ~ 03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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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d 033,   33  :0 033,  45  0 

d 034,   33  1 034,   1 

1 035,   1  go 035,  43  34 

gu 036,  43  31  gi043 036,43,33,  043 

d 037,   33  d 037,   33 

t 038,   31  d 038,   33 

1 039,   1  1 039,   1 

?+2 040,44 40  2  gu 040,  43  31 

?-0 041,44 30  0  d 041,   33 

f# 042,  42  25  t 042,   31 

?+1 043,44 40  1  1 043,   1 

?5 044,  44  5  ?+2 044,44 40  2 

:$ 045,  45  13  ?-0 045,44 30  0 

:M 046,  45  15  f# 046,  42  25 

- 047,   30  ?+1 047,44 40  1 

:4 048,  45  4  ?5 048,  44  5 

z 049,   10  :$ 049,  45  13 

go 050,  43  34  - 050,   30 

gi053 051,43,33,  053  :M 051,  45  15 

gi065 052,43,33,  065  z 052,   10 

d 053,   33  :4 053,  45  4 

0 054,   0  ³ 054,   36 

:0 055,  45  0  go 055,  43  34 

go 056,  43  34  gi058 056,43,33,  058 

gi086 057,43,33,  086  gi070 057,43,33,  070 

:$ 058,  45  13  d 05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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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5 059,  45  5  0 059,   0 

- 060,   30  :0 060,  45  0 

$ 061,   13  go 061,  43  34 

1 062,   1  gi091 062,43,33,  091 

?-4 063,44 30  4  :$ 063,  45  13 

gi040 064,43,33,  040  - 064,   30 

:4 065,  45  4  :5 065,  45  5 

n 066,   11  $ 066,   13 

0 067,   0  1 067,   1 

?6 068,  44  6  ?-4 068,44 30  4 

1 069,   1  gi044 069,43,33,  044 

?-2 070,44 30  2  :4 070,  45  4 

?=0 071,44 40  0  n 071,   11 

:5 072,  45  5  0 072,   0 

?-1 073,44 30  1  ?6 073,  44  6 

:3 074,  45  3  1 074,   1 

fV 075,  42  23  ?-2 075,44 30  2 

?+1 076,44 40  1  ?=0 076,44 40  0 

1 077,   1  :5 077,  45  5 

?-0 078,44 30  0  ?-1 078,44 30  1 

?+2 079,44 40  2  :3 079,  45  3 

?+3 080,44 40  3  fV 080,  42  23 

d 081,   33  ?+1 081,44 40  1 

:0 082,  45  0  1 082,   1 

1 083,   1  ?-0 083,44 30  0 

go 084,  43  34  ?+2 084,44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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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gi074 085,43,33,  074  ?+3 085,44 40  3 

d 086,   33  d 086,   33 

d 087,   33  :0 087,  45  0 

:2 088,  45  2  1 088,   1 

gu 089,  43  31  go 089,  43  34 

d 090,   33  gi079 090,43,33,  079 

t 091,   31  d 091,   33 

:6 092,  45  6  d 092,   33 

gm 093,  43  35  :2 093,  45  2 

gi074 094,43,33,  074  gu 094,  43  31 

gi058 095,43,33,  058  d 095,   33 

fs   t 096,   31 

   :6 097,  45  6 

   gm 098,  43  35 

   gi079 099,43,33,  079 

   gi063 100,43,33,  063 

   fs  

레지스터 

n: 내용연수 i: 인수 PV: 감가상각 값 PMT: 사용 안 함 

FV: 잔존가액 R0: 사용 R1: 감가상각 R2: 카운터 

R3: 사용 R4: 사용 R5: 사용 R6: 사용 

 

1.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2. fCLEARH.키를 누릅니다. 

3. 장부가액을 입력한 다음$.키를 누릅니다. 

4. 잔존가액을 입력한 다음M.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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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연수(정수)를 입력한 다음n.키를 누릅니다. 

6. 정률법 인수(%)를 입력한 다음¼.키를 누릅니다. 

7. RPN: 원하는 연도를 입력한 다음 \ 키를 누릅니다. 

7. ALG: 원하는 연도를 입력한 다음³.키를 누릅니다. 

8. 첫 해의 개월 수∗를 입력한 다음  키를 눌러 원하는 해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합니다. 

9. 필요할 경우~키를 눌러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을 확인합니다. 

10. 필요할 경우:1 키를 눌러 현재 연도에 대한 총 감가상각을 확인합니다. 

11. 계속해서t*키를 눌러 다음 해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계산합니다. 각 연도에 대해 
9단계와 10단계를 반복합니다. 

12. 다른 값으로 다시 계산하려면gi000 키를 눌러 2단계로 돌아갑니다. 

예: 현 회계연도가 6 개월 남은 시점에 11,000 달러를 주고 전자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 
장비의 내용연수는 8 년이고 잔존가액은 500 달러로 추정됩니다. 200% 정률법 인수를 
사용하여 장비의 전체 내용연수에 대해 감가상각 일정을 예측한다고 할 때, 첫 해가 지난 후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은 얼마입니까? 일곱째 해가 지난 후의 총 감가상각액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fCLEARH fCLEARH 0.00  

11000$ 11000$ 11,000.00 장부가액입니다. 

500M 500M 500.00 잔존가액입니다. 

8n 8n 8.00 내용연수입니다. 

200¼ 200¼ 200.00 정률법 인수입니다. 

1\ 1³ 1.00 첫 해의 원하는 
감가상각입니다. 

6t 
 
~ 

6t 
 
~ 

1.00 
1,375.00 
9,125.00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 가능한 

                                                 
∗  정액법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참조합니다.181.  

  디스플레이에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액을 표시하기 전에 연도를 표시하고 멈추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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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잔존가액입니다. 

t t 2.00 
2,406.25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입니다. 

t t 3.00 
1,804.69 

세 번째 연도: 

감가상각입니다. 

t t 4.00 
1,353.51 

네 번째 연도: 

감가상각입니다. 

t t 5.00 
1,015.14 

다섯 번째 연도: 

감가상각입니다. 

t t 6.00 
761.35 

여섯 번째 연도: 

감가상각입니다∗ 

t t 7.00 
713.62 

일곱 번째 연도: 

감가상각입니다.  

:1 :1 9,429.56 7년간의 총 
감가상각입니다. 

t t 8.00 
713.63 

여덟 번째 연도: 

감가상각입니다. 

t t 9.00 
356.81 

아홉 번째 연도: 

감가상각입니다. 

                                                 
∗  6년째가 분기점이므로 7, 8 및 9년째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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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초과액 

가속 감가상각 사용 시 특정 기간 동안 청구된 총 감가상각과 정액법 감가상각에 따른 총 청구 
금액의 차이를 감가상각초과액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초과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RPN 모드: 

1. 총 감가상각을 계산한 다음 \ 키를 누릅니다. 

2. 감가상각 가능한 금액 (잔존가액을 뺀 비용)을 입력한 다음 \ 키를 
누릅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도 수로 입력한 다음z키를 누릅니다. 
수입 예측 기간을 연도 수로 입력한 다음§키를 눌러 총 정액법 감가상각 
비용을 구합니다. 

3. -키를 눌러 감가상각초과액을 구합니다. 

ALG 모드: 

1. 총 감가상각을 계산한 다음-gØ.키를 누릅니다. 

2. 감가상각 가능한 금액(잔존가액을 뺀 비용)을 입력한 다음z.키를 
누릅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도 수로 입력한 다음§.키를 누릅니다. 
수입 예측 기간을 연도 수로 입력한 다음gÙ키를 눌러 총 정액법 
감가상각 비용을 구합니다. 

3. ³키를 눌러 감가상각초과액을 구합니다. 

예: 이전 예에서 7 년 동안의 감가상각초과액은 얼마입니까? 첫 해가 완전한 한 해가 아니기 
때문에 첫 7 년 동안 6.5 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9429.56\ 9429.56-gØ 9,429.56 7년간의 총 
감가상각입니다. 

10500\ 10500z 10,500.00 감가상각 가능한 
값입니다. 

8z 8§ 1,312.50 연간 정액법 
감가상각입니다. 

6.5§ 6.5gÙ 8,531.25 총 정액법 
감가상각입니다. 

- ³ 898.31 감가상각초과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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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내부 수익률 

기존의 IRR(내부 수익률) 기법은 몇 가지 단점으로 인해 일부 투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법은 모든 현금 흐름이 산출된 수익률만큼 재투자되거나 할인된다고 
가정합니다. 수익률이 현실적인 대차 범위(예: 10%~20%)에 속하는 한 이 가정은 재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IRR 이 굉장히 커지거나 감소하면 이 가정은 유효성이 떨어져 투자를 결정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결과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IRR 은 현금 흐름 변경 부호 횟수(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에 따라 제한되며, 
부호가 변경될 때마다 IRR 기법에서 추가적인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예의 현금 흐름 순서에서는 3 회의 부호 변경이 있고 이에 따라 최대 3 개의 내부 수익률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실제 3 개의 양수(1.86, 14.35 및 29) 결과가 나옵니다.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결과가 여러 개라는 것은 투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MIRR(수정 내부 수익률)은 IRR 기법을 보완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기존 IRR 기법의 단점을 
해결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사용자 지정 재투자 및 대출 이율을 이용하여 부호 변경 및 
재투자(또는 할인) 가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음의 현금 흐름은 유동성 계좌의 투자 수익률을 반영하는 안전 이율로 할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치는 T-Bill(단기재정증권) 또는 은행 예금 이자율입니다. 

양의 현금 흐름은 유사한 위험의 투자 수익률을 반영하는 재투자 이율로 재투자됩니다. 최근 
시장 투자에 대한 평균 수익률이 사용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재투자 이율로 양의 현금 흐름에 대한 미래 가치 (NFV) 를 계산합니다. 

2. 안전 이율로 음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 (NPV) 를 계산합니다. 

3. n, PV 및 FV 값으로 i 값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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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어떤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투자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개월 수 현금 흐름($) 

0 1 –180,000 

1 5 100,000 

2 5 –100,000 

3 9 0 

4 1 200,000 

6%의 안전 이율과 10%의 재투자(위험) 이율을 사용하여 MIRR 을 계산해 보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fCLEARH fCLEARH 0.00  

0gJ 0gJ 0.00 첫 번째 현금 흐름입니다.

100000gK 100000gK 100,000.00  

5ga 5ga 5.00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의 
현금 흐름입니다. 

0gK5ga 0gK5ga 5.00 그 다음 다섯 번의 현금 
흐름입니다. 

0gK9ga 0gK9ga 9.00 그 다음 아홉 번의 현금 
흐름입니다. 

200000gK 200000gK 200,000.00 마지막 현금 흐름입니다. 

10gCfl 10gCfl 657,152.37 양의 현금 흐름 
NPV입니다. 

Þ$ Þ$ -657,152.37  

20nM 20nM 775,797.83 양의 현금 흐름 
NF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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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180000Þg
J0gK5g
a100000Þ
gK5ga6
gCfl 

180000Þg 
J0gK5g 
a100000Þ 
gK5ga 

6gCfl 

 
 
 
 
-660,454.55

음의 현금 흐름 
NPV입니다. 

20n¼ 20n¼ 0.81 월별 MIRR입니다. 

12§ 　§12³ 9.70 연간 MIRR입니다. 

유럽형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Black-Scholes 공식 

이 프로그램은 1970 년대 초반에 발표된 이후로 전 세계 옵션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Black-Scholes 공식을 구현했습니다. 다섯 개의 재무 변수에 각각 값을 입력하면 t 에 콜 옵션 
가격이, ~에 풋 옵션 가격이 표시됩니다. 생성된 옵션 가격은 100 달러 이하의 자산과 
권리행사가격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참조: Tony Hutchins, 2003 년, “Black-Scholes takes over the HP12C” HPCC(www.hpcc.org) 
Datafile, V22, N3, pp13-21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fs  

fCLEARÎ 000,  fCLEARÎ 000, 

:n 001,  45  11  :n 001,  45  11 

:¼ 002,  45  12  § 002,   20 

b 003,   25  :¼ 003,  45  12 

Þ 004,   16  b 004,   25 

g> 005,  43  22  } 005,   36 

:M 006,  45  15  Þ 006,   16 

§ 007,   20  g> 007,  43  22 

?4 008,  44  4  § 008,   20 

~ 009,   34  :M 009,  45  15 

gr 010,  43  21  } 010,   36 

:P 011,  45  14  ?4 011,  4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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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b 012,   25  :n 012,  45  11 

?3 013,  44  3  gr 013,  43  21 

:$ 014,  45  13  § 014,   20 

:4 015,  45  4  :P 015,  45  14 

z 016,   10  b 016,   25 

g° 017,  43  23  } 017,   36 

~ 018,   34  ?3 018,  44  3 

z 019,   10  :$ 019,  45  13 

gF 020,  43  40  z 020,   10 

2 021,   2  :4 021,  45  4 

?5 022,  44  5  } 022,   36 

z 023,   10  g° 023,  43  23 

+ 024,   40  z 024,   10 

?6 025,  44  6  ~ 025,   34 

:3 026,  45  3  } 026,   36 

- 027,   30  :3 027,  45 3 

?3 028,  44  3  z 028,   10 

\ 029,   36  2 029,   2 

§ 030,   20  ?5 030,  44  5 

gr 031,  43  21  + 031,   40 

gF 032,  43  40  ~ 032,   34 

2 033,   2  - 033,   30 

z 034,   10  ?6 034,  44  6 

Þ 035,   16  :3 035,  45  3 

g> 036,  43  22  } 036,   36 

~ 037,   34  ?3 037,  4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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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3 038,   3  g¡ 038,  43  20 

. 039,   48  z 039,   10 

0 040,   0  2 040,   2 

0 041,   0  } 041,   36 

6 042,   6  Þ 042,   16 

z 043,   10  g> 043,  43  22 

1 044,   1  :3 044,  45  3 

+ 045,   40  g¡ 045,  43  20 

y 046,   22  gr 046,  43  21 

§ 047,   20  z 047,   10 

gF 048,  43  40  3 048,   3 

gF 049,  43  40  . 049,   48 

1 050,   1  0 050,   0 

8 051,   8  0 051,   0 

7 052,   7   6 052,   6 

§ 053,   20  + 053,   40 

2 054,   2  1 054,   1 

4 055,   4  } 055,   36 

- 056,   30  y 056,   22 

§ 057,   20  ?2 057,  44  2 

8 058,   8  § 058,   20 

7 059,   7   ~ 059,   34 

+ 060,   40  } 060,   36 

§ 061,   20  1 061,   1 

. 062,   48  8 062,   8 

2 063,   2  7 06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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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b 064,   25  § 064,   20 

:3 065,  45  3  :2 065,  45  2 

~ 066,   34  - 066,   30 

?3 067,  44  3  2 067,   2 

O 068,   35  4 068,   4 

~ 069,   34  § 069,   20 

go 070,  43  34  :2 070,  45  2 

g(077 071,43,33,077  + 071,   40 

1 072,   1  8 072,   8 

?-3 073,44 30  3  7 073,   7 

Þ 074,   16  § 074,   20 

?§3 075,44 20  3  ~ 075,   34 

~ 076,   34  § 076,   20 

:5 077,  45  5  . 077,   48 

gm 078,  43  35  2 078,   2 

g(089 079,43,33,  089  b 079,   25 

:6 080,  45  6  } 080,   36 

:3 081,  45  3  :3 081,  45  3 

:4 082,  45  4  ~ 082,   34 

§ 083,   20  ?3 083,  44  3 

?6 084,  44  6  O 084,   35 

O 085,   35  ~ 085,   34 

?5 086,  44  5  go 086,  43  34 

~ 087,   34  g(093 087,43, 33, 093 

g(028 088,43, 33, 028  1 088,   1

~ 089,   34  ?-3 089,44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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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3 090,  45  3  Þ 090,   16

:$ 091,  45  13  ?§3 091,44 20  3

?-4 092,44 30  4  ~ 092,   34

§ 093,   20  :5 093,  45  5

:6 094,  45  6  gm 094,  43  35

- 095,   30  g(106 095,43, 33, 106

?+4 096,44 40  4  :6 096,  45  6

:4 097,  45  4  :3 097,  45  3

~ 098,   34  § 098,   20

?5 099,  44  5  :4 099,  45  4

fs   } 100,   36

   ?6 101,  44  6

   O 102,   35

   ?5 103,  44  5

   ~ 104,   34

   　037 105,43, 33, 037

   ~ 106,   34

   :$ 107,  45  13

   ?-4 108,44 30  4

   § 109,   20

   :3 110,  45  3

   - 111,   30

   :6 112,  45  6

   } 113,   36

   ?+4 114,44 40  4

   :4 115,  4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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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 116,   34

   ?5 117,  44  5

   g(000 118,43,33,  000

   fs  

 

레지스터 

n: 만기 기간  i: 이자율(%) PV: 주식 가격 PMT: 변동성(%) 

FV: 권리행사가격 R0: 사용 안 함 R1: 사용 안 함 R2: 사용 안 함 

R3: N(d1) R4: 풋 가격 R5: 콜 가격 R6: QxN(d2) 

R7-R.9: 사용 안 함    

 

참고: n, i 및 PMT 값은 모두 동일한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어야 합니다(예: n 

값은 연 또는 월 단위로 측정되며 i 및 PMT 값은 연비율 또는 월비율임). i는 연속 
비율입니다. PMT는 단위 기간 동안 관찰된 연속적인 주식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모든 입력값은 양수여야 합니다. PMT=0인 경우를 시뮬레이션하려면 
임의적으로 0에 가까운 PMT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명령 

1.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2. 5개의 재무 레지스터에 각각 값을 입력합니다. 이 값은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됩니다. 
a. 옵션의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입력하고n 키를 누릅니다. 

b. 무위험 이자율(%)을 입력하고¼ 키를 누릅니다. 

c. 현재(또는 현물) 주식 가격을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d. 변동성 추정치(%)를 입력하고P.키를 누릅니다. 

e. 권리행사가격을 입력하고M.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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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키를 누르면 콜 가격이 표시됩니다. 풋 가격을 확인하려면~　키를 누릅니다. 

예 1:  6 개월 후 권리행사가격이 45 달러인 옵션이 있습니다. 현물 가격이 52 달러이고 
20.54%의 월 수익률 변동성과 월 0.5%의 무위험 이자율을 가정할 때 콜 및 풋 가격을 
구하십시오. 월 및 연 단위로 기간 단위를 변경하여 값을 입력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6n 6n 6.00 만기까지 남은 
기간입니다(월 기준). 

. 5¼ 5¼ 0.50 월이율(%)입니다. 

52$ 52$ 52.00 주식 가격입니다. 

20.54P 20.54P 20.54 월 변동성(%)입니다. 

45M 45M 45.00 권리행사가격입니다. 

t t 14.22 콜 가격입니다. 

~ ~ 5.89 풋 가격입니다. 

:gAn :gAn 0.50 만기까지 남은 
기간입니다(연 기준). 

:gC¼ :gC¼ 6.00 연이율(%)입니다. 

:P 
12gr§P 

:P§ 
12grP 

 
71.15  

 
연간 변동성(%)입니다. 

t t 14.22 콜 가격입니다(변화 
없음). 

:ngA :ngA 6.00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입니다. 

:¼gC :¼gC 0.50 월이율(%)입니다. 

:P 
12grzP 

:Pz 
12grP 

 
20.54 

 
월 변동성(%)입니다. 

다음 예는 John C. Hull 저 “Options, Futures, and Other Derivatives(5th Edition)(Prentice Hall, 
2002)”에 실린 Example 12.7 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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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옵션 만료 후 6 개월이 지난 주식 가격이 42 달러이고 옵션의 권리행사가격은 40 달러, 
연간 무위험 이자율은 10%, 연간 변동성이 20%라고 할 때 콜 가격 및 풋 가격을 구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5n . 5n 0.50 만기까지 남은 
기간입니다(연 기준). 

10¼ 10¼ 10.00 연이율(%)입니다. 

42$ 42$ 42.00 주식 가격입니다. 

20P 20P 20.00 연간 변동성(%)입니다. 

40M 40M 40.00 권리행사가격입니다. 

t t 4.76 콜 가격입니다. 

~ ~ 0.81 풋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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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4 

리스 
선급금 

선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리스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거래 종료 시 
추가 지급이 필요합니다. 

다음 첫 번째 절차에서는 몇 번의 선급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정기 상환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절차에서는 첫 번째 절차에서 구한 정기 상환액에 따른 
정기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상환액 계산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1. gÂ 및 fCLEARG. 키를 누릅니다. 

RPN 모드: 

2. 리스의 총 상환 횟수를 입력한 다음 \ 키를 누릅니다. 

3. 총 선급금 횟수를 입력한 다음?0-n.키를 누릅니다. 

4. 정기 이자율(%)을 입력하거나 계산한 다음¼ 키를 누릅니다. 

5. 1ÞP$:0+.키를 누릅니다. 

6. 초기 대출금을 입력한 다음~z키를 눌러 임대인이 받을 정기 
상환액을 구합니다. 

ALG 모드: 

2. 리스의 총 상환 횟수를 입력합니다. 

3. 총 선급금 횟수를 입력한 다음?0-n.키를 누릅니다. 

4. 정기 이자율(%)을 입력하거나 계산한 다음¼키를 누릅니다. 

5. 1ÞP$:0+.키를 누릅니다. 

6. 초기 대출금을 입력한 다음~z 키를 눌러 임대인이 받을 정기 
상환액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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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750 달러 장비를 12 개월 동안 리스하고 리스 종료 시점에 장비의 잔존가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임차인이 종료 시점에 3 번의 상환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임대인이 연간 10% 
수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월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gÂ gÂ   

fCLEARG fCLEARG   

12\ 12- 12.00 리스 기간입니다. 

3?0-n 3?0n 9.00 정기 상환 횟수입니다. 

10gC 10gC 0.83  

1ÞP 1ÞP –1.00  

$:0+ $+:0³ 11.64  

750~z 750z~³ 64.45 임대인이 받을 월 
상환액입니다. 

상환액을 자주 계산할 경우 다음 HP 12c Platinum 프로그램을 입력해 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fs  

fCLEARÎ 000,  fCLEARÎ 000, 

gÂ 001,  43  8  gÂ 001,  43  8

fCLEARG 002,  42  34  fCLEARG 002,  42  34

:0 003,  45  0  :0 003,  45  0

:1 004,  45  1  - 004,   30

- 005,   30  :1 005,  45  1

n 006,   11  n 006,   11

:2 007,  45  2  :2 007,  45  2

¼ 008,   12  ¼ 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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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1 009,   1  1 009,   1

Þ 010,   16  Þ 010,   16

P 011,   14  P 011,   14

$ 012,   13  $ 012,   13

:1 013,  45  1  + 013,   40

+ 014,   40  :1 014,  45  1

:3 015,  45  3  ³ 015,   36

~ 016,   34  :3 016,  45  3

z 017,   10  z 017,   10

fs   ~ 018,   34

   ³ 019,   36

   fs  

 

레지스터 

n: n–선급금 
횟수 

i: i PV: 사용 PMT: –1 

FV: 0 R0: n R1: 선급금 횟수 R2: i 

R3: 대출 R4–R.7: 사용 안 

함 

  

 

1.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2. 리스의 총 상환 횟수를 입력한 다음?0키를 누릅니다. 

3. 총 선급금 횟수를 입력한 다음?1 키를 누릅니다. 

4. 정기 이자율(%)을 입력한 다음?2키를 누릅니다. 

5. 대출금을 입력한 다음?3 키와t 키를 눌러 임대인이 받을 정기 상환액을 구합니다. 

6. 리스 상환액 계산을 다시 하려면 2단계로 돌아가 이전과 값이 다른 부분만 다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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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예 1 에서 주어진 정보 및 앞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월 상환액을 계산하십시오. 그런 다음 
연이율을 15%로 변경하여 상환액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12?0 12?0 12.00 리스 기간입니다. 

3?1 3?1 3.00 선급금 횟수입니다. 

10\12z 10z12³ 0.83  

?2 ?2 0.83 정기 이자율입니다. 

750?3t 750?3t 64.45 임대인이 받을 월 
상환액입니다. 

15\12z 15z12³ 1.25  

?2t ?2t 65.43 15%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월 상환액입니다. 

예 3: 종료 시점에 1 회 상환해야 할 경우, 예 1 의 정보를 사용하여 임대인이 연 15%의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받아야 하는 월 상환액을 구하십시오. 

위의 예제를 계산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1?1t 1?1t 66.86 임대인이 받을 월 
상환액입니다. 

이 문제는 매 기간 초에 상환이 발생하는 기초 불입 연금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g× g×   

fCLEARG fCLEARG   

12n 12n 12.00 리스 기간입니다. 

15gC 15gC 1.25 정기 이자율입니다(i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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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750Þ$P 750Þ$P 66.86 임대인이 받을 월 
상환액입니다. 

수익률 계산 

정기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gÂ및 fCLEARG. 키를 누릅니다. 

RPN 모드: 

2. 리스의 총 상환 횟수를 입력한 다음 \ 키를 누릅니다. 

3. 총 선급금 횟수를 입력한 다음?0-n.키를 누릅니다. 

4. 임대인이 받을 정기 상환액을 입력한 다음P.키를 누릅니다. 

5. 총 대출금을 입력한 다음Þ:0:P§+$.키를 누릅니다. 

6. ¼키를 눌러 정기 수익률을 구합니다. 

ALG 모드: 

2. 리스의 총 상환 횟수를 입력한 다음 -.키를 누릅니다. 

3. 총 선급금 횟수를 입력한 다음?0n.키를 누릅니다. 

4. 임대인이 받을 정기 상환액을 입력한 다음P.키를 누릅니다. 

5. :0§:P³+ 키를 누른 다음 총 대출금을 
입력하고Þ$.키를 누릅니다. 

6. ¼키를 눌러 정기 수익률을 구합니다. 

예 1: 25,000 달러의 장비를 월 상환액 600 달러에 60 개월 만기로 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종료 시점에 3 회 상환액(1,800 달러)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대인의 연간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gÂ gÂ   

fCLEARG fCLEARG   

60\3 6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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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0-n ?0n 57.00 정기 상환 횟수입니다. 

600P 600P 600.00 월 상환액입니다. 

25000Þ: 

0:P§ 
+$ 

:0§: 
P+25000 
Þ$ 

 
 
-23,200.00 

PV입니다. 

¼ ¼ 1.44 산출된 월 수익률입니다. 

12§ §12³ 17.33 연간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을 자주 계산할 경우 다음 HP 12c Platinum 프로그램을 입력해 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fs  

fCLEARÎ 000,  fCLEARÎ 000, 

gÂ 001,  43  8  gÂ 001,  43  8

fCLEARG 002,  42  34  fCLEARG 002,  42  34

:0 003,  45  0  :0 003,  45  0

:1 004,  45  1  - 004,   30

- 005,   30  :1 005,  45  1

n 006,   11  n 006,   11

:2 007,  45  2  :2 007,  45  2

P 008,   14  P 008,   14

:3 009,  45  3  § 009,   20

Þ 010,   16  :1 010,  45  1

:1 011,  45  1  - 011,   30

:P 012,  45  14  :3 012,  45  3

§ 013,   20  $ 013,   13

+ 014,   40  ¼ 014,   12

$ 015,   13  :gC 015,45,4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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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¼ 016,   12  fs  

:gC 017,45,43   12    

fs     

 

레지스터 

n: n–선급금 횟수 i: i PV: 사용 PMT: 상환액 

FV: 0 R0: n R1: 선급금 R2: 상환액 

R3: 대출 R4–R.7: 사용 안 

함 

  

 

1.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2. 리스의 총 상환 횟수를 입력한 다음?0. 키를 누릅니다. 

3. 총 선급금 횟수를 입력한 다음?1. 키를 누릅니다. 

4. 임대인이 받을 정기 상환액을 입력한 다음?2 키를 누릅니다. 

5. 총 대출금을 입력한 다음?3키와t키를 눌러 정기 수익률을 산출합니다. 

6. 다른 값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2단계로 돌아가 이전과 값이 다른 부분만 다시 입력합니다. 

예 2: 예 1 에서 주어진 정보 및 앞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익률을 계산하십시오. 그런 다음 
상환액을 625 달러로 변경하여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60?0 60?0 60.00 상환 횟수입니다. 
3?1 3?1 3.00 선급금 횟수입니다. 
600?2 600?2 600.00 정기 상환액입니다. 
25000?3t 25000?3t 17.33 연간 수익률(%)입니다. 
625?2t 625?2t 19.48 상환액이 25달러 증가할 

경우의 연간 
수익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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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가 있는 경우의 선급금 

선급금이 포함된 거래에서 정규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잔존가액)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 계산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기 상환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fs  

fCLEARÎ 000, 　fCLEARÎ 000, 

gÂ 001,  43  8 gÂ 001,  43  8

fCLEARG 002,  42  34 fCLEARG 002,  42  34

:0 003,  45  0 :0 003,  45  0

n 004,   11 n 004,   11

:1 005,  45  1 :1 005,  45  1

¼ 006,   12 ¼ 006,   12

:3 007,  45  3 :3 007,  45  3

M 008,   15 M 008,   15

$ 009,   13 $ 009,   13

:2 010,  45  2 + 010,   40

+ 011,   40 :2 011,  45  2

?5 012,  44  5 ³ 012,   36

M 013,   0 ?5 013,  44  5

:n 014,   15 0 014,   0

:4 015,  45  11 M 015,   15

:4 016,  45  4 :n 016,  45  11

- 017,   30 - 017,   30

n 018,   11 :4 018,  45  4

1 019,   1 n 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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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Þ 020,   16 1 020,   1

P 021,   14 Þ 021,   16

$ 022,   13 P 022,   14

:4 023,  45  4 $ 023,   13

+ 024,   40 + 024,   40

:5 025,  45  5 :4 025,  45  4

~ 026,   34 ³ 026,   36

z 027,   10 :5 027,  45  5

fs  z 028,   10

  ~ 029,   34

  ³ 030,   36

  fs  

 

레지스터 

n: 사용 i: 이자 PV: 사용 PMT: –1. 

FV: 잔존가치 R0: 상환 횟수(n) R1: 이자 R2: 대출 

R3: 잔존가치 R4: 선급금 횟수 R5: 사용 R6–R.6: 사용 안 

함 

 

1.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2. 총 상환 횟수를 입력한 다음?0 키를 누릅니다. 

3. 정기 이자율(%)을 입력하거나 계산한 다음?1.키를 누릅니다. 

4. 대출금을 입력한 다음?2. 키를 누릅니다. 

5. 잔존가치를 입력한 다음?3 키를 누릅니다. 

6. 총 선급금 횟수를 입력한 다음?4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t키를 눌러 임대인이 받을 
상환액을 구합니다. 

7. 다른 값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2단계로 돌아가 이전과 값이 다른 부분만 다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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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22,000 달러의 복사기를 48 개월 동안 리스하면서 종료 시 구매액의 30%에 복사기를 
구매하는 옵션으로 4 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임대인이 연간 15% 수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월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48?0 48?0 48.00 리스 기간입니다. 

15\ 15z 15.00  

12z?1 12³?1 1.25 월이율입니다. 

22000?2 22000?2 22,000.00  

30b?3 §30b³?3 6,600.00  

4?4t 4?4t 487.29 임대인이 받을 월 
상환액입니다. 

예 2: 예 1 의 정보를 사용하여 임대인이 연 18%의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받아야 할 월 상환액을 
구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487.29 예 1의 월 상환액입니다. 

18\12z 18z12³ 1.50 월이율입니다. 

?1t ?1t 520.81 임대인이 받을 월 
상환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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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계산 

수익률 계산은 기본적으로 IRR(내부 수익률) 계산과 과정이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이 키를 
입력합니다. 

1. fCLEARH.키를 누릅니다. 

2. 첫 현금 흐름 금액을 입력하고gJ.키를 누릅니다. 이 초기 금액은 초기 대출금과 종료 
시까지 납입한 상환액의 차입니다. 부호를 살펴보면 받은 금액은 양수로, 지급 금액은 
음수로 표시됩니다. 

3. 첫 현금 흐름 금액을 입력하고gK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현금 흐름 발생 횟수를 
입력하고ga.키를 누릅니다. 

4. 0gK키를 누른 다음 선급금 횟수에서 1을 뺀 값을 입력하고ga키를 누릅니다. 

5. 잔존가치를 입력한 다음gK키 및 fL키를 눌러 정기 수익률을 구합니다. 

예: 5,000 달러의 장비를 36 개월 동안 

145 달러의 월 상환액으로 리스한다고 가정했을 때  임차인이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상환액을 미
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리스 종료 시점에서 1 500달러에 장비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 임차인이 장비를 구입한 경우 임대인의 연간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fCLEARH fCLEARH   

5000Þ\ 

145\2§=
gJ 

145§2= 

5000Þ 
gJ 

 
 
–4,710.00 

미리 지급한 현금의 순 
금액입니다. 

145gK34g
a 

145gK34g
a 

34.00 145달러 현금 흐름이 
34번 발생합니다. 

0gK 0gK 0.00 35번째 현금 흐름입니다. 

1500gK 1500gK 1,500.00 36번째 현금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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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L12§ fL§12³ 18.10 임대인의 연간 
수익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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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5 

저축 
명목 이율의 실효 이율 변환 

명목 이율과 연간 복리 기간 횟수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키를 입력하여 실효 연이율을 
계산합니다. 

1. gÂ 및 fCLEARG.키를 누릅니다. 

RPN 모드: 

2. 명목 연이율(%)을 입력한 다음 \ 키를　누릅니다. 

3. 연간 복리 기간 횟수를 입력한 다음nz¼.키를 누릅니다. 

4. ÞPM키를 눌러 실효 연이율을 구합니다. 

ALG 모드: 

2. 명목 연이율(%)을 입력합니다. 

3. z키를 누른 다음 연간 복리 기간 횟수를 입력하고¼ÞP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연간 복리 기간 횟수를 입력하고n키를 누릅니다. 

4. M키를 눌러 실효 연이율을 구합니다. 

예 1: 5.25%의 명목 연이율이 분기 복리로 계산될 경우 실효 연이율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gÂ gÂ   

fCLEARG fCLEARG   

5.25\ 5.25z 5.25 명목 이율입니다. 

4nz¼ 4¼ 1.31 분기 이율(%)입니다. 

ÞPM ÞP4nM 5.35 실효 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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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계산에 대해 다음 HP 12c Platinum 프로그램을 입력해 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fs  

fCLEARÎ 000,  fCLEARÎ 000, 

gÂ 001,  43  8  gÂ 001,  43  8

fCLEARG 002,  42  34  fCLEARG 002,  42  34

n 003,   11  n 003,   11

z 004,   10  ~ 004,   34

¼ 005,   12  z 005,   10

Þ 006,   16  ~ 006,   34

P 007,   14  ¼ 007,   12

M 008,   15  Þ 008,   16

fs   P 009,   14

   M 010,   15

   fs  

 

레지스터 

n: 기간 수 i: 명목 이율/n PV: 0 PMT: 사용 

FV: 실효 이율 R0–R.9: 사용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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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2. RPN: 명목 연이율(%)을 입력한 다음 \ 키를 누릅니다. 

2. ALG: 명목 연이율(%)을 입력한 다음³ 키를　누릅니다. 

3. 연간 복리 기간 횟수를 입력한 다음t키를 눌러 실효 연이율을 계산합니다. 

4. 다른 값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2단계로 돌아갑니다. 

예 2: 5.25%의 명목 연이율이 월 복리로 계산될 경우 실효 연이율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5.25\ 5.25³ 5.25  

12t 12t 5.38 실효 이율(%)입니다. 

실효 이율의 명목 이율 변환  

실효 이율과 연간 복리 기간 횟수가 주어졌을 때 다음 절차에 따라 명목 이율을 계산합니다. 

1. fCLEARG.키를 누릅니다. 

2. 연간 복리 기간 횟수를 입력한 다음n키를 누릅니다. 

3. 100을 입력하고$키를 누릅니다. 

RPN 모드: 

4. 실효 연이율(%)을 입력한 다음+ÞM¼. 키를 누릅니다. 

5. :n§ 키를 눌러 명목 연이율을 구합니다. 

ALG 모드: 

4. +.키를 누릅니다. 실효 연이율(%)을 입력한 다음³ÞM¼. 키를 
누릅니다. 

5. §:n³ 키를 눌러 명목 연이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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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실효 연이율이 5.35%일 때 분기 복리로 계산되는 명목 이율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fCLEARG fCLEARG   

4n100$ 4n100$ 100.00  

5.35+Þ +5.35³Þ –105.35  

M¼ M¼ 1.31  

:n§ §:n³ 5.25 명목 이율(%)입니다. 

연속 이율의 실효 이율 변환 

다음 절차는 연속 이율을 실효 이율로 변환합니다. 

1. RPN: 1\ 키를 누릅니다. 

1. ALG: 1³. 키를 누릅니다. 

2. 연속 이율(%)을 입력한 다음b 키를 누릅니다. 

3. g>à 키를 누릅니다. 

예: 연속 복리로 계산되는 5.25%의 예금 이자율로 얻을 수 있는 실효 이율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1\5.25b 1³5.25b 0.05  

g> g> 1.05  

à à 5.39 실효 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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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6 

채권 
30/360 일 기준 채권 

채권은 보통 반년 단위로 정해진 이율(표면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며 지정된 날짜에 채권의 
원금을 지불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30/360 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채권이란 한 달을 
30 일, 1 년은 360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 수를 계산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30/360 일 기준으로 계산되고 6 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반년짜리 
이표채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의 수익률 또는 수익률이 주어졌을 때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fs  

fCLEARÎ 000,  fCLEARÎ 000, 

fCLEARG 001,  42  34  fCLEARG 001,  42  34

g× 002,  43  7  g× 002,  43  7

:2 003,  45  2  :2 003,  45  2

2 004,   2  z 004,   10

z 005,   10  2 005,   2

P 006,   14  P 006,   14

:5 007,  45  5  + 007,   40

+ 008,   40  :5 008,  45  5

M 009,   15  M 009,   15

:3 010,  45  3  :3 010,  45  3

:4 011,  45  4  :4 011,  45  4

gÒ 012,  43  26  gÒ 012,  43  26

d 013,   33  d 013,   33

1 014,   1  z 014,   10

8 015,   8  1 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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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0 016,   0  8 016,   8

z 017,   10  0 017,   0

n 018,   11  n 018,   11

gT 019,  43  24  gT 019,  43  24

1 020,   1  1 020,   1

~ 021,   34  - 021,   30

- 022,   30  ~ 022,   34

:P 023,  45  14  § 023,   20 

§ 024,   20  :P 024,  45  14 

?6 025,  44  6  } 025,   36 

:0 026,  45  0  ?6 026,  44  6 

gm 027,  43  35  :0 027,  45  0 

g(039 028,43, 33, 039  gm 028,  43  35 

2 029,   2  g(041 029,43, 33, 041 

z 030,   10  z 030,   10 

¼ 031,   12  2 031,   2 

$ 032,   13  ¼ 032,   12 

:6 033,  45  6  $ 033,   13 

~ 034,   34  :6 034,  45  6 

Þ 035,   16  ~ 035,   34 

:6 036,  45  6  Þ 036,   16 

- 037,   30  - 037,   30 

g(000 038,43, 33, 000  :6 038,  45  6 

:1 039,  45  1  } 039,   36 

:6 040,  45  6  g(000 040,43, 33, 000 

+ 041,   40  :1 041,  45  1 

Þ 042,   16  Þ 042,   16 



227  섹션 16      채권 
 

File name: HP 12c Pt Converted_user's guide_English_HDP0F123E02_080207 Page: 238 of 319  
Printed Date: { 2009/1/5Dimension: 14.8 cm x 21 cm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 043,   13  - 043,   30 

¼ 044,   12  :6 044,  45  6 

2 045,   2  $ 045,   13 

§ 046,   20  ¼ 046,   12 

fs   § 047,   20 

   2 048,   2 

   } 049,   36 

   fs  

 

레지스터 

n: 　일/180 i: 수익률/2 PV: –가격 PMT: 표면금리/2 

FV: 상환 가치 
+표면금리/2 

R0: 수익률 R1: 가격 R2: 표면금리 

R3: Dset R4: Dmat R5: 상환 가치 R6: 미수 이자 

R7–R.3: 사용 안 

함 

   

 

1.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2. 디스플레이에 C 상태가 표시되지 않으면?É 키를 누릅니다. 

3. 연 표면금리(%)를 입력한 다음?2 키를 누릅니다. 

4. 결제일(MM.DDYYYY) ∗을 입력한 다음?3 키를 누릅니다. 

5. 만기일(MM.DDYYYY)*을 입력한 다음?4 키를 누릅니다. 

6. 액면가에 대한 비율로 상환 가치(%)를 입력한 다음?5키를 누릅니다. 

7. 원하는 가격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a. 원하는 만기 수익률(%)을 입력한 다음?0. 키를 누릅니다. 

b. t 키를 눌러 액면가에 대한 비율로 가격을 계산합니다. 

                                                 
∗  데이터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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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PN: ~ 키를 눌러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미수 이자를 확인한 
다음+키를 눌러 총 지불해야 할 가격을 계산합니다. 

c. ALG: +~키를 눌러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미수 이자를 확인한 
다음 } 키를 눌러 총 지불해야 할 가격을 계산합니다. 

다른 값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3 단계로 돌아가 이전과 값이 다른 경우만 다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8. 원하는 수익률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a.   0?0키를 누릅니다. 

b.   액면가에 대한 비율로 가격을 입력한 다음?1 키를 누릅니다. 

c.   t키를 눌러 연간 만기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다른 값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3단계로 돌아가 이전과 값이 다른 경우만 다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예 1: 2008 년 6 월 1 일이 만기인 5.5% 채권(30/360 일 기준으로 계산)에 대해 4.75%의 
수익률을 얻으려면 2004 년 8 월 28 일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4.5%로 수익률을 
변경했을 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환 가치는 100 으로 가정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Æ ?Æ  디스플레이에 C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리 
이자 모드로 설정합니다. 

5.5?2 5.5?2 5.50 R2에 표면금리를 
입력합니다. 

8.282004?3 8.282004?3 8.28 R3 레지스터에 결제일을 
입력합니다. 

6.012008?4 6.012008?4 6.01 R4에 만기일을 
입력합니다. 

100?5 100?5 100.00 R5에 상환 가치를 
입력합니다. 

4.75?0 4.75?0 4.75 R0에 수익률을 
입력합니다.  

t t 102.55 계산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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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 ~ 1.33 계산된 미수 이자입니다. 

4.5?0 4.5?0 4.50 R0에 새 수익률을 
입력합니다. 

t t 103.41 4.5% 수익률로 계산된 
가격입니다. 

~ +~ 1.33 계산된 미수 이자입니다. 

+ ³ 104.74 총 지불 금액입니다. 

예 2: 예 1 에 나온 채권의 시세가 105%인 경우의 수익률과 시세가 104%인 경우의 만기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104.74 예 1에서 구한 총 지불 
금액입니다. 

0?0 0?0 0.00  

105?1t 105?1t 4.05 시세가 105%일 때의 
수익률입니다. 

104?1t 104?1t 4.33 시세가 104%일 때의 
수익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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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표채 

다음 HP 12c Platinu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이표채에 대해 실제/실제 일 기준에 따른 가격과 
미수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연이표채를 30/360 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s   fs  

fCLEARÎ 000,  fCLEARÎ 000, 

fCLEARG 001,  42  34  fCLEARG 001,  42  34

gÂ 002,  43  8  gÂ 002,  43  8

:0 003,  45  0  :0 003,  45  0

n 004,   11  n 004,   11

:2 005,  45  2  :2 005,  45  2

P 006,   14  P 006,   14

:1 007,  45  1  :1 007,  45  1

¼ 008,   12  ¼ 008,   12

:3 009,  45  3  :3 009,  45  3

M 010,   15  M 010,   15

$ 011,   13  $ 011,   13

:5 012,  45  5  :5 012,  45  5

Æ 013,   26  - 013,   30

6 014,   6  Æ 014,   26

Þ 015,   16  6 015,   6

- 016,   30  Þ 016,   16

?6 017,  44  6  ³ 017,   36

:5 018,  45  5  ?6 018,  44  6

gÒ 019,  43  26  :5 019,  45  5

?7 020,  44  7  gÒ 020,  4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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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6 021,  45  6  ?7 021,  44  7

:4 022,  45  4  :6 022,  45  6

gÒ 023,  43  26  :4 023,  45  4

:7 024,  45  7  gÒ 024,  43  26

z 025,   10  z 025,   10

n 026,   11  :7 026,  45  7

0 027,   0  n 027,   11

P 028,   14  0 028,   0

M 029,   15  P 029,   14

Þ 030,   16  M 030,   15

:n 031,  45  11  :n 031,  45  11

:2 032,  45  2  § 032,   20

Þ 033,   16  :2 033,  45  2

§ 034,   20  Þ 034,   16

t 035,   31  + 035,   40

- 036,   30  t 036,   31

fs   ~ 037,   34

   ³ 038,   36

   Þ 039,   16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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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 

n: 사용 i: 수익률 PV: 사용 PMT: 표면금리 
또는 0 

FV: 사용 R0: 기간 수(n) R1: 수익률 R2: 표면금리 

R3: 상환 가치 R4: 결제일 R5: 다음 
표면금리 

R6: 마지막 
표면금리 

R7: 사용 R8–R.5: 사용 안 
함 

  

연이표채를 30/360 일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RPN 모드 프로그램에서는 19 및 
23 단계에서gÒ 다음에, ALG 모드에서는 20 및 24 단계에서gÒ 다음에d 키를 각각 
입력합니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은 두 단계씩 늘어나게 됩니다. 

1.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C 상태가 표시되지 않으면?É 키를 누릅니다. 

2. 납입된 총 표면금리 수를 입력한 다음?0 키를 누릅니다. 

3. 연간 수익률(%)을 입력한 다음?1  키를　누릅니다. 

4. 연 표면금리에 대한 금액을 입력한 다음?2 키를　누릅니다. ∗ 

5. 상환 가치를 입력한 다음?3* 키를 누릅니다. 

6. 결제일(구매일) 을 입력한 다음?4 키를 누릅니다. 

7. 다음 표면금리 지불일을 입력한 다음?5 키를 누릅니다. 

8. t 키를 눌러 미수 이자를 구합니다. 

9. t 키를 눌러 채권 가격을 계산합니다. 

10. 다른 값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2단계로 돌아갑니다. 

예: 6.5%의 1 년 표면금리로 2004 년 8 월 15 일에 구매한 20 년 만기 유로채에서 7%의 
수익률을 거두려면 가격과 미수 이자가 얼마여야 합니까? 다음 표면금리 지불일은 2004 년 

12 월 1 일입니다.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f] f[   

?Æ ?Æ  디스플레이에 C 표시가 

                                                 
∗  받은 금액은 양수로, 지급하는 금액은 음수로 표시됩니다. 

  데이터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33  섹션 16      채권 
 

File name: HP 12c Pt Converted_user's guide_English_HDP0F123E02_080207 Page: 238 of 319  
Printed Date: { 2009/1/5Dimension: 14.8 cm x 21 cm  

키 입력 
(RPN 모드)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리 
이자 모드로 설정합니다. 

20?0 20?0 20.00 총 표면금리 수입니다. 

7?1 7?1 7.00 연간 수익률입니다. 

6.5?2 6.5?2 6.50 연 표면금리입니다. 

100?3 100?3 100.00 상환 가치입니다. 

8.152004?4 8.152004?4 8.15 결제일입니다. 

12.012004?5 12.012004?5 12.01 다음 표면금리 
지불일입니다. 

t t –4.58 미수 이자입니다. 

t t –94.75 구매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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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RPN 및 스택 
RPN 모드에서는 HP 12c Platinum 의 특수 레지스터
4 개를 사용하여 계산 도중 숫자를 저장합니다. 4 개의
레지스터들이 서로 층층이 쌓이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계산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들 레지스터를 “스택 레지스터” 또는 통칭하여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레지스터는 각각 X, Y, Z 및 T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산기가 프로그램 모드일 때를 제외하고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숫자는 X 
레지스터의 숫자입니다(현재 디스플레이 형식에 맞게 변경됨). 

X 레지스터의 숫자는 계산하는 데 사용된 숫자이고 숫자가 두 개 필요한 기능의 경우에는 Y 
레지스터의 숫자가 사용됩니다. Z 및 T 레지스터는 섹션 1 에 설명한 바와 같이 주로 연속 계산 
시 중간 결과값을 자동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택의 작동 원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기 전에 간단한 산술 계산 및 연속 계산에서 스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키 위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키 입력 순서에 따른 계산 
과정과 각 키가 입력된 후 각 스택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5 - 2 연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섹션 1 의 설명과 같이\ 키를 통해 입력된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가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 레지스터의 2 와 그 위에 있는 Y 레지스터의 5 의 
위치는 마치 종이에서 세로 방향으로 계산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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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RPN 모드에서 연속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스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
)65()43( ×+×  

 

 

이와 같이 중간 결과값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뿐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자동으로 사용 가능한 
스택에 저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택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숫자가 스택에 입력되고 스택 안에서 
재배열되는지 그리고 스택에 저장된 숫자에 다양한 HP 12c Platinum 기능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에 숫자 입력하기:  키 

이전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와 같이 두 숫자가 필요한 기능에서는 숫자를 입력할 때 
중간에\ 키를 눌러 각 숫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 10 ÷ 3 을 계산하기 
위해 숫자 10 과 3 을 입력할 때 스택의 계산 방식을 보여줍니다. 스택 레지스터에 이전 연산의 
결과에 따라 이미 숫자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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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에 숫자가 입력됨과 동시에 X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숫자를 추가로 입력하면 해당 
숫자는 \ 키를 누를 때까지 X 레지스터에 저장된 기존 숫자의 오른쪽에 추가됩니다. 위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1. 표시된 X 레지스터의 숫자를 Y 레지스터로 복사합니다. 이는 스택 올리기의 일부입니다. 

2. 표시된 X 레지스터의 숫자가 완료되었음을 즉, 숫자 입력이 완료되었음을 계산기에 
알려줍니다. 

숫자 입력 종료 

숫자 입력 종료 후 새로 입력된 첫 번째 숫자는 기존 X 레지스터의 숫자를 대체합니다. 숫자 입력 
키(숫자 키, ., Þ, É) 및 프리픽스 키(f, g, ? , : , i )를 제외한 다른 키를 
입력하면 숫자 입력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스택 올리기 

스택 올리기가 발생하면 각 스택 레지스터의 숫자는 한 단계 위의 레지스터로 복사되며 T 

레지스터에 있던 기존 숫자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X 레지스터의 숫자는 X 레지스터와 

Y 레지스터 두 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키보드, 저장 레지스터(: 키 사용  또는 LAST X 레지스터(F 키 사용 를 사용하여 표시된 

X 레지스터에 숫자를 입력하면 일반적으로 먼저 스택 올리기가 발생합니다. 숫자를 입력하기 전 
마지막으로 \ , O _ 또는^ 키 중 하나를 누르면 스택 올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키 중 하나를 마지막으로 누른 경우 새로 숫자를 입력하면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가 
교체됩니다. 

스택 숫자 재배열 

 키 

~ 키를 누르면 X 레지스터와 Y 레지스터의 숫자가
바뀝니다. 

 

특정 기능(Ò, Ï, f!, E, V, Ý, #, Ö, v, R, 및Q)에서는 Y 레지스터와 
표시된 X 레지스터에 응답합니다. ~ 키는 Y 레지스터의 숫자를 표시된 X 레지스터의 숫자와 
교환하며 계산된 두 번째 숫자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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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키 

d (롤 다운) 키를 누르면 각 레지스터에 있는 숫자가
하위 레지스터로 복사되고 X 레지스터에 있던 숫자는 T
레지스터로 복사됩니다. 

 

d 키를 4 번 연속 누르면 Y, Z 및 T 레지스터의 숫자가 표시되고 각 숫자는 원래 레지스터로 
돌아갑니다. 

 

하나의 숫자만 필요한 기능 및 스택 

하나의 숫자만 필요한 연산 및 수 변경 기능(y,r, °, >, ¡, e, B, Ñ, T)에서는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만 사용합니다. 이들 키를 누르면 X 레지스터의 숫자에서 
기능이 수행되고 그 결과 또한 X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스택 올리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 

X 레지스터 숫자는 Y 레지스터로 복사되지 않으며, 대신 LAST X 레지스터로 복사됩니다. 숫자 
하나만 필요한 기능이 수행될 때 Y, Z 및 T 레지스터의 숫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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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숫자가 필요한 기능 및 스택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한 기능(+,-,§,z,q,b,à,Z)은 X 레지스터와 Y 레지스터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수학 기능  

산술 계산을 수행할 경우 종이에 수식을 세로로 쓴 것처럼 X 및 Y 레지스터에 숫자가 
저장됩니다. 즉 위에 쓴 숫자는 Y 레지스터에, 아래에 쓴 숫자는 X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4 개의 산술 계산을 할 경우 Y 레지스터에 8 이 저장됩니다(\ 

키를 누른 다음 표시된 X 레지스터에 2 를 입력하는 경우). 

 

산술 연산 또는q 기능을 수행할 경우 결과는 X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X 레지스터의 기존 
숫자는 LAST X 레지스터에 복사되고 스택 내리기가 발생합니다. 스택 내리기가 발생하면 Z 
레지스터의 숫자는 Y 레지스터로 이동하고 T 레지스터의 숫자는 Z 레지스터로 복사됨과 
동시에 T 레지스터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다이어그램은 8 ÷ 2 연산을 계산할 때의 스택 계산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전 
연산의 결과로 표시된 숫자가 스택 및 LAST X 레지스터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240  부록 B      RPN 및 스택 
 

File name: HP 12c Pt Converted_user's guide_English_HDP0F123E02_080207 Page: 246 of 319  
Printed Date: { 2009/1/5Dimension: 14.8 cm x 21 cm  

 

 

백분율 기능 

세 개의 백분율 기능 중 하나를 수행할 경우 결과는 X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X 레지스터의 
기존 숫자는 LAST X 레지스터에 복사되지만 스택 내리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백분율 기능이 
수행될 때 Y, Z 및 T 레지스터의 숫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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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및 재무 기능 

다음 표에서는 표시된 달력 또는 재무 기능 키를 누른 후에 각 스택 레지스터에 있는 수량을 
보여줍니다. x, y, z 및 t 기호는 기능 키를 눌렀을 때 해당 레지스터(X, Y, Z 또는 T 각각)에 
표시된 숫자를 나타냅니다. 

레지스터 D Ò Ï 
n, ¼, $, 

P, M, l, 
L 

! 

T t t x z y 

Z t z INT365 y x(상환 횟수) 

Y z 　DYS30-day –PV x PMTPRIN 

X DATE 　DYSactual INT360 
n, i, PV, PMT, 
FV, NPV, IRR PMTINT 

 

레지스터 E S V,Ý,# 

T y(결제일) z y 

Z x(만기일) y(결제일) x(연도 수) 

Y INT x(만기일) 
RDV(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 

X PRICE YTM 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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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X 레지스터 및  키 

다음 기능 키 중 하나를 누를 때마다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가 LAST X 레지스터로 
복사됩니다. 

+ - § z y 
q > ¿ r B 

T Ñ _ ^ Q 
R e b à Z 
D Ò ¡   

gF 키를 누르면 스택 올리기가 발생하고(230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O, _ 또는^ 
키를 마지막으로 누르지 않은 경우) 그 후에 숫자가 LAST X 레지스터에서 표시된 X 
레지스터로 복사됩니다. 이 숫자는 X 레지스터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RPN 모드의 연속 계산 

자동 스택 올리기와 스택 내리기를 사용하면 일부 다른 계산기에서처럼 괄호를 입력하거나 중간 
결과를 저장하지 않아도 연속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 키를 누른 후에 숫자를 입력하면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중간 결과가 자동으로 Y 레지스터로 복사됩니다. ∗ 

따라서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한 기능 키를 누르면 이 기능은 표시된 X 레지스터에 입력된 숫자와 
Y 레지스터의 중간 결과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Y 레지스터에 있는 숫자가 이전 계산에서  

중간 결과로 남아 있으면 X 레지스터의 중간 결과와 함께 또 다른 계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9 페이지의 다이어그램은 자동 스택 올리기와 스택 내리기를 사용하여 연속 계산을 오류 
없이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 O, _, ^ 키는 제외. 자세한 내용은 230 페이지의 스택 올리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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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연속 계산은 네 개의 스택 레지스터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장 레지스터에 중간 결과를 저장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면 종이와 펜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동으로 수행했을 때처럼 가장 안쪽의 숫자 또는 괄호 쌍에서 모든 연속 계산을 
시작한 다음 바깥쪽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수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  [ 4  +  5  ( 6  +  7 ) ]  

이 계산이 24-26 페이지와 25 페이지의 (간단한) 연속 계산 예에서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된 경우 첫 번째 가능한 연산(6 + 7)을 수행하기 전에 5 개의 숫자를 계산기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택은 4 개의 숫자만 저장하고 있으므로 이 계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괄호의 가장 안쪽에 있는 쌍(6 + 7)에서 계산을 시작할 경우에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6\7+ 13.00 (6+7)의 중간 결과입니다. 

5§ 65.00 5 (6+7)의 중간 결과입니다. 

4+ 69.00 [4 + 5(6 + 7)]의 중간 결과입니다. 

3§ 207.00 최종 결과: 3 [4 + 5 (6 + 7)].  

상수가 포함된 산술 계산 

스택 내리기가 발생하면 T 레지스터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 숫자는 산술 
연산에서 상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를 T 레지스터에 저장하려면 상수를 디스플레이(즉, 
X 레지스터)에 입력한 다음 \ 키를 세 번 누릅니다. 그러면 상수가 Y 레지스터와 Z 
레지스터에도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면  Y 레지스터에 있는 상수와 표시된 X 레지스터에 
입력된 숫자를 사용하여 산술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이 상수는 다시 Y 레지스터로 
"내려갑니다". 

예: 태양열공학 하드웨어 기업의 연간 매출(현재 84,000 달러)이 앞으로 3 년간 매년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년 동안 각 해의 연간 매출을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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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Y, Z 및 T 레지스터에 상수를 
입력합니다. 

84000 84,000. X 레지스터에 표시된 기본 금액을 
입력합니다. 

§ 168,000.00 첫 해가 지난 후의 연간 
매출입니다. 

§ 336,000.00 둘째 해가 지난 후의 연간 
매출입니다. 

§ 672,000.00 셋째 해가 지난 후의 연간 
매출입니다. 

위의 예에서 상수는 X 레지스터에 이미 표시된 이전 연산의 결과를 반복해서 곱합니다. 또 
다른 상수 계산 클래스에서 이 상수는 표시된 X 레지스터에 입력된 새로운 숫자를 
곱합니다(또는 더하기). 이러한 계산에서는 연산자 키를 누른 후 새로운 숫자를 입력하기 
전에O; 키를 눌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연산자 키를 누른 후 새로운 숫자를 
입력하면 스택 올리기가 발생하고 Y 레지스터에는 더 이상 상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230 페이지에서O 키를 누른 후에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가 입력되면 스택 
올리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Permex Pipe 에서는 특정 파이프 부품이 15 개, 75 개, 250 개씩 포장됩니다. 부품 원가가 
4.38 달러인 경우 각 패키지의 원가를 계산하십시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4.38\\   

\ 4.38 Y, Z 및 T 레지스터에 상수를 
입력합니다. 

15 15.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첫 번째 
수량을 입력합니다. 

§ 65.70 15개 포장에 대한 원가입니다. 

O75 75. 디스플레이를 지우고 X 
레지스터에 표시된 두 번째 
수량을 입력합니다. 

§ 328.50 75개 포장에 대한 원가입니다. 

                                                 
∗  이러한 상수가 포함된 산술 계산 방법을 F 키를 사용한 방법(91 페이지 참조)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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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O250 250. 디스플레이를 지우고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세 번째 
수량을 입력합니다. 

키 입력 
(RPN 모드) 디스플레이  

§ 1,095.00 250개 포장에 대한 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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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대수 모드(ALG) 
이 자료의 대부분은 본 설명서의 적절한 위치에 포함되어 있지만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수집되어 있습니다. 

대수 모드를 선택하려면f[ 키를 누릅니다. 계산기가 대수 모드에 있으면 ALG 상태 
표시가 켜집니다. 

참고: ALG 모드에서는OO 키를 눌러 계산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문제의 풀이를 방해할 수 있는 보류 중인 산술 계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키를 두 
번 누르는 이유는 처음 누를 때에는 디스플레이와 X 레지스터만 지워져서 올바른 숫자를 
입력하여 잘못된 입력을 수정할 수 있고, O 키를 두 번째 누를 때에는 보류 중인 
연산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 키를 눌러도 새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보류 중인 
계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ALG 모드의 간단한 산술 계산 

21.1 + 23.8 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21.1+ 21.10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고　두
　번째　숫자를　더할　준비를　
합니다. 

23.8 23.8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합니다. 

} 44.90 } 키를 누르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계산이 완료된 후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숫자 키를 누르면 새 계산이 시작됩니다. 또는 
 연산자 키를 눌러 계산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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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77.35- 77.35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고　두
　번째　숫자를　뺄　준비를　합
니다. 

90.89} –13.54 } 키를 누르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65gr§12} 96.75 새 계산: 1265 ×  

z3.5} 27.64 96.75 ÷ 3.5를 계산합니다. 

각 중간 계산 후에 } 키를 누르지 않고 맨 마지막에만 눌러서 긴 계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산은 입력한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됩니다. 

음수 입력( ) 

Þ 키는 숫자의 부호를 변경합니다. 
 음수로 입력하려면 숫자를 입력하고Þ 키를 누릅니다. 
 숫자에 이미 표시된 부호를 변경하려면Þ 키를 누릅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75Þ –75. 75의 부호를 변경합니다. 

§7.1} –532.50 –75와 7.1을 곱합니다. 

ALG 모드의 연속 계산 

연속 계산을 수행하려면 각 연산 다음에 }를 누를 필요가 없으며 맨 마지막에만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360

12x750
를 계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입력하면 됩니다. 

 750 §12 } z 360 } 또는 

 750 §12 z 360 }  
두 번째 경우에z 키는 750 × 12 의 결과를 표시하여 }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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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한 연속 계산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9.1

68
5.18
75456

×
−

 

이 계산은 456 – 75 ÷ 18.5 × 68 ÷ 1.9 와 같습니다. 각각을 입력할 때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잘 살펴 보십시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456-75z 381.00  

18.5§ 20.59  

68z 1,400.43  

1.9} 737.07  

ALG 모드의  키 

ALG 모드의 LAST X 는 이 책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ALG 및 RPN 모드에서는 이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RPN 모드에서 23 개의 서로 다른 키를 눌렀을 때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가 LAST X 레지스터로 복사되는 목록을 보려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G 모드에서는 
이 키를 눌러도 LAST X 레지스터가 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대신, 새 계산이 숫자 입력(예: 
숫자 0-9 중 하나, 소수점 또는Æ 키를 누른 경우) 또는gF 키 자체로 시작하되, 숫자가 : 

키를 사용하여 호출된 경우가 아니면 표시된 숫자는 LAST X 레지스터로 복사됩니다. 

gF 키가 실제로 ALG 모드에서 실행되면 이 키는 X 레지스터의 값을 LAST X 의 값으로 
바꾸기만 합니다. 따라서 ALG 모드에서는 스택 올리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LAST 
X 의 값을 변경합니다. 그러나 RPN 모드에서gF 키는 항상 스택 올리기를 실행하고 LAST 
X 의 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ALG 모드에서 LAST X 는 번호가 매겨진 저장 레지스터 대신에 종종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만 유용합니다. 숫자 입력 또는gF 

키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 프로그램의 사용 예는 HP 12c 
Platinum 문제 풀이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LG 모드의 사용 기록 

ALG 모드에서 스택은 완성된 네 개의 결과 "기록"을 저장합니다. 이 결과는 RPN 모드에 대해 
페이지에서 설명한 것과 230 동일한 방법으로d및~ 키를 사용하여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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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숫자가 필요한 기능(예: +, -, §, z 또는 q)에 두 번째 인수가 입력되면, 두 개의 
인수는 ~ 키를 사용하여 바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수가 입력되면 스택에서 제거된 첫 
번째 인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5.83 - 144.25 를 수행하고자 했지만, 이후에 
144.25 - 25.83 을 수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경우 이 작업을 수정하려면 이 계산을 
계속 진행하고 }Þ키를 수행합니다. 이 시점에서 ~ 키로 수행할 작업은 144.25 를 
25.83 이 입력되기 전에 표시된 값으로 바꾸는 것이며, 첫 번째 인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페이지에서 달력 및 재무 기능의 결과를 보여주는 스택 다이어그램은 RPN 모드에서처럼 
ALG 에 대해 동일합니다. 채권 E 함수를 실행한 후에 INT 및 PRICE 를 더하려면 
+~} 키를 누릅니다. 이 경우 ~ 키는 + 연산에 대해 두 번째 인수를 입력하는 데 
사용됩니다. +~} 키를 실행하면 총 가격(INT + PRICE)이 표시됩니다. LAST X 는 바뀌지 
않지만 원래 PRICE 는 Y 레지스터에 있습니다. 또한 +d} 키를 사용하여 총 가격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원래 PRICE 가 T 레지스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괄호 계산 

ALG 모드에서 괄호를 계산에 사용하여 연산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류 중인 열려 
있는 괄호가 있으면 ( ) 상태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열려 있는 괄호가 닫히면 괄호 
안에 포함된 식이 계산됩니다. ³ 키를 누르면 계산의 최종 결과가 표시되고 보류 중인 
괄호가 모두 닫힙니다. 동시에 13 개 이상의 보류 중인(열려 있는) 괄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15(
8
−

 

8 ÷ 5 – 1 을 입력하면 8 ÷ 5 가 먼저 계산된 다음 결과(1.6)에서 1 을 빼고 0.6 을 얻게 됩니다.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8zgØ5- 5.00 계산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1gÙ 4.00 5-1을 계산합니다. 

³ 2.00 
)15(

8
−

을 계산합니다. 



250  부록 B      대수 모드(ALG) 
 

File name: HP 12c Pt Converted_user's guide_English_HDP0F123E02_080207 Page: 272 of 304  
Printed Date: { 2009/1/5Dimension: 14.8 cm x 21 cm  

백분율 기능 

대부분의 경우b는 숫자를 100 으로 나눕니다. 

단, 숫자 앞에 + 또는 - 부호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25 b를 누르면 0.25 가 표시됩니다. 

200 의 25%를 계산하려면 200 § 25 b} 키 누릅니다. (결과는 50 입니다.) 

또한, 한 번의 계산으로 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 을 25% 줄이려면 200-25b}를 입력합니다. (결과는 150 입니다.) 

예: 1 년 안에 갚기로 하고 친척에게 1,250 달러를 7% 단리로 빌렸습니다. 갚아야 할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1250+7b 87.50 빌린 돈의 이자는 

87.50달러입니다. 

} 1,337.50 1년 후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차이 비율 

두 숫자의 차이 비율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기본 숫자를 입력합니다. 

2. } 키를　눌러　기본　숫자와　다른　숫자를 구분합니다. 

3. 다른 숫자를 입력합니다. 

4. à 키를 누릅니다. 

예: 어제 주가가 주당 35.5 달러에서 31.25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변경 비율은 얼마입니까?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35.5} 35.50 기본 숫자를 입력하고 다른 숫자와 
구분합니다. 

31.25 31.25 다른 숫자를 입력합니다. 

à -11.97 거의 12%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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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비율 

한 숫자가 다른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개별 금액을 모두 더해서 총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숫자를 입력합니다. 

3. Z 키를 누릅니다. 

예: 지난 달 회사의 지역별 매출액은 미국 392 만 달러, 유럽 236 만 달러, 기타 지역 167 만 
달러였습니다. 총 매출에서 유럽 지역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OO 0.00 보류 중인 연산을 모두 지웁니다. 

3.92+ 3.92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합니다. 

2.36+ 6.28 두 번째 숫자를 더합니다. 

1.67} 7.95 세 번째 숫자를 더해 합계를 
구합니다. 

2.36 2.36 디스플레이에 있는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려면 2.36을 
입력합니다. 

Z 29.69 유럽은 총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거듭제곱 기능 

q 키를 누르면 숫자의 거듭제곱, 즉 yx 가 계산됩니다. 산술 기능과+찬가지로, q 
키에는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1. 키에서 y로 지정된 기본 숫자를 입력합니다. 

2. q 키를 누르고 키에서 x로 지정된 지수를 입력합니다.  

3. } 키를　눌러　거듭제곱을　계산합니다. 

보류 중인 연산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OO 키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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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키 입력 

(ALG 모드) 
디스플레이 

21.4 2q1.4} 2.64 

2–1.4 2q1.4Þ} 0.38 

(–2)3 2Þq3} –8.00 

3 2 또는 21/3 
2q3y}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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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L 추가 정보 

일련의 양의 현금 흐름과 음의 현금 흐름이 제공된 경우, IRR 결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HP 12c 
Platinum 은 고유한 IRR 결과(있는 경우)를 찾습니다. 그러나 IRR 계산이 너무 복잡하여 현금 
흐름 순서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계산기에서는 결과가 한 개 이상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HP 12c Platinum 에서 계산한 대로 IRR 에 대해 가능한 결과를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  양수 결과입니다. 양수 결과가 표시된 경우 이는 해당 결과의 유일한 값입니다. 하나 
이상의 음수 결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음수 결과입니다. 음수 결과가 표시된 경우 추가 음수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단일 양수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결과(음수 또는 양수)가 존재하는 경우 아래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계산기에 Error 3 이 표시됩니다. 이는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개의 결과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산기에 IRR 의 예상치를 제공해야만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4: 계산기에 Error 7 이 표시됩니다. 이는 입력한 현금 흐름 금액으로 계산한 IRR 의 
결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은 현금 흐름의 크기나 신호 또는 현금 흐름 금액의 연속 
발생 횟수 입력 오류로 발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항목을 확인하고 수정하려면 현금 흐름 
항목 검토(80 페이지) 및 현금 흐름 항목 변경(8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양의 현금 흐름과 
음의 현금 흐름이 각각 최소 하나씩 있지 않은 경우 Error 7 이 발생합니다. 
계산기는 결국 위의 결과 중 하나에 도달하겠지만,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계산기가 계산한 이자율을 확인하기 위해 아무 키나 눌러 IRR 반복 
프로세스를 종료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중지하는 경우 아래에 설명된 대로 IRR 을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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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 검색. Error 3 이 표시된 후에도 다음과 같이 IRR 기법을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이자율을 추정하여 입력합니다. 

2. :gt 키를 누릅니다. 

추정치는 계산기의 검색에 도움이 되고, IRR 결과가 추정치에 근접하면 이 결과가 표시됩니다. 
계산기는 수학적으로 올바른 결과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해답이 몇 개인지를 알려줄 수 
없으므로 각 결과 후에:gt 키를 눌러 IRR 기법을 찾기 위해 추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좋은 추정치를 내기 위해l 기능을 사용하여 이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IRR 기법은 계산된 NPV 를 매우 작게 만듭니다. 따라서 얻은 결과가 상당히 0 에 근접할 
때까지 이자율을 계속 추정하고 NPV 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gt 키를 눌러 추정치에 
근접한 IRR 결과를 계산합니다. 

위의 사례 2 에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계산기에는 음수 결과가 표시되고 사용자는 고유한 
양의 IRR 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i 에 대해 더 큰 추정치(0 에서 시작)를 연속적으로 입력하고 
NPV 결과에서 부호 변경에 도달할 때까지 NPV 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l 키를 사용하여 
얻은 마지막 이자율에 근접한 IRR 기법을 찾으려면:gt 키를 누릅니다. 

IRR 반복 프로세스를 중지하려면l 키를 사용하여 얻은 이자를 테스트한 다음:gt 

키를 눌러 이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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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오류 조건 
일부 계산기 연산은 특정 조건 하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예: z, x = 0 인 경우). 이러한 조건 
하에서 연산을 시도할 경우 계산기에 Error 와 숫자(0-9)가 표시됩니다. 아래 목록은 지정된 
조건 하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연산입니다 . x 및 y 기호는 연산 키를 눌렀을 때 X 및 Y 
레지스터에 각각 표시된 숫자를 나타냅니다. 

Error 0: 수학 

연산 조건 

z x = 0 

y x = 0 

r x < 0 

° x ≤ 0 

q y = 0 및 x ≤ 0 

 y < 0 및 x 는 정수가 
아닙니다. 

à y = 0 

Z y = 0 

?z (0 - 4) x = 0 

e x 는 정수가 아닙니다. 

 x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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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1: 저장 레지스터 범람 

연산 조건 

?+ (0 - 4) 
?- (0 - 4) 
?§ (0 - 4) 
?z (0 - 4) 
A 

 
결과의 크기는 9.999999999×1099 보다 큽니다. 

Error 2: 통계 

연산 조건 

Ö n(R1의 숫자) = 0 
 Σx = 0 
v n = 0 

n = 1 
nΣx2 – (Σx)2< 0 
nΣy2 – (Σy)2< 0 

R n = 0 
nΣx2  – (Σx)2 = 0 

Q n = 0 
nΣy2 – (Σy)2 = 0 

R~ 
Q~  [nΣx2 – (Σx)2][nΣy2 – (Σy)2] ≤ 0 

Error 3: IRR 

부록 C 를 참조하십시오. 

Error 4: 메모리 
 400개가 넘는 프로그램 행을 입력하려고 시도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 행에i 키를 시도합니다. 
 R5 - R9 또는 R.0 - R.9에서 저장 레지스터 산술을 시도합니다. 

열려 있는 괄호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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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5: 복리 

연산 조건 

n i = 0 및 PMT = 0 

PMT 는 FV × d 와　–PV × d 사이(두 값 포함), 

여기서 d = 
)

100
1(

)
100
(

Si

i

×+
, 여기서 END 모드의 

경우 S=0, BEG 모드의 경우 1 입니다. 

i ≤ –100 

¼ n=0 

n ≥ 1010 또는 n < 0 

i ≤ –100 
현금 흐름이 모두 같은 부호입니다. 

$ i ≤ –100 

P n = 0  
i ≤ –100 

M i ≤ –100 

! x ≤ 0 
x 는 정수가 아닙니다. 

l i ≤ –100 

V 

Ý 

# 
 

n ≤ 0 

n > 1010 

x ≤ 0 

x 는 정수가 아닙니다. 

E PMT < 0 

S PM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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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6: 저장 레지스터 

연산 조건 

? 

:  지정된 저장 레지스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행으로 변환되었습니다. 

K 

a  n 은 존재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행으로 변환된 
저장 레지스터를 지정합니다. 

l 

L  n > 80 
n < 0 

n 은 정수가 아닙니다. 

a x > 99 
x < 0 
x 는 정수가 아닙니다. 

CF0 에 대해 Nj 입력을 시도했습니다. 

Error 7: IRR 

부록 C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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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8: 달력 

연산 조건 

Ò 

D 
 잘못된 날짜 형식 또는 날짜입니다. 

D 계산기의 날짜 용량을 초과하여 일수 추가를 
시도했습니다. 

E 

S 
 잘못된 날짜 형식 또는 날짜입니다. 

 
결제일(구매일)과 만기일(상환일) 사이의 기간이 
500 년보다 깁니다. 

 
만기일이 결제일보다 이전 날짜입니다. 

 
 
 

만기일에 해당 표면 기간(6 개월 전)이 

없습니다.∗ 

 

Error 9: 서비스 

부록 F 를 참조하십시오. 

Pr Error 
 연속 메모리가 재설정되었습니다 (86 페이지의 연속 메모리 참조). 
 재설정 구멍을 사용하여 계산기를 재설정했습니다(페이지 참조). 

                                                 
∗  이 경우는 3 월, 5 월, 8 월, 10 월, 12 월 31 일과 8 월 29 일(윤년 제외) 및 30 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9 월 

31 일은 없기 때문에 3 월 31 일의 경우 6 개월 전에 해당하는 표면 기간이 없습니다. 

 8월 29일 및 30일을 제외한 모든 만기일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산할 때 결제일과 만기일에 각각 
숫자를 하나씩 더하십시오. 예를 들어 2004년 6월 1일(결제일)에 만기일이 2005년 12월 31일인 채권을 
매입한 경우 결제일은 2004년 6월 2일로, 만기일은 2006년 1월 1일로 변경해야 합니다. 

 8월 29일과 30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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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사용된 공식 
백분율 

100
)Rate()Base(% xy ×

=  

⎟⎟
⎠

⎞
⎜⎜
⎝

⎛ −
=Δ

)Base(
)Base()NewAmount(

100%
y

yx
 

⎟⎟
⎠

⎞
⎜⎜
⎝

⎛
=

)Total(
)Amount(100%T

y
x

 

이자 

n = 복리 기간의 수 

i = 정기 이자율(소수로 표시) 

PV = 현재 가치 

FV = 미래 가치 또는 잔액 

PMT  = 정기 상환액 

S = PMT 의 처리를 나타내는 상환 모드 인수(0 또는 1) 
0 은 종료를, 1 은 시작을 의미 

I = 이자 

INTG (n) = n 의 정수 부분 

FRAC (n) = n 의 분수 부분 

단리 

iPVnI ××=
360360  

iPVnI ××=
36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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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차등 기간 제외: 

n
n

iFV
i

iPMTiSPV −
−

++
⎥
⎥
⎦

⎤

⎢
⎢
⎣

⎡ +−
⋅⋅++= )1()1(1)1(0  

차등 기간에 사용된 단리 포함: 

)(INTG

)INTG(

)1(

)1(1)1(])FRAC(1[0

n

n

iFV

i
iPMTiSniPV

−

−

+

+
⎥
⎥
⎦

⎤

⎢
⎢
⎣

⎡ +−
+++=

 

차등 기간에 사용된 복리 포함: 

)(INTG

)INTG(
)FRAC(

)1(

)1(1)1()1(0

n

n
n

iFV

i
iPMTiSiPV

−

−

+

+
⎥
⎥
⎦

⎤

⎢
⎢
⎣

⎡ +−
+++=

 

상각 

n = 상각할 상환 기간 

INTj = j 기간에서 이자에 적용되는 PMT 금액 

PRNj = j 기간에서 원금에 적용되는 PMT 금액 

PVj = j 기간에서 상환 후에 대출의 현재 가치(잔액) 

j = 기간 수 

INT1 = {n = 0 이고 상환 모드가 시작으로 설정된 경우 0
|PV0 × i|RND(PMT 의 부호) 

PRN1 = PMT – INT1 

PV1 = PV0 + PRN1 

INTj = j > 1 인 경우 |PVj –1 × i|RND × (PMT 의 부호) 

PRNj = PMT – INTj 

PVj = PVj –1 + PRNj 

 

∑∑
=

+++==
n

nj INTINTINTINTINT
1j

21 ...  

∑∑
=

+++==
n

nj PRNPRNPRNPRNPRN
1j

21 ...  

∑+= PRNPVPV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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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현금 흐름 분석 

순 현재 가치 

NPV = 할인 현금 흐름에 대한 순 현재 가치 

CFj = j 기간의 현금 흐름 

n
n

i
CF

i
CF

i
CF

CFNPV
)1(

...
)1()1( 2

2
1

1
0 +

++
+

+
+

+=  

내부 수익률 

n = 현금 흐름 수 

CFj = j 기간의 현금 흐름 

IRR = 내부 수익률 

0
1

)1()1(10 CFIRR
IRR

IRRCF jq
j nqk

j

n

j +⎥
⎦

⎤
⎢
⎣

⎡
+⋅

⎥
⎥
⎦

⎤

⎢
⎢
⎣

⎡ +−
⋅=

∑−

=

−
<∑  

달력 

실제일 기준 

ΔDYS = f(DT2) – f(DT1) 
여기서 
f(DT) = 365 (yyyy) + 31 (mm – 1) + dd + INTG (z/4) – x 
및 
mm ≤ 2인 경우 

x = 0 
z = (yyyy) – 1 

mm > 2인 경우 
x = INTG (0.4mm + 2.3) 
z = (yyyy) 

INTG = 정수 부분 

참고: 100년(1000년은 아님)이 윤년으로 고려되지 않도록 추가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30/360 일 기준 

DAYS = f(DT2) – f(DT1) 
f(DT) = 360 (yyyy) + 30mm + z 
f(DT1)인 경우 

dd1 = 31이면 z = 30 

dd1 　 31이면 z = 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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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T2)인 경우 

dd2 = 31이고 dd1 = 30 또는 31이면 z = 30 

dd2 = 31이고 dd1 < 30이면 z = dd2 

dd2 < 31이면 z = dd2 

채권 

참조: 

Jan Mayle, TIPS Inc., Standard Securities Calculation Methods, Volume 1, Third Edition,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Inc., New York, 1993. 

DIM = 발행일과 만기일 간의 일수 

DSM = 발행일과 만기일 간의 일수 

DCS = 현재 표면 기간의 시작과 결제일 간의 일수 

E = 결제가 발생한 표면 기간의 일수 

DSC = E – DCS = 결제일에서 다음 6 개월 표면 기간까지의 일수 

N = 결제일과 만기일 사이에 상환 가능한 반년짜리 표면 기간 수 

CPN = 연 표면 금리(%) 

YIELD = 연간 수익률(%) 

PRICE = 100 달러 액면가당 달러 가격 

RDV = 상환 가치 

만기가 6 개월 이하인 반년짜리 표면 금리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2)
2

(100

)
2

(100 CPN
E

DCS
YIELD

E
DSM

CPNRDV
PRICE  

만기가 6 개월을 초과하는 반년짜리 표면 금리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
DCSCPN

YIELD

CPN

YIELD

RDVPRICE

N

K E
DSCK

E
DSCN

2

200
1

2

200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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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Black-Scholes 공식 

P  = 현재 자산 가격 

r%  = 안전 이율(연속, 시간 단위별) 

s%  = 유동성(연속, 시간 단위별) 

T  = 옵션 기간(r% 및 s%와 동일한 시간 단위) 

X  = 옵션 가격 

N(z)  = 단위 정규 확률 변수가 z 보다 작을 확률 

콜 가격  = P × N(d1) – Q × N(d2) 

풋 가격  = 콜 가격 + Q – P 

여기서  : 

d1  = LN(P/Q)/v + v/2, d2-= d1 – v 

Q  = Xe( – T × r % / 1 0 0 ) , v=s%/100× T  

감가상각 

L = 자산의 예상 유효 기간 

SBV = 시작 장부가액 

SAL = 잔존가액 

FACT = 정률법 인수(%) 

j = 기간 수 

DPNj = j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RDVj = j 기간 종료 시 남은 감가상각 가능한 잔존가액 
= RDVj–1 – DPNj 여기서 RDV0 = SBV – SAL 

RBVj = 남은 장부가액 = RBVj–1 – DPNj 여기서 RBV0 = SBV 

Y1 = 첫 번째 부분 연도의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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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감가상각 

키보드 기능: 

L
SALSBVDPNJ

−
=  여기서 j = 1, 2, …, L 

첫 번째 부분 연도의 프로그램: 

12
1

1
Y

L
SALSBVDPN ⋅

−
=  

L
SALSBVDPNJ

−
=  여기서 j = 2, 3, …, L 

DPNL + 1 = RDVL 

연수합계법 감가상각 

2
)2)(1( FWWSOYDk

++
=  

여기서 W = k의 정수 부분 

  F = k의 분수 부분 

(예: 여기서 k = 12.25년, W = 12 및 F = 0.25) 

키보드 기능: 

)()1( SALSBV
SOYD

jLDPN
L

J −⋅
+−

=  

부분 연도의 프로그램: 

)(
12

1
1 SALSBV

Y
SOYD

LDPN −⋅⎟
⎠
⎞

⎜
⎝
⎛⋅⎟

⎠
⎞

⎜
⎝
⎛=  

)(
2

1 SALDSBV
SOYD

jLADJ
DPN

LADJ
j −−⋅⎟

⎟
⎠

⎞
⎜
⎜
⎝

⎛ +−
=  여기서 j 　 1 

여기서 ⎟
⎠
⎞

⎜
⎝
⎛−=
12

1Y
LLADJ  

정률법 감가상각 

키보드 기능: 

L
FACTRBVDPN jj 1001 ⋅= −  여기서 j = 1, 2, …, L 

첫 번째 부분 연도의 프로그램: 

12100
1

1
Y

L
FACTSBVDP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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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ACTRBVDPN jj 1001 ⋅= −  여기서 j 　 1 

수정 내부 수익률 

n = 복리 기간의 수 

NFVP = 양의 현금 흐름에 대한 순 미래 가치  

NPVN = 음의 현금 흐름에 대한 순 현재 가치 

⎥
⎥
⎥

⎦

⎤

⎢
⎢
⎢

⎣

⎡
−⎟⎟

⎠

⎞
⎜⎜
⎝

⎛
−

= 1100

1
n

N

P

NPV
NFVMIRR  

선지급 

A = 선지급 횟수 

⎥
⎥
⎦

⎤

⎢
⎢
⎣

⎡
+

+−

+−
=

−−

−

A
i
i

iFVPVPMT
An

n

)()1(1
)1(

 

이자율 변환 

C = 연간 복리 기간 수 

EFF = 유효 연이율(소수) 

NOM = 명목 연이율(소수) 

유한 복리  

11 −⎟
⎠
⎞

⎜
⎝
⎛ +=

C

C
NOMEFF  

연속 복리 

)1( −= NOMeEFF  



267  부록 E      사용된 공식 
 

File name: HP 12c Pt Converted_user's guide_English_HDP0F123E02_080207 Page: 296 of 304  
Printed Date: { 2009/1/5Dimension: 14.8 cm x 21 cm  

통계 

평균 

n
xx ∑=    

n
yy ∑=  

가중 평균 

∑
∑=

w
wxxw  

선형 추산 

n = 데이터 쌍 개수 

BxAy +=ˆ  

B
Ay

x
−

=ˆ  

여기서 ( )
n
xx

n
yxxy

B 2
2 ∑∑

∑ ∑∑

−

⋅
−

=  

xBy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yy

n
xx

n
yxxy

r
2

2
2

2
 

표준 편차 

( )
)1(

22

−
−

= ∑∑
nn

xxnsx   
( )

)1(

22

−
−

= ∑∑
nn

yyn
sy  

계승 

0! = 1 
n > 1인 경우, 여기서 n 은 정수: 

∏
=

=
n

i
i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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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또는 구입 결정 

시장 가치 = PRICE(1 + I)n  

여기서: 

I = 연간 감사(소수) 

n = 연도 수 

 

전매 시 순 현금 수입 = 시장 가치 – 저당금 잔액 – 수수료 

이자율은 다음 항목을 사용하는 i 에 대한 재무(복리) 수식을 계산하여 구합니다. 

n = 주택을 소유한 연도 수 

PV = 선금 + 부동산 매매 수수료 

PMT = 저당권 상환액 + 세금 + 유지 관리비 – 임대료 – (과세율) 
(이자 + 세금) 

FV = 전매 시 순 현금 수입 

연이율 = 12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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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배터리, 보증 및 서비스 정보 
배터리 

HP 12c Platinum 에는 3 볼트 CR2032 리튬 배터리 한 개가 포함됩니다. 배터리 수명은 계산기 
사용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기가 프로그램 실행이 아닌 연산 수행에 사용되면 배터리가 
덜 소모됩니다. 

 배터리 부족 표시 

계산기를 켤 때 디스플레이의 왼쪽 위 모퉁이에 표시되는 배터리 기호( )는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전원이 거의 소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배터리 기호가 깜박이면 배터리를 최대한 빨리 
교체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새 배터리만 사용하고 충전용 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배터리를 잘못 교체할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시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동일하거나 동등한 종류의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배터리를 절단하거나 구멍을 내거나 불 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연소되거나 폭발하여 위험한 화학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체용 배터리는 리튬 3V 동전형 전지 

CR20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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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배터리 설치 

메모리 손실 방지를 위해 사용한 배터리 2 개를 동시에 꺼내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한 번에 한 

개씩 꺼내어 교체합니다. 

새 배터리를 설치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계산기를 끄고 배터리 덮개를 밀어 엽니다. 

2. 사용한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3. 플러스 기호 (+)가 바깥을 향하게 새 CR2032 리튬 배터리를 넣습니다. 

4. 2단계를 참조하여 남은 배터리를 분리하여 교체합니다. 배터리 2개의 플러스 기호 (+)가 
바깥을 향해야 합니다. 

5. 배터리 덮개를 닫습니다. 

참고: 배터리를 계산기에서 뺄 때는 키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키를 누르게 되면 연속 
메모리 정보가 손실되고 키보드 제어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계산기가 키 입력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6 배터리함 덮개를 닫고;키를 눌러 전원을 켭니다. 어떤 이유로든 연속 메모리가 

재설정되면(즉, 내용이 손실되면) 디스플레이에 Pr Error가 표시됩니다. 아무 키나 

누르면 이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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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작업 확인(자체 테스트) 

계산기가 켜지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으면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키 입력에 응답하지 않는 계산기의 경우: 

1. 가늘고 뾰족한 물체를 배터리함 부근의 재설정 구멍으로 끝까지 삽입한 후 제거합니다. 

 

2. 디스플레이에 Pr Error가 표시됩니다. 아무 키나 누르면 디스플레이에서 이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3. 그래도 계산기가 키 입력에 응답하지 않으면 배터리를 뺀 후 다시 넣습니다. 배터리가 
배터리함에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계산기가 켜지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새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면 계산기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키 입력에 응답하는 계산기의 경우: 

1. 계산기를 끄고; 키를 누른 채§ 키를 누릅니다. 

2. ; 키를 놓은 후§ 키를 놓습니다. 그러면 계산기의 전자 회로에 대한 전체 테스트가 
초기화됩니다. 모든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면 약 25초 내에(running이 깜박이는 동안) 

디스플레이에 –8,8,8,8,8,8,8,8,8,8이 표시되고, 모든 상태 표시(  배터리 전원 표시 

제외)가 켜져야 합니다 ∗ 디스플레이에 Error 9가 표시되거나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거나, 적절한 결과가 표시되지 않으면 계산기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이 테스트의 종료 시 켜진 상태 표시에는 일반적으로 HP 12c Platinum 에 표시되지 않는 항목 몇 개가 
포함됩니다. 

   ;/µ 테스트 또는 ;/+  테스트 결과 계산기에 Error 9 가 표시되는 경우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속 
계산하려면 86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연속 메모리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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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산기의 전자 회로 테스트는= 키 또는z 키를 누른 채; 키를 놓은 경우에도 

수행됩니다. 
∗

 계산기에 포함된 이 테스트는 계산기가 제조 및 서비스 동안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산기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지만 2 단계에서 적절한 디스플레이가 표시된 경우 
계산기를 작동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록 A(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안내서에서 계산에 해당하는 섹션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277 페이지) 아래에 나열된 전화 번호나 주소로 Hewlett-Packard 에 
문의하십시오 

과염소산염 재질 – 특별 취급 적용 

이 계산기의 배터리는 과염소산염을 포함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 
시 특별 취급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 키 조합은 위에 설명된 것과 유사한 테스트를 초기화하지만 무기한으로 계속됩니다. 테스트는 아무 
키나 눌러 종료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25 초 내에 중지됩니다.  ;/z 키 조합은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 테스트를 초기화합니다.  ; 키를 놓으면 디스플레이의 특정 세그먼트가 켜집니다.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키를 각 행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쪽 행에서 아래쪽 행으로 누릅니다. 각 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에서 서로 다른 세그먼트가 켜집니다.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모든 키를 순서에 맞춰 누르면 
마지막 키를 눌렀을 때 12 가 표시됩니다. \ 키는 세 번째 행 키 및 네 번째 행 키와 함께 눌러야 합니다.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키를 순서대로 누르지 않은 경우 계산기에 Error 9 이 표시됩니다. 키를 잘못 눌러 이 
오류가 발생한 경우 계산기 수리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에 상관 없이 아무 키나 누르면 테스트가 
종료됩니다(Error 9 가 표시됨). 아무 키나 누르면 Error 9 및 12 표시가 모두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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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하드웨어 제한 보증 및 고객 관리 

본 HP 제한 보증은 최종 사용자에게 제조업체(HP)의 명시적인 제한 보증 권한을 제공합니다. 
제한 보증 권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P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사용자에게는 해당 
지역 관련 법규나 HP 와의 특별 서면 계약에 따르는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하드웨어 제한 보증 기간 
보증 기간: 총 12 개월(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www.hp.com/support 에서 최신 정보 참조)) 

 

일반 조항 
HP는 제품 구입일로부터 상기 보증 기간 동안 HP 하드웨어, 부속품 및 소모품을 사용할 경우 
재질이나 성능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보증 기간 내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통지를 
받을 경우 HP는 자체 판단에 따라 결함이 입증된 제품을 수리 또는 교체합니다. 교체할 경우 
새 제품 또는 새 제품에 준하는 제품으로 합니다.  
 
HP 소프트웨어를 올바르게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제품 구입일로부터 상기 보증 기간 동안 
제품의 재질이나 성능의 결함으로 인하여 프로그래밍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음을 
보증합니다. 보증 기간 내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통지를 받을 경우 HP는 해당 결함으로 
인해 프로그래밍 명령을 실행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미디어를 교체합니다.. 
 
HP는 HP 제품의 작동에 있어 결함이나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HP가 합당한 시간 
내에 보증 조건에 따라 결함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구입 영수증과 
함께 제품을 즉시 반납하고 구입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HP 제품에는 성능면에서 신제품과 동등한 기능의 재생 부품이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부수적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a) 비정상적 또는 부적절한 유지 보수 또는 조정, (b) HP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부속품 및 소모품, (c) 무단 수정 또는 오용, (d) 게시된 환경 사양 외에서의 제품의 
작동 또는 (e) 부적절한 현장 환경 또는 유지 보수로 생기는 결함에 대해서는 보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HP는 서면 또는 구두로 다른 명시적 보증 또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역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용화, 품질 만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과 관련한 묵시적 
보증이나 조건은 상기에 명시된 보증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국가, 구/군, 시/도에서는 
묵시적 보증 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 제한 또는 배제 조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보증은 특정 법적 권리를 제공하며 국가, 구/군, 시/도마다 
다른 권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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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보증서에 명시된 배상 조항은 사용자에게 고유하고 
배타적인 권한을 제공합니다. 상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HP 또는 공급업체는 계약, 불법 
행위 등에 의해서든 데이터 손실 또는 직접적, 부수적, 파생적(이익 또는 데이터 손실 포함), 
특별, 기타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 구/군, 
시/도에서는 부수적 또는 파생적 결함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 제한 또는 
배제 조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P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유일한 보증은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명시적 보증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HP는 여기에 포함된 기술적 또는 편집상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비자 거래의 경우 법적 허용 범위 이외에 이 보증서에 들어 
있는 보증 조건은 이 제품 판매와 관련된 강행 법규상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고객 관리 

HP 계산기를 구입한 경우 1년 기간의 하드웨어 보증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도 1년 동안 
제공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자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HP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전화하기 전에 아래 목록에서 가장 가까운 콜센터를 찾아서 확인하십시오. 
전화로 문의하기 전에 구입 영수증 및 계산기 일련 번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 및 국가 전화 요금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지원 
정보는 www.hp.com/support 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AP  국가: 전화 번호 

 Australia 1300-551-664 or 03-9841-5211 

 中国 010-68002397 
 Hong Kong 2805-2563 
 Indonesia +65 6100 6682 

 臺灣 +852 2805-2563 
 Malaysia +65 6100 6682  
 New Zealand 09-574-2700 
 Philippines +65 6100 6682 
 Singapore  6100 6682 

 한국 2-561-2700 
 Taiwan +852 2805-2563 

 ไทย +65 6100 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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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tnam +65 6100 6682 

 

EMEA  국가: 전화 번호 

 Österreich 01 360 277 1203 

 Belgium 02 620 00 86 

 Belgique 02 620 00 85 

 Česká republikaik 296 335 612 

 Denmark 82 33 28 44 

 Suomi 09 8171 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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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01 4993 9006 

 Deutschland 069 9530 7103 
 Ελλάδα 210 969 6421 
 Netherlands 020 654 5301 
 Ireland 01 605 0356 
 Italia 02 754 19 782 
 Luxembourg 2730 2146 
 Norwegen 23500027 
 Portugal 021 318 0093 
 Россия 495 228 3050 
 South Africa 0800980410 
 España 913753382 
 Sverige 08 5199 2065 
 Suisse 022 827 8780 (French) 
 Schweiz 01 439 5358 (German) 
 Svizzera 022 567 5308 (Italian) 
 United Kingdom 0207 458 0161 

 
LA  국가: 전화 번호 

 Anguila 1-800-711-2884 
 Antigua 1-800-711-2884  
 Argentina 0-800- 555-5000 
 Aruba 800-8000 � 800-711-2884 
 Bahamas 1-800-711-2884 
 Barbados 1-800-711-2884 
 Bermuda 1-800-711-2884 
 Bolivia 800-100-193 
 Brasil 0-800-709-7751 
 British Virgin Islands 1-800-711-2884 
 Cayman Island  1-800-711-2884 
 Curacao 001-800-872-2881 + 800-711-2884 
 Chile 800-360-999 

 
Colombia  01-8000-51-4746-8368(01-8000-51- HP 

INVENT) 
 Costa Rica 0-800-011-0524 
 Dominica 1-800-711-2884 
 Dominican Republic 1-800-711-2884 

 
Ecuador 1-999-119 ♦ 800-711-2884 (Andinatel) 

1-800-225-528 ♦ 800-711-2884 (Pacifitel) 
 El Salvador 800-6160 
 French Antilles 0-800-990-011♦ 800-711-2884 
 French Guiana 0-800-990-011♦ 800-711-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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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nada 1-800-711-2884 
 Guadelupe 0-800-990-011♦ 800-711-2884 
 Guatemala 1-800-999-5105 
 Guyana 159 ♦ 800-711-2884 
 Haiti 183 ♦ 800-711-2884 
 Honduras 800-0-123 ♦ 800-711-2884 
 Jamaica 1-800-711-2884 
 Martinica 0-800-990-011 ♦ 877-219-8671 
 México 01-800-474-68368 (800 HP INVENT) 
 Montserrat 1-800-711-2884 
 Netherland Antilles 001-800-872-2881 ♦ 800-711-2884 
 Nicaragua 1-800-0164 ♦ 800-711-2884 
 Panamá 001-800-711-2884 
 Paraguay (009) 800-541-0006 
 Perú 0-800-10111 
 Puerto Rico 1-877 232 0589 
 St. Lucia 1-800-478-4602 
 St Vincent 01-800-711-2884 
 St. Kitts & Nevis 1-800-711-2884 
 St. Marteen 1-800-711-2884 
 Suriname 156 ♦ 800-711-2884 
 Trinidad & Tobago 1-800-711-2884 
 Turks & Caicos 01-800-711-2884 
 US Virgin Islands 1-800-711-2884 
 Uruguay 0004-054-177 
 Venezuela 0-800-474-68368 (0-800 HP INVENT) 

 

NA  국가: 전화 번호 

 Canada 800-HP-INVENT 
 USA  800-HP INVENT 

최신 서비스 및 지원 정보를 보려면 http://www.hp.com 에 로그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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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Information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otice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the receiver. 
•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 or television technician for help. 

Modifications 
The FCC requires the user to be notified that any changes or modifications made 
to this device that are not expressly approved by Hewlett-Packard Company may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Declaration of Conformity for Products Marked with 
FCC Logo, United States Only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product that are not related to this declaration, 
write to 
Hewlett-Packard Company 
P. O. Box 692000, Mail Stop 530113 
Houston, TX 77269-2000 
For questions regarding this FCC declaration, write to 
Hewlett-Packar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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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Box 692000, Mail Stop 510101 
Houston, TX 77269-2000 
or call HP at 281-514-3333 
To identify your product, refer to the part, series, or model number located on the 
product. 
Canadian Notice 
This Class B digital apparatus meets all requirements of the Canadian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Regulations. 
Avis Canadien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respecte toutes les exigences du 
Règlement sur le matériel brouilleur du Canada. 
 
European Union Regulatory Notice 
This product complies with the following EU Directives: 

•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EC 
• EMC Directive 2004/108/EEC 

 
Compliance with these directives implies conformity to applicable harmonized 
European standards (European Norms) which are listed on the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issued by Hewlett-Packard for this product or product family. 
This compliance is indicated by the following conformity marking  placed on the 
product: 
 

 
T h i s  m a r k i n g  i s  v a l i d  f o r  

n o n - T e l e c o m  p r o d u c t s  
a n d  E U  h a r m o n i z e d  T e l e c o m  

p r o d u c t s  ( e . g .  B l u e t o o t h ) .  

x xxx*  
T h i s  m a r k i n g  i s  v a l i d  f o r  E U  

n o n - h a r m o n i z e d  T e l e c o m  
p r o d u c t s  .  

* N o t i f i e d  b o d y  n u m b e r  ( u s e d  
o n l y  i f   a p p l i c a b l e  -  r e f e r  t o  

t h e  p r o d u c t  l a b e l )  

Hewlett-Packard GmbH, HQ-TRE, Herrenberger Strasse 140, 71034 Boeblingen, 
Germany 
 

Japanes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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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Specifications 
• Operating: 0º to 55º C (32º to 131º F) 
• Storage: –40º to 65º C (–40º to 149º F) 

Noise Declaration 

In the operator position under normal operation (per ISO 7779): LpA < 70dB. 

Disposal of Waste Equipment by Users in Private 
Household in the European Union 

 

제품 또는 포장지에 있는 이 기호는 해당 제품이 기타 
가정 쓰레기와 같이 폐기해서는 안됨을 나타냅니다. 
대신, 폐기 전자 및 전기 장비 재활용을 위한 지정된 
수집 장소에 폐장비를 전달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폐기 시 폐장비를 별도로 수집하여 재활용하면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사람의 수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위해 폐장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사무실, 가정 쓰레기 처리 서비스 
또는 제품을 구매한 상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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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영국에서의 계산 
영국에서의 대부분의 재무 문제에 대한 계산은 이 안내서에서 이전에 설명한 미국에서의 해당 
문제에 대한 계산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특정 문제의 경우 문제를 설명하는 용어가 비슷한 
경우에도 미국에서와 다른 계산 방법이 영국에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재무 문제에 대해 영국에서의 일반적인 관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록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영국과 미국 간에 크게 차이가 나는 전통적인 관례의 세 가지 
재무 계산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당권 

영국 은행에서 제공하는 가계 대출과 저당권 상환액은 일반적으로 59 페이지의 상환액 계산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주택 조합은 이 상환액을 다르게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조합 저당권의 상환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연간 상환액은 
연이율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둘째, 정기 상환액은 연간 상환액을 1 년 동안의 상환 기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또한, 주택 조합에서 사용된 계산은 반올림됩니다. 따라서 상환 규모 수치를 일치시키려면 
이에 맞게 계산을 반올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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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연간 이자율) 계산 

영국에서는 영국 소비자 신용법(1974)에 따라 APR(연간 이자율)의 계산이 미국에서의 APR 
계산과 다릅니다. 정기 이자율에 연간 기간 수를 곱하여 APR 을 계산하는 미국의 관례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정기 이자율을 "유효 연이율"로 변환한 다음 이 결과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반올림하여 APR 을 계산합니다. 정기 이자율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i 레지스터와 
상환 모드가 종료로 설정된 상태에서ÞP 

키를 누른 후 연간 복리 기간 수를 입력하고w0$M키를 누르면 유효 
연이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f1 키를 누르면 반올림된 APR 이 표시됩니다. 

채권 계산 

영국 채권의 가격과 만기 수익률의 해답은 이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연습은 
채권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누적 및 배당락 가격, 단리 또는 복리 할인 등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 참고사항: 이러한 상황은 영국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Hewlett-Packard 공인 
판매업자에게 문의하십시오. 

APR(연간 이자율) 참조평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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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키 인덱스 
일반 

;전원 켜기/끄기 키 
(17 페이지)  
fShift 키. 기능 키 위에 
금색으로 표시된 보조 
기능을 선택합니다(16 
페이지). 디스플레이 형식 
설정에도 사용됩니다 
(89 페이지). 
g Shift 키. 기능 키의 
경사진 면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보조 
기능을 선택합니다 
(16 페이지). 
fCLEARX f, g, 
?, : 또는i 키 
다음에 해당 키를 
취소합니다(19 페이지). 
fCLEARX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의 가수도 
표시합니다(89 페이지). 
Ú 백스페이스. 
마지막으로 입력된 
문자나 숫자를 
지웁니다(18 페이지). 
ß 실행 취소. 마지막 
연산을 복구합니다 
(21 페이지). 

숫자 입력 
\ X 레지스터의 
숫자를 복사하여 Y 
레지스터에 입력합니다. 
숫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됩니다(22 
페이지  229페이지). 
Þ X 레지스터에 
표시된 10의 지수 또는 
숫자 부호를 
변경합니다(17 페이지). 

É 지수 입력. 키를 
누른 다음 숫자를 
입력하면 10의 지수가 
됩니다(18 페이지). 
0—9 숫자. 숫자 
입력( 22 페이지)과 
디스플레이 형식 
설정( 89 페이지)에 
사용됩니다. 

. 소수점(17페이지). 
디스플레이 형식 
설정에도 사용됩니다 
(89 페이지). 
O X 레지스터에 
표시된 내용을 지워 
0으로 만듭니다 
(19 페이지). 

산술 계산 
+-§z}산술 
연산자입니다 
(22페이지). 

저장 레지스터 
? 저장. 다음으로 
숫자 키, 소수점과 숫자 
키 또는 맨 윗 줄의 
재무 키를 누르면 
지정된 저장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가 저장됩니다(28 
페이지). 저장 레지스터 
계산에도 사용됩니다 
(30 페이지). 
: 호출. 다음으로 
숫자 키, 소수점과 숫자 
키 또는 맨 윗 줄의 
재무 키를 누르면 
지정된 저장 
레지스터에서 표시된 X 
레지스터로 값이 
호출됩니다(28 페이지). 

CLEAR H 스택(X, Y, Z 
및 T)의 내용, 모든 저장 
레지스터, 통계 레지스터 
및 재무 레지스터를 
지웁니다(30 페이지). 
프로그램 메모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키는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백분율 
by의 x%를 계산하며 y 
값을 Y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32 페이지). 
à Y 레지스터의 숫자와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의 백분율 차이를 
계산합니다(34 페이지). 
Z Y 레지스터 숫자 
x의 백분율을 계산합니다 
(36 페이지). 

달력 
Ô 날짜 형식을 일-월-
년으로 설정합니다 
(37 페이지). 이 키는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Õ 날짜 형식을 월-일-
년으로 
설정합니다(39페이지). 이 
키는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D Y 레지스터의 날짜를 
X 레지스터의 일수로 
변경하고 요일을 
표시합니다(39 페이지). 
Ò Y 레지스터와 X 
레지스터의 두 날짜 간 
일수를 계산합니다 
(4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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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CLEAR G재무 
레지스터의 내용을 
지웁니다(42페이지). 
× 상환 관련 복리 
계산에 대해 상환 
모드를 시작으로 
설정합니다 (47 
페이지). 
Â 상환 관련 복리 
계산에 대해 상환 
모드를 종료로 
설정합니다(47페이지). 
Ï 단리를 
계산합니다(43페이지). 
w 재무 계산에서 
기간의 수를 
저장하거나 
계산합니다 (42 
페이지). 
A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에 12를 
곱하고 그 결과값을 n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49 페이지). 
¼복리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저장하거나 
계산합니다(42 페이지). 
C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를 12로 
나누고 그 결과값을 i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49 페이지). 
$재무 계산의 현재 
가치(초기 현금 흐름)를 
저장하거나 
계산합니다(41페이지). 
P상환액을 
저장하거나 
계산합니다 
(42 페이지). 

M 재무 계산의 미래 
가치(최종 현금 흐름)를 
저장하거나 계산합니다 
(42 페이지). 
! PMT, i, PV 및 
디스플레이에 저장된 
값을 사용하여 x 
기간에 대해 상환한 후 
PV 및 n의 값을 
업데이트합니다(49 
페이지). 
l  J, K 및a 
키에 저장된 값을 
사용하여 초기 투자액 
및 최대 80가지의 
불규칙 현금 흐름에 
대해 순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74페이지). 
L J, K 및a 
키에 저장된 값을 
사용하여 초기 투자액 
및 최대 80가지의 
불규칙 현금 흐름에 
대해 내부 수익률을 
계산합니다(79 
페이지).  
J 초기 현금 
흐름입니다. 표시된 X 
레지스터의 내용을 
R0에 저장하고, n을 
0으로 초기화하며 
N0은 1로 설정합니다. 
할인 현금 흐름 계산을 
시작할 때 
사용됩니다(74 
페이지). 
K j 현금 흐름입니다. 
X 레지스터의 내용을 
Rj에 저장하고 n을 1씩 
증가시키며 Nj를 1로 
설정합니다. 할인 현금 
흐름 계산에서 초기 
현금 흐름을 제외한 
모든 현금 흐름에 대해 
사용됩니다(74페이지). 

V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85 페이지). 
E 주어진 원하는 
만기 수익률에 따라 
채권 가격을 
계산합니다(83페이지). 
S 주어진 채권 
가격에 따라 만기 
수익률을 
계산합니다(85페이지). 
a 1에서 99까지 각 
현금 흐름이 발생한 
횟수를 Nj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달리 
지정되지 않았으면 1로 
가정합니다(75 페이지). 
Ý 연수합계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85 페이지). 
# 정률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85페이지). 

통계  
CLEAR²통계 저장 
레지스터(R1 - R6)와 
스택 레지스터를 
지웁니다(95페이지). 
_ 저장 레지스터(R1 - 
R6)에서 X 레지스터와 Y 
레지스터의 숫자를 
사용하여 통계를 
누적합니다(95페이지). 
^ 저장 레지스터(R1 - 
R6)에서 X 레지스터와 
Y 레지스터의 숫자로 
인한 영향을 
취소합니다(9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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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 누적된 통계를 
사용하여 x-값과 y-값의 
평균을 계산합니다(96 
페이지). 
 누적된 통계를 
사용하여 y-값(항목)과 x-
값(가중)의 가중 평균을 
계산합니다(283페이지). 
v 누적된 통계를 
사용하여 x-값과 y-값의 
샘플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98페이지). 
R 선형 추산(X 
레지스터), 상관 계수(Y 
레지스터). _ 키를 
사용하여 입력된 (x,y) 
데이터 쌍 집합에 줄을 
맞춘 후 이 줄을 외삽하여 
주어진 x-값에 대해 y-
값을 추정합니다. 또한 
(x, y) 데이터 쌍 집합 
중에서 비례 관계(r)의 
강도를 계산합니다(97 
페이지). 
Q 선형 추산(X 
레지스터), 상관 계수(Y 
레지스터). _ 키를 
사용하여 입력된 (x,y) 
데이터 쌍 집합에 줄을 
맞춘 후 이 줄을 외삽하여 
주어진 y-값에 대해 x-
값을 추정합니다. 또한 
(x, y) 데이터 쌍 집합 
중에서 비례 관계(r)의 
강도를 
계산합니다(97페이지). 

모드 
] 계산기를 RPN 
모드로 설정합니다(20 
페이지). 
[ 계산기를 ALG(대수) 
모드로 
설정합니다(20페이지). 

수학 
r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의 제곱근을 
계산합니다(100 페이지). 
q Y 레지스터의 숫자를 
X 레지스터의 숫자로 
거듭제곱합니다(102페이
지). 
y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의 역수를 
계산합니다(102페이지). 
e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의 계승[n•(n–1)... 
3•2•1]을 계산합니다 
(100페이지). 
> 자연진수입니다. e(약 
2.718281828)를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로 
거듭제곱합니다(100페이
지). 
¿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의 자연 로그(밑: e)를 
계산합니다(100페이지).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의 제곱을 
계산합니다(100페이지). 

수 변경 
B 디스플레이에 
맞도록 X 레지스터에 
표시된 10자리 숫자의 
가수를 반올림합니다 
(100 페이지). 
Ñ 분수 부분을 
잘라내어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의 정수 
부분만 남깁니다(101 
페이지). 
T 정수 부분을 
잘라내어 X 레지스터에 
표시된 숫자의 분수 
부분만 남깁니다 
(101페이지). 

스택 재배열 
Ø Ù ALG 모드에서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265페이지). 
~ 스택에 대해 X 
레지스터와 Y 
레지스터의 내용이 
바뀝니다(90페이지 
230 페이지). 
d 표시된 X 
레지스터에서 보기 위해 
스택 내용을 
롤다운합니다 
(230 페이지). 
F 이전 연산 앞에 
표시된 숫자를 표시된 X 
레지스터로 다시 
호출합니다(91페이지 
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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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키 인덱스 
s 프로그램/실행. 프로그램 모드를 전환합니다. 실행 모드로 돌아갈 때 프로그램을 
000 행으로 자동 설정합니다(89 페이지). 

N 메모리 맵. 현재 메모리 할당 즉, 프로그램 메모리에 할당된 행 수와 사용 가능한 데이터 
레지스터 수에 대해 설명합니다(95 페이지). 

 

프로그램 모드  실행 모드 

프로그램 모드에서 기능 
키는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됩니다. 
디스플레이에는 프로그램 
메모리 행 수와 기능 키의 
키 코드(키보드 행과 행 
위치)가 표시됩니다. 

 실행 모드에서 기능 키는 기록된 프로그램의 
일부로 실행되거나, 키보드를 눌러 
개별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활성 키: 
프로그램 모드에서는 다음 
키만 활성 상태이므로 
프로그램 메모리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CLEARÎ 
프로그램 지우기. 
모든i000 지침에 대해 
프로그램 메모리를 지우고, 
연산이 프로그램 메모리의 
000행에서 시작하도록 
계산기를 재설정합니다. N 
키를 P008 r20으로 
재설정합니다(113 페이지). 

 키보드에서 눌러 
실행: 

CLEARÎ 
연산이 프로그램 
메모리의 000행에서 
시작하도록 계산기를 
실행 모드에서 
재설정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를 
지우지 않습니다. 

기록된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실행 



287  프로그래밍 키 인덱스 
 

File name: HP 12c Pt Converted_user's guide_English_HDP0F123E02_080207 Page: 285 of 299  
Printed Date: { 2009/1/5Dimension: 14.8 cm x 21 cm  

프로그램 모드  실행 모드 

활성 키: 

 

 

 

 
i이동. 다음으로 
소수점, 세 자리 숫자, 
프로그램 메모리의 해당 
행에 대한 위치 계산기가 
이어집니다. 지침은 
실행되지 않습니다(117 
페이지). 
 
Ç단일 단계. 다음 
프로그램 메모리 행의 행 
수와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 키를 누르고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 메모리 
행의 행 수와 내용을 한 
번에 하나씩 
표시합니다(112 페이지). 
Ü 뒤로 단계. 이전 
프로그램 메모리 행의 행 
수와 내용을 표시합니다. 
000행에서 한 단계 뒤로 
이동하면gN 키에서 
정의된 대로 프로그램 
메모리의 끝으로 
이동합니다. 이 키를 
누르고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 메모리 행의 행 
수와 내용을 한 번에 
하나씩 표시합니다(113 
페이지). 

 키보드에서 눌러 실행:
t 실행/중지. 저장된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경우 실행을 
중지합니다(106페이지). 
i 이동. 다음으로 세 
자리 숫자, 프로그램 
메모리의 해당 행에 
대한 위치 계산기가 
이어집니다. 지침은 
실행되지 않습니다(128 
페이지). 
 
Ç 단일 단계. 이 키를 
누르면 현재 프로그램 
메모리 행의 행 수와 키 
코드를 표시합니다. 이 
키를 놓으면 지침을 
실행하고 결과를 
표시하며, 다음 행으로 
이동합니다(117페이지). 
Ü 뒤로 단계. 이 키를 
누르면 이전 프로그램 
메모리 행의 행 수와 키 
코드를 표시합니다. 이 
키를 놓으면 X 
레지스터의 원래 내용을 
표시합니다. 지침은 
실행되지 
않습니다(119페이지). 
아무 키. 키보드에서 
아무 키나 누르면 
프로그램 실행이 
중지됩니다(124페이지). 

기록된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실행: 

t 실행/중지.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합니다(128페이지). 
 
i 이동. 다음으로 세 
자리 숫자가 
이어집니다. 이 키를 
누르면 계산기는 지정된 
다음 행 수로 분기하고 
이 곳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재개합니다 
(120페이지). 
  
u 일시 중지. 
프로그램 실행을 약 1초 
동안 중지하고 X 
레지스터의 내용을 
표시한 후 프로그램 
실행을 재개합니다 (117 
페이지). 
 
om조건. oY 
레지스터의 숫자에 대해 
X 레지스터의 숫자를 
테스트합니다. m 0에 
대해 X 레지스터의 
숫자를 테스트합니다. 
True인 경우 계산기는 
다음 프로그램 메모리 
행에서 실행을 
계속합니다. 
False인 경우 계산기는 
실행을 재개하기 전에 
다음 행을 
건너뜁니다(1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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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레지스터 지우기, 21 

Y 
, 14,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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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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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 상승, 50 
가수, 19, 91 
가수 표시 형식, 91 
가중 평균, 102 

감 

감가상각, 86, 182, 270 
감가상각, 부분 연도, 182 
감가상각, 분기점, 195 
감가상각, 연수합계법, 191 
감가상각, 정률법, 188 
감가상각, 초과, 202 
감가상각초과액, 202 

거 

거듭제곱 기능, 105, 255 
거치 연금, 179 

계 

계산, 저장 레지스터, 31 
계승, 103 

과 

과학적 기수법, 19, 90 

괄 

괄호 계산, 28, 253 

기 

기초 불입 연금, 49 

날 

날짜 형식, 40, 88 
날짜, 미래 또는 과거, 41 
날짜, 일수, 42 

내 

내부 수익률, 74 
내부 수익률, 계산, 80 
내부 수익률, 수정,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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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리 계산, 44 
단순한 분기, 131 

달 

달력 기능, 40, 267 
달력 기능 및 스택, 245 

담 

담보 대출, 가격, 168 
담보 대출, 수익률, 170 

대 

대수 모드, 22, 250 

데 

데이터 저장 레지스터, 29 

디 

디스플레이, 88 
디스플레이 대비 조정, 17 
디스플레이 지우기, 21 
디스플레이, 특수, 92 

레 

레지스터, 29 
레지스터, 재무, 43 
레지스터, 통계, 96 

로 

로그, 103 

루 

루프, 131 

리 

리스, 213 

메 

메모리, 29 
메모리, 프로그램, 117 

명 

명령 추가, 149 
명목 이율, 변환, 225 

모 

모드 

RPN, 22 
대수, 22 

모집단, 99 

미 

미래 가치, 47 
미래 가치, 계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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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반올림, 103 

배 

배터리, 275 
배터리 설치, 276 
배터리 전원, 부족, 14, 17, 275 
배터리, 설치, 229 

백 

백분율, 33, 34, 254 

벌 

벌룬 페이먼트, 52, 54 

변 

변수가 두 개인 통계, 96 
변수가 하나인 통계, 96 

복 

복리, 51, 265 
복리 계산, 13 
복리 기간, 46, 51 
복리 성장률, 49, 51 

부 

부분 연도 감가상각, 182 

분 

분기, 131, 153 
분기, 단순, 131 
분기, 명령 추가, 153 
분기, 조건부, 135 

산 

산술 계산 및 스택, 243 
산술 계산, 간단, 22, 24 
산술 계산, 연속, 25 

상 

상각, 50, 70, 265 
상수, 산술 계산, 247 
상수, 산술 계산, 93 
상수가 포함된 산술 계산, 93, 247 
상태 표시, 88 
상환 모드, 48 
상환, 횟수, 51 
상환액, 47, 220 
상환액, 계산, 61 

샘 

샘플, 99 

선 

선급금, 213, 220 
선형 추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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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소수, 104 
소수 자릿수, 반올림, 89 
소수점, 변경, 18 

수 

수익률, 217, 223 
수정 내부 수익률, 203 

순 

순 금액, 35 
순 현재 가치, 74 
순 현재 가치, 계산, 75 

숫 

숫자 입력, 오류 복구, 95 
숫자 입력, 종료, 23, 241 
숫자 저장, 43 
숫자 표시, 43 
숫자 표시 형식, 89 
숫자, 음수, 19 
숫자, 입력, 18 
숫자, 저장, 29 
숫자, 큰, 19 
숫자, 호출, 29 

스 

스택, 239 

실 

실행 중 메시지, 14, 80 
실효 이율, 228 
실효 이율, 변환, 227 

언 

언더플로, 92 

여 

여러 프로그램, 158 

역 

역수, 103 

연 

연간 이자율, 67, 165 
연금, 47 
연금, 거치, 179 
연산 지우기, 18, 21 
연속 계산, 25, 27, 246, 251 
연속 메모리, 88 
연속 메모리, 재설정, 43, 48, 88, 

90, 117 
연속 복리, 228, 272 
연속 이율, 228 
연수합계법 감가상각, 191 
연이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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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오류, 92 
오류 조건, 92 
오류, 숫자 입력, 95 
오버플로, 92 

유 

유럽형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Black-
Scholes 공식, 205, 270 

음 

음수, 19, 251 

이 

이자, 단리, 44 
이자율, 연, 57 
이자율, 정기, 57 

일 

일수, 날짜 간, 42 

임 

임대와 구입 비교, 173 

입 

입력 오류, 95 

잔 

잔존가치, 220 

재 

재무 레지스터, 43 
재무 레지스터 지우기, 21 
재무 레지스터, 지우기, 43 

저 

저장 레지스터 계산, 31 
저장 레지스터 지우기, 21, 31, 88 
저장 레지스터, 지우기, 31 
저축, 225 

전 

전원 부족 표시, 17 

정 

정률법 감가상각, 188 
정액법 감가상각, 182 

제 

제곱근, 103 

조 

조건 테스트 명령, 135 
조건부 분기,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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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급, 미리, 213, 220 
지수, 19, 103, 105 

차 

차등 기간 계산, 65 
차등 기간 모드, 47 
차이 비율, 36, 254 

채 

채권, 84, 229, 287 
채권, 30/360 일 기준, 229 
채권, 미 재무부, 84 
채권, 연이표, 234 
채권, 지방채, 84 
채권, 회사채, 84 

키 

키보드, 17 

통 

통계, 96 
통계 레지스터 지우기, 21, 96 

평 

평균, 97, 평균 참조 
평균, 가중, 102 

표 

표시 형식, 가수, 91 
표시 형식, 숫자, 89 
표시 형식, 표준, 89 
표시, 과학적 기수법, 90 
표시, 상태, 88 
표준 편차, 99 

프 

프로그래밍, 108 
프로그램 루프, 131 
프로그램 메모리, 113, 117 
프로그램 메모리 지우기, 21, 109 
프로그램 모드, 108 
프로그램 분기, 131 
프로그램 저장, 158 
프로그램 중단, 122 
프로그램 편집, 147 
프로그램 행, 표시, 114 
프로그램 행의 명령, 113 
프로그램, 만들기, 108 
프로그램, 실행, 111, 162 
프로그램, 여러, 158 
프로그램, 저장, 158 
프로그램, 중단, 122 
프로그램, 중지, 127 
프로그램, 한 번에 행 하나씩 실행, 

117 
프리픽스 키, 17 
프리픽스 키 지우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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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하나의 숫자가 필요한 기능, 103 

할 

할인 현금 흐름 분석, 74 

합 

합계 비율, 37, 255 

현 

현금 흐름 다이어그램, 48 
현금 흐름 부호 규칙, 44, 48 
현금 흐름,  및 에 대한 저장, 

75, 82 
현금 흐름, 검토, 81 
현금 흐름, 변경, 82 
현재 가치, 47 
현재 가치, 계산,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