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한국어

3핸즈 데이트 무브먼트
시간 맞추기
1. 용두를 잡아 당겨 III의 위치에 놓는다.
2.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시침과 분침을 맞춘다.
3. 용두을 I의 위치로 돌려 놓는다.

I II III

용두

날짜 맞추기
1. 용두를 잡아 당겨 II의 위치에 놓는다.
2.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날짜를 맞춘다.
3. 용두를 I의 위치로 돌려 놓는다.

날짜

밤 10시와 새벽 2시 사이에 날짜을 고치지 마십시오. 이 때는 진동이 자동 날짜 변경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어떤 방해도 이 진동을 손상시킵니다.

세 시계 바늘 요일/날짜 움직임
시간 맞추기
1. 용두 (시간조절 손잡이) 를 III의 위치로 잡아 당긴다.
2.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시침과 분침을 맞춘다.
3. 용두를 I의 위치로 돌려 놓는다.

I II III

용두

요일/날짜 맞추기
1. 용두를 잡아 당겨 II의 위치에 놓는다.
2.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날짜를 맞춘다. 전날로 맞춘다.
3. 용두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평일로 맞춘다. 전날로 맞춘다.
4. 용두를 잡아 당겨 III의 위치로 놓는다.
5.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시침과 분침을 맞춘다.
6. 용두를 I의 위치로 되돌린다.

요일/날짜

밤 10시와 새벽 2시 사이에 날짜을 고치지 마십시오. 이 때는 진동이 자동 날짜 변경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어떤 방해도 이 진동을 손상시킵니다.

자동
전자동 세 시계 바늘 날짜 움직임
감기
용두를 I의 위치에서 약 30번 가량 시계 방향으로 감는다. 이것은 시계의 중심 스프링에
동력을 제공한다. 이 중심 스프링은 시계를 차고 있는 동안 팔의 자연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감길 것이다. 이 시계는 약 38시간의 동력 비축력을 가지고 있다.

I II III

용두

시간 맞추기
1. 용두를 잡아 당겨 III의 위치에 놓는다.
2.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시침과 분침을 맞춘다.
3. 용두을 I의 위치로 돌려 놓는다.

날짜

날짜 맞추기
1. 용두를 잡아 당겨 II의 위치에 놓는다.
2.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날짜를 맞춘다.
3. 용두를 I의 위치로 돌려 놓는다.
밤 10시와 새벽 2시 사이에 날짜을 고치지 마십시오. 이 때는 진동이 자동 날짜 변경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어떤 방해도 이 진동을 손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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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크로노그래프 모델
시간 맞추기
1. 용두를 잡아 당겨 III의 위치에 놓는다.
2.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시침과 분침을 맞춘다.
3. 용두를 I의 위치로 돌려 놓는다.

I II III

용두

날짜 맞추기
1. 용두를 잡아 당겨 II의 위치에 놓는다.
2.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날짜를 맞춘다.
3. 용두를 I의 위치로 돌려 놓는다.

날짜

크로노그래프
•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는6시에 시간을 측정한다.
• 크로노그래프 분 카운터는 10시에 30분 단위로 측정한다.
• 정 중앙의 스톱-초는 한번 회전에 60초를 측정한다.

분침
중앙 스톱-초침
A버튼
시작/멈춤

주의하십시오:
크로노그래프 사용전,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시오:
• 용두가 I의 위치에 놓여 있다.
• B 버튼을 눌러 작동시킨후에 크로노그래프의 3개 바들들이 모두 정확히 제로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계 바늘들의 위치는 수정되어야 한다. “크로노그래프
시계 바늘을 제로에 맞추기” 라는 제목의 섹션을 참조하시오.

시침

I II III

분 카운터
B버튼
간격/재설정

시간 카운터
초 카운터

크로노그래프: 기본 기능 (시작/ 멈춤 /재설정)
1.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하거나/멈추려면 A를 누른다.
2. 크로노그래프 시계 바늘들을 제로 위치에 맞추려면 B를 누른다.
크로노그래프: 중간 및 간격 시간 조절
1. 중앙 스톱-초침을 시작하려면 A를 누른다.
2. 중간 및 간격 시간 조절을 시작 하려면 B를 누른다.
주의: 비록 크로노그래프 시계 바늘들은 멈추었지만, 시간 기록 진동은 계속 되고
있다.
3. B를 또 눌러 재빨리 크로노그래프 시계 바늘들을 모두 현재 시간으로 이동 시킨다.
각 간격을 계속 기록하려면 B를 누른다.
4. 크로노그래프를 멈추고 마지막 시간을 표시하려면 A를 누른다.
5. 모든 크로노그래프 시계 바늘을 제로에 재설정하려면 B를 누른다.
크로노그래프 시계 바늘들을 제로 위치로 수정하기
1. 용두를 잡아 당겨 III의 위치에 놓는다. 크로노그래프 모든 세 개의 시계 바늘이
맞거나 틀린 제로 위치에 있게 된다.
2. A와 B를 동시에 적어도 2초동안 누른다; 중앙 스톱-초침이 360도 회전할 것이다 수정 모드가 시작되었다.
3. 스톱-초침을 한 칸 움직이려면 A를 누른다. 중앙의 스톱-초침을 빠르게 앞으로
움직이려면 A를 누른 채 가만히 있는다.
4. 크로노그래프 시침을 이동하려면 B를 누른다.
5. 크로노그래프 시침을 한 칸 이동하려면 A를 누른다. 크로노그래프 시침을 빠르게
앞으로 움직이려면 A를 누른 채 가만히 있는다.
6. 크로노그래프 분침을 앞으로 이동하려면 B를 누른다.
7. 크로노그래프 분침을 한 칸 이동하려면 A를 누른다. 크로노그래프 분침을 빠르게
앞으로 움직이려면 A를 누른 채 가만히 있는다.
8. 용두를 I의 위치로 돌려 놓는다.
밤 10시와 새벽 2시 사이에 날짜을 고치지 마십시오. 이 때는 진동이 자동 날짜 변경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어떤 방해도 이 진동을 손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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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받기
시간/달력 설정
1. 위치II로 크라운을 당기세요.
2. 이전 날짜로 설정하시려면 크라운 A를 시계방향으로 돌리세요.
3. 위치 III으로 크라운 A를 당겨주세요.
4. 현재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크라운 A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하시려면 크라운을 계속 돌려주세요.
5. 위치 I로 크라운을 돌려주세요.
듀얼 시간존 설정
1. 크라운 B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시거나 도시에 있는 지역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주세요.
2. 지역시간의 시간을 다양하게 설정하면서, 원하는 시간 존으로 크라운 B를
돌려주세요 각 클릭은 1시간 입니다.
시간을 바꾸거나 돌리고 싶으시다면 다이얼에 있는 + / - 표시를 사용하세요.
크라운 B에있는 다이얼의 + / -표시의 색상과 일치.
3. 위치 II로 크라운 A를 당겨주세요.
4. 크라운 A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셔서 시간 존을 설정하세요.
5. 크라운 A에서 위치 I로 돌리세요.
주의: 2시간 존은 군대 시간이 읽혀지며 6:00 위치의 24시간 윈도우를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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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B
날짜
I

II

III

크라운 A

크라운 B

크라운 A

기타
방수 기능
모든 Fossil 시계 제품은 최소 5ATM (165 피트/50미터)급의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계 제품의 방수 기능은 무브먼트를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하며 그리고 물에 잠겼을 경우 손상 위험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합니다.
차트에 각 물 등급별 노출 권고 지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계가 물과 접촉하고 있는 동안 크라운의 위치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시계 안으로 들어가 무브먼트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사로 고정된 크라운이 장착된 시계 제품의 경우, 물과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크라운이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고 완전히 잠겨있어야 합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는 시계 제품의 경우, 물이 시계 안으로 들어가 무브먼트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물 밑에서는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키면
안됩니다.

주의가 필요 방수 기능 - 방수 기능
모든 Fossil 시계 제품들은 아래 차트의 첫 번째 행에 표시된 사용 방식에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표시

방수 사용

방수특성

가벼운 스프레이 땀,
가벼운 비 등

해수욕 등

수영 등

스킨 다이빙
(산소통 없이 하는 다이빙)

1

5 atm

OK

OK

안됨

안됨

2

10 ATM

OK

OK

OK

안됨

3

20 ATM

OK

OK

OK

OK

항상 크라운은 정상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크라운의 나사 락을 완전히 조이십시오.

취급 방법 및 주의 사항
각 Fossil 시계 제품은 최고 기준을 능가하도록 설계-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기계 제품과는 달리 시계는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Fossil 시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간단한 취급 방법 및 주의 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급 방법
시계는 부드러운 천과 물로만 닦으십시오. 시계를 물속에 잠그지 마십시오. 소금물과 접촉이 있었던 경우 깨끗하게 헹구어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말려야 합니다. 금속 시계 줄의 “새 시계 느낌”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닦아 주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솔을 따뜻한 비눗물에 담갔다가 부드럽게
문질러 닦으십시오. 시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려면 18-24개월에 한차례씩 점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 사항
다음과 같은 조건/상황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열기 또는 추위, 장기간 직사 광선에 노출, 해당 시계의 방수 등급을 초과하는 상황(시계
뒷면과 차트 참고)은 피하십시오. 시계가 물과 접촉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 기능 버튼 또는 크라운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본 시계는 TV 및 오디오와 같은 가전 제품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기타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강력한 전기장 또는 정전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충격 또는 충돌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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