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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mporio Armani Swiss Made 시계 구입을 축하하고 감사 드립니다. 귀하는 
정밀도, 내구성, 일관성에 있어서 Emporio Armani의 우수한 표준으로 최고로 설계된 
시계를 구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계는 스위스에서 제작되었으며, 최고의 품질과 
기능을 제공하며 럭셔리 시계의 모든 요소들을 충족 시킵니다.

새로 구입한 시계에 관한 정확한 조작과 유지보수에 대한 지침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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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설정 변경 후, 방수를 보장하기 위해 크라운을 밀어 넣으십시오 (필요한 경우, 나사를 조이십시오).

오후 10:00시부터 오전 2:00시 사이에는 날짜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장시간 시계를 극심한 조건 (직사광선, 매우 덥거나 추운 장소)에 보관 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 극심한 열은 배터리의 고장이나 수명 단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극심한 추위는 시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습한 환경들은 귀하의 시계가 그것들에 적합하지 않는 한 피해야 합니다.
• 띠의 색깔과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가죽 시계줄이 물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시계가 물에 잠겼을 경우, 기능 버튼 또는 크라운 등 어떤 조작도 삼가십시오.
• 물이나 응결방울이 시계 표면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시계를 체크해야 합니다. 물은 케이스 안의 전자 

부품들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극심한 충격이나 충동을 피하십시오. 본 시계는 정상적인 사용 하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강한 화학물질, 용제 또는 가스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시계 착용을 금하십시오. 케이스, 시계줄, 기타 부품들에 

변색, 변질 또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계 매커니즘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강한 전기장 또는 정전기를 피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귀하의 시계는 텔레비전 세트, 스테레오와 같은 가전 제품들로 인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여행시, 시계를 금속 탐지기로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관리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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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 금속 시계줄은 부드러운 천과 물로만 세척하십시오. 시계를 물 속에 담그는 행동을 삼가십시오. 바닷물 사용 

후에는 깨끗이 헹군 후 부드러운 천으로 건조시켜야 합니다. 금속 시계줄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지속적인 
세척을 권장합니다. 따뜻한 비눗물에 부드러운 솔로 시계줄을 부드럽게 문질러 세척하십시오.

• 가죽 및 피부 시계줄, 직물 시계줄, 천연재료 시계줄들은 햇빛과 습기로부터 장기간 노출을 자제하십시오. 
극심한 날씨로 인해 특정 시계줄의 모양과 색상이 변질, 변색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은 소재의 
시계줄은 수중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기 점검
• 시계의 수명과 원활한 작동을 위해 매년 또는 2년 마다 한 번씩 시계 점검을 권장합니다.

주의!
Emporio Armani Swiss Made 시계에는 제대로 잠그지 않으면 훼손될 수 있는 독특한 나비 잠금쇠가 있습니다. 
꼭 독수리 로고가 없는 버클 부분을 먼저 잠그고(A); 독수리 로고가 있는 버클 쪽은 마지막으로 잠그십시오(B).

관리 및 유지보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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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Emporio Armani Swiss Made 시계들은 3ATM (100ft/30m)의 최소 방수 등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시계의 방수는 먼지, 습기, 시계가 물에 잠길 때 줄 수 있는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합니다.

방수 레벨에 따른 시계 노출에 대한 지침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시계가 물과 접촉해 있는 동안 크라운의 위치 조정을 삼가십시오. 케이스 안에 물이 들어 갈 경우, 무브먼트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사를 조이는 크라운이 탑재된 시계의 경우, 물과 접촉하기 전에 크라운의 정확한 위치와 잠금 상태 확인을 
권장합니다.

크로노그래프의 시계는 물 속에서 크로노그래프의 사용을 삼가십시오. 케이스 안에 물이 들어 갈 경우, 무브먼트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수

방수 레벨 케이스 
뒷면에 표식

권장 사용법

손 씻기 샤워, 목욕 수영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3 ATM 30M

5 ATM 50M

10 ATM 100M

20 AT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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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먼트 개요

오토매틱 무브먼트

본 시계의 기계 장치는 손목의 움직임을 통해 시계의 큰 태엽을 감는 진동 회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력예비는 
대략 44시간입니다. 필요 시, 수동으로 시계 태엽을 감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대부분의 모델들에서 투명한 케이스 
뒷면을 통해 시계 무브먼트의 아름다운 내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석영 무브먼트

배터리가 제공하는 전기 에너지는 시계 무브먼트의 내부에 있는 석영이 초당 약 32,000번 진동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높은 주파수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초침은 보조를 맞추어 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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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2개 시계바늘, 날짜가 있는 초시계

석영
2개 시계바늘

오토매틱
3개 시계바늘과 날짜

무브먼트 참조 가이드

GMT

석영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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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참조 가이드

1MO 4

12
16

20

24

28

8

TU

WE

TH  FR

SA

SU

1

48

42

36

3024

18

12

6

쿼츠 다기능/문  
페이즈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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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 감기
타임 키핑을 시작하려면, 크라운을 포지션 0에서 시계 방향으로 30번 정도 돌립니다.

오토매틱 시계는 손목의 자연적인 움직임에 의해 활성화된 진동 무게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에너지는 
시계태엽을 감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시계를 몇 일 동안 지속적으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동력 예비는 고갈됨을 
알려드립니다. 시계가 멈출 경우, 필요한 동력예비를 비축하기 위해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수동으로 돌려 태엽을 
감을 것을 권장합니다. 태엽이 완전히 감겼을 경우, 시계는 대략 44시간의 동력 예비를 가지게 됩니다.

시간 설정
1. 크라운을 포지션 II 까지 뽑습니다 (이때 시계는 멎습니다).
2. 크라운을 돌려 시침과 분침을 설정합니다.
3. 크라운을 포지션 0까지 다시 밀어 넣습니다.

날짜 설정
1. 크라운을 포지션 I 까지 뽑습니다 (이때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2.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날짜를 설정합니다.
3. 크라운을 다시 포지션 0까지 밀어 넣습니다.

날짜가 있는 3개 시계바늘 오토매틱 시계
(STP 1-11)

날짜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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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설정
1. 크라운을 포지션 I 까지 뽑습니다 (이때 시계는 멎습니다).
2. 크라운을 돌려 시침과 분침을 설정합니다.
3. 크라운을 포지션 0까지 다시 밀어 넣습니다.

2개 시계바늘
(RONDA 1064)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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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설정
1. 크라운을 포지션 II 까지 뽑습니다 (이때 시계는 멎습니다).
2. 크라운을 돌려 시침과 분침을 설정합니다.
3. 크라운을 포지션 0까지 다시 밀어 넣습니다.

날짜 설정
1. 크라운을 포지션 I 까지 뽑습니다 (이때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2.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날짜를 설정합니다.
3. 크라운을 다시 포지션 0까지 밀어 넣습니다.

2개 시계바늘, 날짜가 있는 초시계
(RONDA 1019)

날짜

크라운

초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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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날짜 설정
1. 용두를 I의 위치로 당깁니다(시계는 계속 감).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의 날짜로 설정합니다.
3. 용두를 II의 위치로 당깁니다(시계가 멈춤).
4. 날짜가 오늘 날짜로 바뀔 때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용두를 돌리고, 계속해서 오전 또는 오후 시간이 정확하게 

맞을 때까지 용두를 돌립니다.
5. 용두를 0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오후 10시와 오전 2시 사이에서 날짜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 구간은 무브먼트가 자동 날짜 변경을 

실행하는 위치입니다. 이를 방해하면 무브먼트가 손상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GMT 설정
1. 용두를 I의 위치로 당깁니다(시계는 계속 감).
2. 반시계 방향으로 용두를 돌려서 두 번째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3. 용두를 0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GMT 핸드는 군용 시간 형식으로 다이얼의 중앙 부분에 표시됩니다. GMT 핸드는 그리니치 표준시

(Greenwich Mean Time)를 표시하거나 두 번째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GMT
(RONDA 515.24H)

날짜

용두

GMT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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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날짜 설정
1. 크라운을 포지션 I 까지 뽑습니다 (이때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2. 어제 날짜가 나타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크라운을 돌립니다.
3. 크라운을 포지션 II 까지 뽑습니다 (이때 시계는 멎습니다).
4. 오늘 날짜가 나타날 때까지 크라운을 돌립니다.
5. 계속 크라운을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6. 크라운을 다시 포지션 0까지 밀어 넣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
• 1/10 초 카운터는 최대 1/10초까지 시간을 측정하며 30분 후에 10시간 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분 카운터는 매 회전 당 30분을 측정합니다.
• 센터 스톱 초시계는 매 회전 당 60초를 측정합니다.

기본 기능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눌러 제로에로 재설정합니다.

크로노그래프
(RONDA 5040.D)

누르개 B
간격/재설정

날짜

초침

크라운

누르개 A
시작/정지

분 카운터

1/10 초 카운터
(30분 후 시간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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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타이밍
1.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 B를 누릅니다 (타이밍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됩니다).
2. 다시 B를 눌러 지속적인 측정 시간을 표시합니다.
3.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시간간격을 측정합니다.
4. A를 눌러 타이밍을 완료합니다.
5. B를 눌러 제로에로 재설정합니다.

제로 포지션에로 크로노그래프 바늘들을 조절하기
만일 B를 누른 후 한개 이상의 크로노그래프 바늘들이 정확한 제로 포지션에 놓여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배터리 변화에 따라):
1. 크라운을 포지션 II 까지 뽑습니다.
2. 센터 스톱 초침이 360도 회전 할 때까지 A와 B를 동시에 2초 동안 누릅니다. 교정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3. 센터 스톱 초침을 조정하려면, A를 눌러 초침을 하나 증가 이동시키거나 또는 A를 누르고 있으면 빨리 

돌아갑니다.
4. B를 눌러 1/10 초 카운터 바늘을 전진시킵니다. A를 누르면 바늘이 하나 증가 이동하고, A를 누르고 있으면 

빠르게 돌아갑니다.
5. B를 눌러 분 카운터 바늘을 전진시킵니다. A를 누르면 바늘이 하나 증가 이동하고, A를 누르고 있으면 빠르게 

돌아갑니다.
6. 크라운을 다시 포지션 0까지 밀어 넣습니다.

중요 사항!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날짜 변경을 금하십시오. 해당 시간은 무브먼트가 자동으로 날짜를 변경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수동으로 날짜 변경 시 무브먼트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RONDA 504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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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름쇠 B
간격 / 초기화

날짜

초침
용두

누름쇠 A
시작/정지

분 카운터

1/10 초 카운터

중앙의 스톱워치 초침

시간 및 날짜 설정
1. 용두를 I의 위치로 당깁니다(시계는 계속 감).
2. 어제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3. 용두를 II의 위치로 당깁니다(시계가 멈춤).
4. 오늘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용두를 돌립니다.
5. 용두를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6. 용두를 0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
• 1/10 초 카운터는 1/10 초까지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 분 카운터는 회전 당 30분을 측정합니다.
• 중앙의 스톱워치 초침은 회전 당 60초를 측정합니다.

기본 기능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누르면 0으로 재설정됩니다.

크로노그래프
(ETA 25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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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시간측정
1.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하는 중에 B를 누릅니다(시간측정은 배경에서 계속 진행).
2. B를 다시 눌러 현재 측정되는 시간을 표시합니다.
3. 1과 2단계를 반복하여 시간 간격을 추가로 측정합니다.
4. A를 누르면 시간측정이 끝납니다.
5. B를 누르면 0으로 재설정됩니다.

0 위치로의 크로노그래프 침 보정법
B를 누른 후 한 개 이상의 크로노그래프 침이 본래의 올바른 0의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예: 건전지 교체 후)
1. 용두를 I의 위치로 당깁니다.
2. B를 눌러 분침을 1씩 전진시킵니다. B를 누른 채로 유지하면 빠르게 전진합니다.
3. 용두를 II의 위치로 당깁니다.
4. A를 눌러 중앙의 스톱워치 초침을 1씩 전진시킵니다. A를 누른 채로 유지하면 빠르게 전진합니다.
5. B를 눌러 1/10 초 카운터를 1씩 전진시킵니다. B를 누른 채로 유지하면 빠르게 전진합니다.
6. 용두를 0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크로노그래프
(ETA 25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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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날짜, 요일 및 문 페이즈 기능 설정
1. 용두를 I의 위치로 당깁니다(시계가 멈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만월 위치가 나타나게 합니다.
3. 용두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요일을 가장 최근 만월일로 전진시킵니다. 다음 쪽의 도표에서 만월의 날짜를 

참조하십시오.
4. B를 눌러 가장 최근 만월이 뜬 날짜를 설정합니다.
5. 용두를 현재의 날짜로 바뀔 때까지 반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용두를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6. 용두를 0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중요: 오후 11:30과 오전 5:30 사이에서 달력 기능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이 구간은 무브먼트가 자동 날짜 변경을 
실행하는 위치입니다. 이를 방해하면 무브먼트가 손상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기능/문 페이즈 기능 포함
(RONDA 706.B)

문 페이즈

날짜

요일

캘린더 위크 핸드(주간 달력 조정침)

용두

커렉터(보정기) A

커펠터(보정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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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문 페이즈 기능 포함
(RONDA 706.B)

달력 주 설정
A를 눌러 달력의 주 표시를 1씩 전진시킵니다.

날짜 설정
B를 눌러 날짜를 1씩 전진시킵니다.

요일 설정
크라운(용두)을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오늘 요일이 나올 때까지 요일을 전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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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문 페이즈 기능 포함
(RONDA 706.B)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월 6 24 12 2와 31 21 10

2월 4 22 11 19 9

3월 5 23 12 2와 31 21 9

4월 4 22 11 30 19 8

5월 4 21 10 29 18 7

6월 2 20 9 28 17 5

7월 2와 31 19 9 27 16 5

8월 29 18 7 26 15 3

9월 28 16 6 25 14 2

10월 27 16 5 24 13 1과 31

11월 25 14 4 23 12 30

12월 25 14 3 22 12 30

주의: 문 페이즈 다이얼은 달의 주기를 표시하며, 각 단계에서 달의 실제 형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달의 주기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기간인 약 29.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