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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사용 설명서

시간 설정
1.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원하는 시간으로 시침과 분침을 설정합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1 2

날짜 모델

날짜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깁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 날짜로 설정합니다. 날짜를 움직이는 방향은 시계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 설정
1.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시간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오늘 요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합니다. 
3. 정확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4. 용두를 1의 위치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1 2 3

날짜

오픈 하트 TY605

시간 설정
1.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원하는 시간으로 시침 및 분침을 돌립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1 2

오픈 하트

밀폐형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를 갖춘 시계는 착용 시 손목의 움직임에 의해 자동적으로 와인딩하는 동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시계를 연속 며칠 동안 착용하지 않으면 파워 리저브(예비 동력)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시계가 멈추면 크라운을 돌려 수동으로 무브먼트를 감아 필요한 파워 리저브를 채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계가 손목에 잘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가 손목에 느슨하게 맞으면 자동적으로 와인딩하는 동력을 일부 상실하게 됩니다. 완전히 와인딩되면 시계는 약 38시간의 예비 동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오토매틱 2505

1.  시간을 재려면 크라운을 1의 위치에서 파워 리저브 바늘이 (-) 리저브에서 (+) 리저브로 이동할 때까지 15-20회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겨 시계 방향으로 돌려 시간을 설정합니다.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2.  A를 눌러 날짜를 설정합니다. 푸셔 A를 누를 때마다 날짜가 1씩 전진합니다. 좌측 상단의 바늘은 날짜를 나타내며, 한 달의 
31일이 종료되면 '1'로 자동 리셋됩니다. 

 주의: 날짜 및 주 단위를 저녁 10시와 오전 2시 사이에 설정하지 마십시오 (즉, 22시 및 2시). 그렇지 않으면 무브먼트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2

A

날짜 파워 리저브

한국어

Korean

오토매틱 2525

1.  시간을 재려면, 1의 위치에서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15-20회 돌립니다. 
2.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겨 시계 방향으로 돌려 시간을 설정합니다.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3.  A를 눌러 월 단위를 설정합니다. 
4.  B를 눌러 날짜를 설정합니다. 
5.  C를 눌러 주중 일자를 설정합니다. 
 주의: 푸셔를 누를 때 마다 값이 1씩 증가합니다. 
 주의: 날짜 및 주 단위를 저녁 10시와 오전 2시 사이에 설정하지 마십시오 (즉, 22시 및 2시). 그렇지 않으면 무브먼트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A

B

C

1 2

날짜

월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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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VX3JE

날짜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깁니다. 
2.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날짜 바늘로 이동합니다. 
3. 용두를 1의 위치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요일 및 시간 설정
1.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시계방향으로 돌려 시침과 분침을 전진시킵니다. 
 요일 표시 바늘도 시침과 분침과 함께 이동합니다. 원하는 요일이 될 때까지 계속 돌려줍니다. 

24시간 서브 다이얼 세팅
24시간 바늘의 무브먼트가 시침과 분침에 일치합니다. 시간을 설정할 때는 24시간 바늘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1 2 3

날짜

24시간

요일

크로노그래프 VD51B

시간/날짜 설정
1.  시간 설정에 앞서 크로노그래프 초침과 분침이 12:00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크로노그래프 조작법 설명은 아래를 참조합니다. 
2.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깁니다. 
3.  날짜 창에 전날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4.  초침이 12:00 위치에 있을 때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초침이 멈춥니다. 
5.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시간을 맞춥니다. 
6.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오전/오후(AM/PM)가 정확히 설정되도록 확인합니다. 날짜를 저녁 9시와 오전 1시 사이에 설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요일이 정확하게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사용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눌러 리셋합니다. 

스플릿 타임
1.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하는 도중에 B를 누릅니다. 
2.  다시 B를 누르면 크로노그래프로 되돌아갑니다. 
3.  A를 누르면 시간측정이 끝납니다. 
4.  B를 눌러 리셋합니다. 

크로노그래프 0 리셋
1.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초침을 12:00 (0) 위치로 리셋합니다. 매번 누를 때마다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한 눈금씩 앞으로 

이동합니다. A를 2초 이상 누르는 경우, 크로노그래프 초침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주의: 크로노그래프 분침은 크로노그래프 초침과 함께 동시에 이동합니다. 
3.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분침을 리셋합니다. 2단계의 설명대로 반복합니다. 
4.  크로노그래프 침들을 0에 리셋한 후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크로노그래프 초침

크로노그래프 분침

1 2 3

A

B

날짜

크로노그래프 ISA 8172/220

시간/요일 설정
1.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시간을 설정합니다. 
3.  요일을 조정하려면 정확한 요일이 나타날 때까지 크라운의 24시를 계속해서 돌립니다. 
4.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날짜 설정
1.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깁니다. 
2.  날짜 창에 올바른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크로노그래프 사용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눌러 리셋합니다. 
 주의: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동한 후에, 크로노그래프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정지하고 리셋합니다. 

스플릿 타임
1.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하는 중에 B를 누릅니다. 
2.  다시 B를 누르면 크로노그래프로 되돌아갑니다. 
3.  A를 누르면 시간측정이 끝납니다. 
4.  B를 눌러 리셋합니다. 

1 2 3

A

B

1 2 3

A

B

요일

초침크로노그래프 분침

크로노그래프 1/5 초침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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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 OS10 (날짜 없음: OS30)

시간 설정
1.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원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날짜 설정
1.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깁니다. 
2.  날짜 창에 올바른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크로노그래프 사용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눌러 리셋합니다. 

크로노그래프 조정
1.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A를 눌러 초침을 '0'으로 리셋합니다. 
3.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의 분침 및 시침을 리셋합니다. 
4.  시계를 현재 시간으로 리셋하고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A

B

1 2 3

분침

시침

초침

날짜

크로노그래프 OS20 / OS21

시간 설정
1.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0'으로 되돌아갑니다. 
 바늘이 '0'으로 되돌아가는 도중에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크라운이 1의 위치로 

돌아간 상태에서의 바늘 위치가 새로운 '0'의 위치로 인식됩니다. 
2.  크라운을 돌려 원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날짜 설정
1.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깁니다. 
2.  날짜 창에 올바른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크라운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크로노그래프 0 리셋
이 과정은 크로노그래프가 리셋된 후 크로노그래프의 초침이 '0'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1.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초침을 '0'의 위치로 설정합니다. 
 주의: 푸셔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바늘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3.  바늘이 0에 맞춰지면, 시간을 리셋한 후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바늘이 '0'으로 되돌아가는 도중에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바늘의 당시 위치가 새로운 '0'

의 위치로 인식되는 원인이 됩니다. 

크로노그래프 사용
이 크로노그래프는 1/1초부터 최대 1시간의 시간을 측정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리셋합니다. 

1 2 3

A

B

1 2 3

A

B

크로노그래프 분침

크로노그래프 분침

24시간 침

24시간 침

크로노그래프 초침

크로노그래프 초침

초침
날짜

날짜

OS20

OS21

크로노그래프 스톱워치 JS25 / VD53

시간 설정
1.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용두를 돌려 시침 및 분침을 설정합니다. 
3. 시간을 설정한 후, 용두를 1의 위치로 도로 밀어넣습니다. 

날짜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깁니다. 
2. 날짜 설정을 하려면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  날짜가 저녁 9:00와 오전 1:00 사이 시간에서 설정되면, 날짜가 익일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시간을 설정한 후, 용두를 1의 위치로 도로 밀어넣습니다.

크로노그래프의 사용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0으로 재설정합니다. 

크로노그래프 리셋(건전지 교체 이후 포함)
이 과정은 스톱워치의 초침 또는 분침이 0의 위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실행합니다. 
1.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로노그래프의 초침을 전진시키려면 A를 누릅니다. 크로노그래프의 초침을 후진시키려면 B를 누릅니다. 
 • 크로노그래프의 분침은 크로노그래프의 초침과 동시에 움직입니다. 
 • 크로노그래프의 초침은 A 또는 B를 누른 채로 유지하면 빠르게 전진됩니다. 
3. 일단 두 개의 침 모두 0으로 설정되면, 시간을 리셋하고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1 2 3

A

B
크로노그래프 초침

크로노그래프 분침 24시간 침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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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A

B

크로노그래프 VD57 (날짜 없음: VD55)

시간 설정
1.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시간을 설정합니다. 
3.  1의 위치로 다시 밀어 넣어 시계를 시작합니다. 

스톱워치 사용하기
1.  A를 눌러 스톱워치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눌러 분할 시간을 컨트롤하고 리셋합니다. 

스톱워치 바늘 조정
1.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A를 눌러 스톱워치 1/10 초침을 '0'의 위치로 리셋합니다. 
3.  B를 눌러 초침과 분침을 리셋합니다. 바늘은 시계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4.  A 또는 B를 매번 누를 때마다 바늘이 한 눈금씩 이동합니다. 푸셔를 누른 채로 유지하면 바늘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주의: 스톱워치 바늘 기능이 정상적이 아닌 경우, 크라운을 밖으로 당겨 A와 B를 동시에 2초 이상 누릅니다. 누르고 있던 
푸셔를 놓으면, 스톱워치 초침과 1/10 초침이 회전하여 '0'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는 내부 회로가 리셋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날짜 설정(일부 모델만 적용)
1.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깁니다. 
2.  창에 원하는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크라운을 돌립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분침

1/10 초침

초침

날짜

크로노그래프 FS20

시간 설정
1.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0 위치로 돌아갑니다. 시계 바늘이 0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크라운을 정상 위치로 되돌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크라운이 정상 위치로 돌아간 상태의 바늘의 위치가 
새로운 0의 위치로 인식됩니다. 

2.  시간, 분, 24시간 바늘을 설정하기 위해 돌립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날짜 설정
1.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날짜를 설정합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크로노그래프 사용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리셋합니다. 

크로노그래프 0 리셋
1.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초침을 12:00 (0) 위치로 설정합니다. 매번 누를 때마다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한 눈금씩 

앞으로 이동합니다. A를 2초 이상 누르는 경우, 크로노그래프 초침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1 2 3

A

B

1 2 3

A

B

크로노그래프 초침

크로노그래프 분침

초침
날짜

24시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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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1

2

A

B

세계 시간 모듈

시간/날짜 설정
1.  크라운 B를 2의 위치로 당기고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날짜를 설정합니다. 
2.  크라운 B를 3의 위치로 당기고 현재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크라운을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3.  크라운 B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저녁 10시와 오전 2시 사이에서 날짜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 구간은 무브먼트가 자동 날짜 변경을 
실행하는 위치입니다. 이를 방해하면 무브먼트가 손상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 타임존/GMT 설정
1.  크라운 B를 2의 위치로 당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두 번째 타임존 바늘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타임존 바늘은 

군용 시간 형식으로 다이얼 가장자리의 24 시간 링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타임존 바늘은 표준시(GMT)나 두 
번째 타임존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3.  선택사항: 크라운 A를 돌려 베젤의 두 번째 타임존 기준 도시를 도시 표시등에 맞춰 조정합니다. 

다양한 세계 시간 읽기
1.  크라운 A를 돌려 베젤의 현재 도시를 24 시간 링의 현재 시간과 일치시킵니다. 
2.  다른 도시의 시간을 알려면, 관련 도시에 해당하는 24 시간 링의 아워 마커(hour marker)를 읽습니다. 
링을 시계방향으로 따라가면 시간이 증가하며, 링의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시간이 감소합니다. 

세계 시간표
 주의: 각 도시의 시차와 서머타임 적용 여부는 각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시 시차

사모아, 미드웨이 제도
호놀룰루
앵커리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덴버, 에드먼턴
시카고, 멕시코시티
뉴욕, 워싱턴 DC, 몬트리올
생바르텔레미, 산티아고
리우데자네이루
사우스 조지아
아조레스
런던, 카사블랑카
파리, 로마, 암스테르담
아테네, 카이로, 이스탄불
모스크바, 제다, 메카, 나이로비
두바이
카라치, 타슈켄트 
다카
방콕, 자카르타
홍콩, 마닐라, 베이징, 싱가포르 
도쿄, 서울, 평양 
시드니, 괌, 하바롭스크
누메아, 솔로몬제도
오클랜드, 웰링턴, 피지제도

-11시간
-10시간
-9시간
-8시간
-7시간
-6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0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A

B
1

2
3

옵션 도시 표시등

두 번째 타임존 바늘

날짜

옵션 도시 표시등

두 번째 타임존 바늘

옵션 도시 표시등

도시 베젤

24시간 다이얼 링

도시 베젤

도시 베젤

시간 / 날짜

이중 타임존 / GMT

24시간 다이얼 링

24시간 다이얼 링

세계 시간

두 번째 타임존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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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디지털

정상 시간 표시
1.  일반 시간 표시 모드에서 푸셔 A를 눌러 12/24시 형식을 전환합니다. 
2.  푸셔 B를 눌러 날짜 모드를 확인합니다. 

시간 및 달력 설정
1.  푸셔 A를 2초간 누른 채로 유지하면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도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2.  푸셔 A를 눌러 연도, 월, 일, 시, 분, 초를 선택하고 설정 모드에서 나옵니다. 
3.  푸셔 B를 눌러 숫자를 조정합니다. 
4.  푸셔 B를 누른 채로 유지하면 숫자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5.  푸셔를 30초간 조작하지 않으면 설정은 정상 시간 표시로 돌아갑니다. 

크로노그래프
1.  푸셔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모드를 선택합니다. 
2.  푸셔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3.  푸셔 B를 누른 채로 1초간 유지하면 리셋됩니다. 

알람 설정
1.  푸셔 B를 눌러 알람 모드로 들어갑니다. 
2.  푸셔 A를 눌러 차임/알람 켜기/끄기를 전환합니다. 
3.  푸셔 A를 누른 채로 2초간 유지하면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 부분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4.  푸셔 A를 눌러 시와 분을 선택합니다. 
5.  푸셔 B를 눌러 숫자를 조정합니다. 
6.  푸셔 B를 누른 채로 유지하면 숫자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7.  알람 시간에서 설정값이 변경되면 알람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8.  푸셔를 30초간 조작하지 않으면 설정은 정상 시간 표시로 돌아갑니다. 

오프 모드
푸셔 B를 4회 눌러 시간 모드에서 오프 모드를 표시합니다. 

A

B

차임
알람

10 하프 디지털 아날로그-디지털 CY2072 / CY2073 / CY2074

시간 모드
1.  푸셔 A를 눌러 모드간 이동합니다. 
2.  푸셔 B를 눌렀다가 놓으면 EL이 활성화됩니다. 
3.  EL은 푸셔 B를 누르고 유지한 시간만큼 활성 상태가 지속됩니다. 

12/24시 모드
시간 모드에서 푸셔 C를 눌러 12시에서 24시 형식으로 전환합니다. 

시간 설정
1.  시간 모드에서 푸셔 A를 3회 누르고 나서 푸셔 D를 누르면 시간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초'의 숫자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2.  푸셔 C를 눌러 초시간을 '00'으로 리셋합니다. 
3.  푸셔 D를 눌러 설정하려는 숫자로 전환하고, 푸셔 C를 눌러 시, 분, 날짜 및 요일을 조정합니다. 
4.  설정이 끝나면 푸셔 A를 눌러 시간 모드로 되돌아 옵니다. 

알람 모드
1.  시간 모드에서 푸셔 A를 1회 눌러 알람 모드로 들어간 후, 푸셔 C를 눌러 알람 끄기/켜기를 설정합니다. 
2.  알람 모드에서 푸셔 D를 눌러 알람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시'의 숫자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3.  푸셔 D를 눌러 설정하려는 숫자로 전환하고, 푸셔 C를 눌러 시와 분을 조정합니다. 
4.  설정이 끝나면 푸셔 A를 눌러 시간 모드로 되돌아 옵니다. 

알람 및 매시간 차임 모드
알람 모드에서 푸셔 C를 눌러 알람 켜기, 차임 켜기, 알람 및 차임 켜기, 또는 알람 및 차임 끄기를 선택합니다. 

크로노그래프 모드
경과 시간 측정
1.  시간 모드에서 푸셔 A를 2회 눌러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들어간 후, 푸셔 D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리셋합니다. 
2.  푸셔 C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중지합니다. 

스플릿 타임 측정
1.  스플릿 타임을 측정하려면, 크로노그래프가 시간 측정을 하는 동안 푸셔 D를 누릅니다. 
2.  푸셔 D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측정 표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3.  푸셔 C를 눌러 스플릿 타임 측정 시작/중지를 반복합니다. 
4.  크로노그래프가 스플릿 중지 기능을 작동하는 상태에서 푸셔 D를 눌러 스플릿 타임 표시를 끝냅니다. 
5.  푸셔 D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리셋합니다. 
6.  크로노그래프는 최대 23HR:59M:59S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한도를 초과하면 크로노그래프가 

리셋되어 00:00:00부터 계속 측정됩니다.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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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간 모듈

정상 시간 표시
1.  푸셔 B를 눌러 EL 작동을 설정합니다. 
2.  푸셔 C를 눌러 매시간 차임 끄기/켜기를 설정합니다. 
3.  푸셔 D를 눌러 선택 도시의 DST 끄기/켜기를 설정합니다. 
4.  모든 모드 또는 설정 화면에서 푸셔를 60초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설정 내용은 일반 시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시간 및 달력 모드
1.  푸셔 B를 2초간 누른 상태로 유지하여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12/24시 시간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2.  푸셔 C를 눌러 12/24시 시간을 선택합니다. 
3.  푸셔 A를 눌러 초, 분, 시, 연도, 월, 요일 및 도시를 선택 및 변경합니다. 
4.  푸셔 C를 누르면 자릿수가 높아지고, 푸셔 D를 누르면 자릿수가 낮아집니다. 
5.  푸셔 B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세계 시간 모드
1.  푸셔 A를 눌러 세계 시간 모드를 선택합니다. 
2.  푸셔 C를 눌러 도시를 선택합니다. 
3.  푸셔 D를 눌러 선택 도시의 DST 끄기/켜기를 설정합니다. 

약어 도시 시차 약어 도시 시차

MDY
HNL
ANC
LAX
DEN
CHI
NYC
CCS
RIO
-2H
-1H
LON

미드웨이
호놀룰루
앵커리지
로스앤젤레스
덴버
시카고
뉴욕
카라카스
리우데자네이루
-2H
-1H
런던

-11시간
-10시간
-9시간
-8시간
-7시간
-6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0시간

PAR
CAI
MOW
DXB
KHI
DAC
BKK
HKG
TYO
SYD
NOU
AKL

파리
카이로
모스크바
두바이
카라치
다카
방콕
홍콩
도쿄
시드니
누메아
오클랜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알람 설정(3종 알람)
1.  푸셔 A를 눌러 알람 모드를 선택합니다. 
2.  푸셔 C를 눌러 스크롤을 내려 알람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3.  푸셔 D를 눌러 알람 끄기/켜기를 설정합니다. 
4.  푸셔 B를 2초간 누른 상태로 유지하여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분시간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5.  푸셔 A를 눌러 분과 시를 선택합니다. 
6.  푸셔 C를 누르면 자릿수가 높아지고, 푸셔 D를 누르면 자릿수가 낮아집니다. 알람은 설정 변경 시 자동으로 켜짐 상태로 바뀝니다. 
7.  푸셔 B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크로노그래프 모드
1.  푸셔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모드(STW)를 선택합니다. 
2.  푸셔 C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하고, 푸셔 D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3.  크로노그래프가 작동이 멈추었을 때 푸셔 D를 눌러 리셋합니다. 

랩 시간 측정
1.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할 때(최대 20건의 랩 타임 기록) 푸셔 C를 누릅니다. 
2.  푸셔 D를 눌러 시간측정을 종료합니다. 
3.  정보가 크로노그래프에 기록될 때 푸셔 A를 눌러 랩 타임(TOT) 기록을 불러옵니다. 
4.  푸셔 C를 눌러 다음 랩 타임을 봅니다. 이전 랩 타임을 보려면 푸셔 D를 누르십시오
5.  일반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들어가서 푸셔 D를 눌러 0으로 리셋합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
1.  푸셔 A를 눌러 타이머 모드를 선택합니다. 
2.  푸셔 C를 누르면 타이머가 시작/정지됩니다. 
3.  타이머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푸셔 D를 눌러 타이머를 리셋합니다. 타이머는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전부 0으로 나타납니다. 
4.  푸셔 B를 2초간 누른 상태로 유지하여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초시간이 깜빡입니다. 
5.  푸셔 A를 눌러 초, 분, 시를 선택합니다. 
6.  푸셔 C를 누르면 자릿수가 높아지고, 푸셔 D를 누르면 자릿수가 낮아집니다. 
7.  푸셔 B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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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X1

일반 시간 표시
1.  A를 눌러 모드를 변경합니다. 모드 순서는 알람, 카운트다운 타이머,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순입니다. 
2.  A를 누르고 3초간 유지하여 자동 EL 켜기/끄기 기능을 전환합니다. 
3.  EL을 위해 B를 누릅니다. 
4.  C를 눌러 매시간 차임 켜기/끄기를 전환합니다. 
5.  D를 눌러 타임존 2를 깜박이게 합니다. D를 누르고 3초간 유지하여 일반 시간 표시/타임존 2로  전환합니다. 
 주의: 어떤 모드에 있든, C를 누르고 3초간 유지하여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변경합니다. 
 주의: 어느 설정 모드의 어느 시점에서든, B를 누르면 설정 모드가 종료됩니다. 
 주의: 어떤 설정 모드에서든, 푸셔가 30초 동안 조작되지 않으면 모든 변경 내용이 저장되며, 설정 상태는 표시 모드로 자동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시간 및 달력 설정
1.  정상 시간 표시 모드에서, B를 누르고 3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시 부분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2.  C를 누르면 자릿수가 높아지고, D를 누르면 자릿수가 낮아집니다. C나 D를 누르고 유지하면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3.  A를 눌러 설정하고 다음 설정값으로 갑니다. 
4.  2-3 단계를 반복하여 설정 순서를 순환할 수 있습니다. 설정 순서는 시, 분, 초, 년, 월, 일, 12/24시간 형식, 월/일 또는 일/월 형식 순입니다. 
5.  B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6.  타임존 2를 설정하려면, D를 누르고 3초간 유지하여 타임존 2로 전환합니다. 다음으로 1-5단계를 반복해 설정합니다. 
 주의: 요일은 설정 모드를 종료함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리콜(Recall) 모드
1.  A를 눌러 기록 보기 모드로 변경합니다. 
 주의: 저장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 데이터 없음(NO DATA)이 표시됩니다.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현재 세트(1-9)가 표시됩니다. 
2.  C를 눌러 총 시간, 최상의 시간, 평균 시간 및 각 랩 시간(최대 100랩)의 세트 데이터를 전환합니다. 
3.  D를 누르면 현재 세트를 표시합니다. D를 다시 누르면 다음 세트로 스크롤합니다. 
4.  D를 누르고 3초간 유지하면 현재 세트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주의: 리콜 표시의 그 어떤 시점에서든 A를 누르면 종료하고 알람 모드로 변경됩니다. 

알람 모드
1.  A를 눌러 알람 모드로 변경합니다. 
2.  C를 눌러 알람 켜기/끄기를 전환합니다. 
3.  D를 눌러 알람 1/알람 2를 전환합니다. 

알람 설정
1.  알람 모드에서, B를 누르고 3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시 부분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2.  C를 누르면 자릿수가 높아지고, D를 누르면 자릿수가 낮아집니다. C나 D를 누르고 유지하면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3.  A를 눌러 설정하고 다음 설정값으로 갑니다. 
4.  2-3 단계를 반복하여 설정 순서를 순환할 수 있습니다. 설정 순서는 시, 분, 타임존 1/타임존 2 순입니다. 
5.  B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주의: 알람은 20초 동안 울립니다. 아무 푸셔나 누르면 알람음이 꺼집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
1.  A를 눌러 타이머 모드로 변경합니다. 기본 설정값은 5분입니다. 
2.  C를 눌러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D를 눌러 타이머를 중지합니다. 
3.  D를 누르고 3초간 유지하면 카운트다운이 지워지고 타이머가 리셋됩니다. 
 주의: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할 때 알람이 20초간 울립니다. 아무 푸셔나 누르면 알람음이 꺼집니다. 

타이머 설정
1.  타이머 모드에서 B를 누르고 3초 동안 유지하면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시 표시가 깜박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2.  C를 누르면 자릿수가 높아지고, D를 누르면 자릿수가 낮아집니다. C나 D를 누르고 유지하면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3.  A를 눌러 설정하고 다음 설정값으로 갑니다. 
4.  2-3 단계를 반복하여 설정 순서를 순환할 수 있습니다. 설정 순서는 시, 분, 초 순입니다. 
5.  B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크로노그래프 모드
1.  어떤 모드에 있든, C를 누르고 3초간 유지하여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변경합니다. 
2.  C를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시작되고; D를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정지됩니다. 
3.  D를 누르고 3초 동안 유지하면 0으로 리셋됩니다. 

랩 시간 측정
1.  랩 시간을 측정하려면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하는 중에 C를 누릅니다. 
 주의: C를 누른 후 다른 푸셔를 누르지 않는 경우, 5초 후에 총 크로노그래프 시간이 자동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5초 후에 다음 랩 측정 시간이 표시됩니다. 
2.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의 다음 랩으로 돌아갑니다(최고 100랩까지). 
3.  D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정지합니다. 
4.  B를 누르고 3초간 유지하여 세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D를 누르고 3초간 유지하여 0으로 리셋합니다. 
 주의: 저장 직후, 이용가능한 다음 세트(1-9)가 표시되거나 메모리 찼음(MEMORY FULL)이 표시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리콜 모드로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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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기능

방수 기능 물 관련 이용

뒷면 케이스 표시 수심
  

손씼기 샤워, 목욕 수영,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 —

WR —

3 기압 수압 3바,  
수심 30 미터

5 기압 수압 5바,  
수심 50 미터

10 기압 수압 10바,  
수심 100 미터

20 기압 수압 20바,  
수심 200 미터

30 기압 수압 30바,  
수심 300 미터

50 기압 수압 50바,  
수심 500 미터

용두는 항상 닫은 상태(정상 위치)로 유지하십시오. 나사고정식 용두를 완전히 조입니다. 

• 완벽한 방수를 위해 뜨거운 물에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시계는 부드러운 헝겊과 물로만 닦으십시오. 시계는 침수 등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십시오(뒷면 케이스 참조). 
• 소금물을 사용한 후에는 흐르는 수돗물에 시계를 헹구고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 말립니다. 
• 금속 시계 밴드는 아름다운 원형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붓을 미지근한 비눗물에 적셔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반드시 부드러운 헝겊으로 

완전 건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