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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아날로그 제품 설명서 

시간 맞추는 법 

1. 크라운 (crown)을 ‘2’번 위치로 잡아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원하는 시간으로 시침과 분침을 

돌려줍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날짜모델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시간 설정은 피한다. 

이 시간 동안은 무브먼트가 

자동으로 날짜를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브먼트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 

날짜 설정 

1. 그림 1의 위치로 용두를 당긴다. 

2. 용두를 시계 방향이나 나 반 시계 방향으로 돌려 날짜를 맞춘다. 날짜를 

변경 하는 방향은 시계에 따라 다르다 

3. 용두를 0의 위치로 누른다. 

시간 설정 

1. 용두를 포지션 2만큼 당긴다. 

2. 오늘 날짜에 맞춰질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시간을 돌린다. 

3. 정확한 시간을 설정 한다. 

4. 용두를 0의 위치로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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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백 시간 설정(CaseBack Time Setting) 

 

 

 

 

 

시간 설정 

1.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바늘이 움직인다. 

2. 원하는 시간이 되면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날짜/요일 동시 표기 다기능 VX36 

(용두 1개) 

 

 

 

 

 

 

날짜 설정: 

1. 용두를 당겨 위치 2에 놓는다. 

2. 시계 방향으로 돌려 날짜 침을 돌린다. 

3. 용두를 위치 1에 되돌려 놓는다. 

날짜 및 시간 설정: 

1. 용두를 당겨 위치 3에 놓는다. 

2. 시계 방향으로 돌려 시침과 분침을 앞으로 돌린다. 

요일을 나타내는 바늘도 시/분침과 함께 움직이게 된다. 원하는 요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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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다기능 서브 다이얼 6P29/6P79 

(용두가 1개인 경우) 

 

 

 

 

 

 

 

날짜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잡아 당긴다 

2. 오른쪽으로 돌려 날짜를 선택한다. 

3. 용두를 1의 위치로 밀어 넣는다 

요일, 시간 설정 

1. 용두를 3의 위치로 잡아 당긴다 

2. 오른쪽으로 돌려 시침, 분침을 조정한다. 요일을 표시하는 시계바늘은시침,분침과 함께 움직인다. 원하는 

요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린다. 

24시간 다이얼 설정 

24시간 침은 시침, 분침과 함께 움직인다. 시간을 맞출 때에는 24시간이 잘맞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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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 JS25/VD54 (날짜표시 포함 VD53) 

용두 1개, 버튼 2개 

시간 및 날짜 설정 

1. 시간을 셋팅하기 전, 크로노그래프가 

정지해 있는지 확인하고 영점(12:00) 

에 위치 시킨다. 

2. 용두를 2의 위치로 잡아 당긴다. 

3.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의날짜로 맞춘다. 

4. 초침이 12:00의 위치에 있을 때 용두를 3의 위치로 잡아 당긴다. 

5. 용두를 돌려 시간을 맞춘다. 

참고: 24시간을 나타내는 바늘은 시간, 분의 바늘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시간 설정을 할 때 24시간 바늘이 정상적으로 설정 되는지 확인한다. 

6. 용두를 1의 위치로 원위치 시킨다.참고: 용두가 2의 위치에 있을 때 버튼을 누르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크로노그래프의 바늘이 움직인다. 

크로노그래프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작동/ 정지 시킨다. 

2. B를 눌러 영점 조정을 한다. 

측정시간 분할 (VD53/VD54) 

1. 크로노그래프 작동 중에 B를 누른다. 

2. B를 한 번 더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재작동 시킨다. 

3. A를 눌러 측정을 완료한다. 

4. B를 눌러 영점으로 재설정한다. 

크로노그래프 영점 조정 

1. 크로노그래프 바늘이 영점(12:00)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용두를 3의 위치로잡아당긴다. 

2. A를 눌러 바늘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 B를 눌러 바늘이 반 시계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3. 용두를 1로 원위치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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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라프 스탑와치 OS20/OS21 

(용두 1개/ 푸쉬 버튼 2개) 

시간 설정 

1.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긴다. 

2. 크로노의 초침이 0을 가리킬 

것이다. 바늘이 0으로 돌아갈 

동안에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치의 숫자를 새로운 0 

으로 인식할 것이다. 

3. 용두를 돌려 원하는 시간을 설정 한다. 

4. 용두를 1 위치로 누른다. 

날짜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긴다. 

2. 날짜 창에 정확한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3. 용두를 1 위치로 누른다. 

크로노그라프 제로 재설정: 

: 이 과정은 크로노를 재설정 한 후 크로노의 초침이 0의 위치로 되돌아 

가지 않을 때 해야 한다. 

1.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긴다. 

2. A를 눌러 크로노의 초침을 0으로 설정한다. 

Note: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초침이 빠르게 움직인다. 

3. 바늘이 0을 가리키면 시간을 재설정 하고 용두를 원래 위치로 되돌린다. 

바늘이 0을 가리킬 때까지 용두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지 말아야 한다.그렇게 하면 바늘이 다른 숫자에서 

새로운 0을 인식하게 된다. 

크로노그라프 작동 

크로노는 1초부터 최대 1시간까지 측정 가능하다. 

1. A를 눌러 크로노를 시작하고 정지 시킨다. 

2. B를 눌러 크로노를 재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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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디지 1 - QX4-AP DMS 

개요/특징: 

24시간 표시 기능 

듀얼타임 아나-디지 

2개의 알람표시 

크로노그래프 데이터 저장 

타이머 

EL 라이트 

아날로그 시간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까지 잡아 뺀다. 

2. 용두를 돌려 시침, 분침을 설정한다. 

3. 용두를 1의 위치로 밀어 넣는다. 

디지털 기능 /설정 

A - EL/설정버튼 

• 버튼을 누르면 조명을 작동된다. 

•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시간 설정 모드로 바뀐다. 

주의: 설정모드에서 나가려면 A를 누른다. 

B - 모드버튼 

• 일반 시간 모드에서 누르면 다른 모드로 전환된다. 

• 자동 EL 온/오프 기능을 설정하려면 버튼을 3초 동안 누른다. 

C - 조정 / 시작 버튼 

• 일반 시간 모드에서 누르면 시간 차임 기능이 켜지거나 꺼진다. 

• 설정 모드에서 누르면 숫자가 커진다. 

• 크로노그래프 모드에서 누르면 스톱워치 기능이 시작된다. 

D - 조정 / 정지/ 리셋 버튼 

• 일반 시간 모드에서 누르면 시각 2가 나타난다. ; 3초 동안 누르면 시각 1/ 

시각 2가 번갈아 나타난다. 

• 설정모드에서 누르면 숫자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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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노그래프 모드에서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정지한다.; 3초 동안 누르면 

영점 설정된다. 

주의 : 어떤 설정 모드에서라도 30초간 작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모든 설정이 

저장되고 시간 표시 모드로 돌아간다. 

시간 일자 조정 

1. 일반 시간 모드에서 A 버튼을 3초 동안 눌러 설정 모드로 바꾼다. 

2. C 버튼을 누르면 시간 표시 숫자가 커지고, D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작아진다. B 버튼을누르면 분 

설정으로 넘어간다. 

3. C 버튼을 누르면 분 표시 숫자가 커지고, D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작아진다.B 버튼을 누르면 초 설정으로 

넘어간다. 

4. C 또는 D 버튼을 누르면 초가 영점으로 돌아간다. B 버튼을 눌러 연도설정으로 넘어간다. 

5. C 버튼을 누르면 년 표시 숫자가 커지고, D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작아진다. 

B 버튼을 누르면 월 설정으로 넘어간다. 

6. C 버튼을 누르면 월 표시 숫자가 커지고, D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작아진다.B 버튼을 누르면 일 설정으로 

넘어간다. 

7. C 버튼을 누르면 일 표시 숫자가 커지고, D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작아진다. 

B 버튼을 누르면 24시각 설정으로 넘어간다. 

8. C 또는 D 버튼을 누르면 12시각 표시에서 24시각 표시로 바뀐다. B 버튼을누르면 일자 표시 설정으로 

넘어간다. 

9. C 또는 D 버튼을 눌러 일자 표시 설정을 바꾼다. 

10. B 버튼을 눌러 설정모드에서 빠져나간다. 

11. 시각 2를 설정하려면, 일반 시간 모드에서 D 버튼을 3초 동안 누른다. 1-4번 단계 순서로 설정한다. 

참조 : 설정 모드에서 설정을 마치면 요일은 자동으로 설정된다. 

불러오기 모드 

1. B 버튼을 눌러 불러오기 모드로 바꾼다.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NO DATA라고 표시된다. 저장된 정보가 있을 경우 현재 설정이 나타난다. 

2. C 버튼을 눌러 저장된 정보를 검색한다. D 버튼을 눌러 다음 설정으로바꾼다. 

3. D 버튼을 눌러 현재 설정; 총시간, 최고시간, 평균시간, 랩 (100랩까지 가능)을 표시한다. D 버튼을 다시 

누르면 다음 설정으로 넘어간다. 

4. D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현재 화면에 표시된 저장 정보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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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모드 

1. B 버튼을 눌러 알람 모드로 바꾼다. 

2. C 버튼을 눌러 알람 온/오프를 설정한다. 

3. D 버튼을 누르면 알람 1/ 알람 2를 바꿀 수 있다. 

4. 알람 모드에서 A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설정모드로 바뀐다. 

5. C 버튼을 누르면 시 표시 숫자가 커지고 D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작아진다. 

B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고 분 표시로 넘어간다. 

6. C 버튼을 누르면 분 표시 숫자가 커지고 D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작아진다. 

B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고 시각 선택 표시로 넘어간다. 

7. C 또는 D 버튼을 눌러 알람의 기준시각 (시각 1/ 시각 2)를 선택한다. 

8. A 버튼을 눌러 설정 모드에서 빠져나온다. 

참조 : 알람은 20초 동안 울린다. 도중에 버튼을 누르면 알람 소리가 멈춘다. 

카운트다운 타이머 

1. B 버튼을 눌러 타이머 모드로 바꾼다. 

2. C 버튼을 눌러 타이머를 시작하고 D 버튼을 눌러 정지한다. 

3. D 버튼을 3초 동안 눌러 영점으로 돌린다. 

4. 타이머 모드에서, A를 3초 동안 계속 눌러 타이머 설정을 시작한다. 

5. C 버튼을 누르면 시 표시 숫자가 커지고, D 버튼을 누르면 작아진다. B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고 분 설정으로 넘어간다. 

6. C 버튼을 누르면 분 표시가 커지고, D 버튼을 누르면 작아진다. B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고 초 설정으로 넘어간다. 다시 B 버튼을 누르면 시 

설정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 

7. A 버튼을 눌러 설정모드에서 빠져나온다. 

아나-디지 2 - BJ3255 

개요/특징: 

아나-디지 

시각 

알람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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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시간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까지 잡아 뺀다. 

2. 용두를 돌려 시, 분을 설정한다. 

3. 용두를 1의 위치까지 밀어 넣는다. 

디지털 기능 설정 

A - 조명/설정버튼 

• 버튼을 눌러 조명을 작동한다. 

• 버튼을 3초간 눌러 시간 설정 모드로 바꾼다. 

B - 모드버튼 

• 일반 시간 모드에서 누르면 다른 모드로 전환된다. 

• 자동 EL 온/오프 기능을 설정하려면 버튼을 3초 동안 누른다. 

참조 : 어떤 설정 모드에서라도 30초간 작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모든 설정이 

저장되고 시간 표시 모드로 돌아간다 

시간 일자 조정 

1. 일반 시간 모드에서 A 버튼을 3초 동안 눌러 설정 모드로 바꾼다. 분 표시가 

깜박인다. 

2. B 버튼을 눌러 분 표시를 설정한다. A 버튼을 눌러 시 설정으로 넘어간다. 

3. B 버튼을 눌러 시 표시를 설정한다. A 버튼을 눌러 월 설정으로 넘어간다. 

4. B 버튼을 눌러 월 표시를 설정한다. A 버튼을 눌러 일 설정으로 넘어간다. 

5. A 버튼을 눌러 설정 모드에서 빠져 나온다. 

알람 모드 

1. 알람 표시 화면에서 A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설정 모드로 바뀐다. 시 

표시가 깜박인다. 

2. B 버튼을 눌러 시 표시를 설정한다. A 버튼을 눌러 분 설정으로 넘어간다. 

3. B 버튼을 눌러 분 표시를 설정한다. A 버튼을 눌러 알람 온/오프 설정으로넘어간다. 

4. B 버튼을 눌러 알람 온/오프를 설정한다. A 버튼을 눌러 차임 온/오프설정으로 넘어간다. 

5. B 버튼을 눌러 차임 온/오프를 설정한다. 

6. A 버튼을 눌러 설정 모드에서 빠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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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디지 3 - FL1331A 

 

 

 

 

 

일반 시간 표시 

1.EL을 위해 A 또는 B를 누릅니다. 

2.A 또는 B를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디지털 표시부가 꺼집니다. 꺼져 

있을 때 어떤 누름쇠든 누르면 그 표시부가 켜집니다. 

3.C를 누르면 12/24시간 형식이 전환됩니다. 표시부에 12시간 형식의 “AM” 

또는 “PM”이 나타납니다. 

4.D를 눌러 모드를 변경합니다. 모드 순서는 시간, 날짜, 크로노그래프, 

알람 순입니다. 

주: 어떤 설정 모드에서든, 누름쇠가 30초 동안 조작되지 않으면, 모든 

변경이 저장될 것이며 설정은 표시 모드로 자동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시간 및 달력 설정 

1.일반 시간 표시부 또는 달력 표시부에서, C를 2초 동안 누르면, 연 부분이 

깜박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2.D를 누르면 숫자가 커집니다; D를 길게 누르면 빠르게 커집니다. 

3.C를 눌러 다음 설정값으로 갑니다. 

4.설정 순서는 연, 월, 일, 시, 분, 초 순입니다. 

5.C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주: 요일은 설정 모드를 종료함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크로노그래프 모드 

1.D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변경합니다. 

2.D를 2초 동안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0으로 재설정됩니다. 

3.C를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시작/정지됩니다. 

4.D를 누르면 0으로 재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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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모드 

1.D를 눌러 알람 모드로 변경합니다. 

2.C를 눌러 알람/차임 켜기/끄기를 전환합니다. 

3.알람은 미리 설정한 시간에 20초 동안 울릴 것입니다; 알람 소리를 소거하려면 아무 누름쇠나 누르면 

됩니다. 

알람 설정 

1.알람 모드에서, C를 3초 동안 누르십시오; 시 부분이 깜박이기 시작할것입니다. 

2.D를 누르면 숫자가 커집니다; D를 길게 누르면 빠르게 커집니다. 

3.C를 눌러 설정하고 분으로 갑니다. 

4.D를 누르면 숫자가 커집니다; D를 길게 누르면 빠르게 커집니다. 

5.C를 누르면 설정 모드가 종료됩니다. 

디지털 LCD 1 - QBJ-3071 

일반적 설명 / 기능: 

24시 표시 시간 

듀얼 타임 

4가지 알람 

크로노그래프 

자유 설정 값의 타이머 

EL(전기발광표시) 등 조작 

LCD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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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설명 

A - EL / 설정 버튼 

•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온다. 

• 계속 누르고 있으면 EL(전기발광표시) 등 켜기/끄기가 되고 시간 설정 

모드로 들어간다. 

B - 모드 버튼 

• 일반 시간 모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 모드를 볼 수 있다. 

• 시간, 날짜 알람과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설정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 설정 자리수로 움직인다. 

C - 조정 / 재설정 버튼 

• 일반 시간 모드에서 톤 기능을 켜기/끄기 하려면 C 버튼을 누른다(키 

아이콘이 나타난다/사라진다). 

• 이 버튼을 누르면 크로노그래프나 타이머 모드에서 카운트다운이 재설정된다. 

• 설정모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전 자리수로 이동한다. 

D - 조정/스타트/스톱 버튼 

• 이 버튼을 누르면 크로노그래프나나 타이머 모드가 시작/정지된다. 

• 이 버튼을 누르면 크로노그래프나 타이머 모드에서 카운트다운이 재설정 

된다. 

• 설정모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뒤 자리수로 이동한다. 

시간 / 달력 

1. 일반 시간 디스플레이에서 3초 동안 A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설정모드로 들어간다. C나 D 버튼을 누르면 자동 EL(전기발광표시) 등 

기능이 켜기/끄기 된다.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등에 3초 동안 불이 들어온다. 차임 설정으로 이동하려면 B 버튼을 

누른다. 

2. C나 D 버튼을 누르면 매시간의 차임이 켜기/끄기 된다. 켜지면 일반 

시간 모드에서 “CHM”이라는 표시가 나타난다. 12/24 시간 모드로 

가려면 B 버튼을 누른다. 

3. C나 D 버튼을 누르면 12시간 표시 모드와 24 시간 표시 모드 사이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시간 설정으로 가려면 B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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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나 D 버튼을 누르면 시간 표시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분 설정으로 가려면 B 버튼을 누른다. 

5. C나 D 버튼을 누르면 분 표시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초 설정으로 가려면 B 버튼을 누른다. 

6. C나 D 버튼을 누르면 초가 “00”으로 재설정된다. 연도 설정으로 가려면 B 버튼을 누른다. 

7. C나 D 버튼을 누르면 연도 표시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월 설정으로 가려면 B 버튼을 누른다. 

8. C나 D 버튼을 누르면 월 표시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날짜 설정으로 가려면 B 버튼을 누른다. 

9. C나 D 버튼을 누르면 날짜 디스플레이로 이동한다. 

10. 아무 때나 A 버튼을 누르면 설정 모드에서 나올 수 있다. 30초 동안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일반 시간 디스플레이로 자동으로 돌아간다. 

듀얼 타임 

1. 일반 시간 디스플레이에서 3초 동안 D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Dal 

시간 모드로 들어간다. “T2”라는 표시가 나타난다. 

2. 듀얼 타임에서 3초 동안 A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듀얼 타임 설정 모드로 들어간다. 

3. C나 D 버튼을 누르면 시간 표시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듀얼 타임 설정 모드에서는 시간이 항상 24시 

기준으로 나타난다. 

4. 어느 때나 A버튼을 누르면 설정 모드에서 나올 수 있다. 

5. 3초 동안 D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일반 시간 디스플레이로 돌아간다. 

크로노그래프 

1. 크로노그래프 모드에서, 시작/정지 하려면 D 버튼을 누른다. 

2. 정지했을 때, 3초 동안 C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시간이 “0”으로 

재설정 된다. 

3. 크로노그래프가 작동 중일 때, C 버튼을 누르면 랩 타임이 기록된다. 

4. 크로노그래프가 멈추었을 때 A를 누르면 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5. 크로노그래프가 멈추었을 때, 3초 동안 C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랩 기록이 삭제된다. 

타이머 

타이머 모드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CD-STP - 타이머가 카운트다운 후 정지되고 프리세팅 값으로 

돌아간다. 

CD-REP - 타이머가 끝나고 100회까지 타이머의 카운트 다운이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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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UP - 카운트업의 완료 후 시간이 “0”으로 돌아간다. 

1. 3초 동안 A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타이머 모드 설정으로 들어간다. 

2. 원하는 타이머 모드(CD-STP, CD-REP, CD-UP)를 선택하고, B를 눌러타이머 값을 조정한다. 

3. C나 D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 값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4. A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 설정 모드에서 나올 수 있다.알람 

동시에 네 개의 알람 사용이 가능하다. 

1. 알람 모드에서 D 버튼을 눌러 알람 1-4 중에서 선택한다. 각 알람에서 C 

버튼을 누르면 알람 차임이 켜기/끄기 된다. 

2. 선택한 알람에서(1-4), 3초 동안 A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설정모드로 들어간다. 

3. C나 D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분 설정으로 가려면 B버튼을 누른다. 

4. C나 D 버튼을 누르면 분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A 버튼을 누르면 알람설정이 종료된다. 

5. 알람이 울릴 때,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차임이 꺼지며 아니면 30초 후에자동으로 꺼진다. 

 

 

디지털 LCD 2 - FL145GB 

실시간 디스플레이 모드 

1. 어느 모드에서든지 EL을 위해서는 A를누르십시오. 

2. C를 눌러 시간 1과 시간 2 를 전환하십시오. 

3. 시간 1 이나 시간 2 를 기본 타이머로 

설정하려면 C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4. D를 눌러 차임 켜기/끄기를 전환하십시오. 

시간/달력 설정 

1. 시간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모드로 가시려면 A를 누르고 있으십시오. 차임이점멸할 것입니다. 

2. C를 눌러 설정값을 높이십시오. D를 눌러 설정값을 낮추십시오. 

3. B를 눌러 설정하고 다음 설정값으로 넘어가십시오. 

4. 설정 순서는 차임, 12/24 시간 모드, 시, 분, 초, 연도, 월, 날짜, 자동 EL입니다. 

5. A를 눌러 데이터를 저장하고 설정 모드를 종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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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 모드 

1.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2. C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하십시오.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할 때 랩을위해 D를 누르십시오. 

3.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할 때 D를 눌러 보기를 변경하십시오. 

4. C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하십시오. 

주: 작동 시에는, 최대 10 랩까지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추가 랩이기록될 때마다 제일 오래된 랩이 

삭제됩니다. 

리콜 모드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가 중지했을 때의 메모리를 리콜하십시오. 

2. A를 눌러 다음 랩을 보십시오. 

3. C 또는 D를 눌러 리콜 모드를 종료하고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돌아가십시오. 

타이머 모드 

1. B를 눌러 타이머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2. C를 눌러 타이머를 시작하십시오. 

3. C를 눌러 타이머를 중지하십시오. 타이머가 중지되면 D를 눌러 타이머를재설정하십시오. 

타이머 설정 

1. 타이머 모드에서 A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타이머유형이 점멸할 것입니다. 

2. C 와 D를 눌러 카운트다운 중지, 카운트 다운 반복, 또는 카운트 업타이머를 선택하십시오. 

3. B를 눌러 다음 설정 필드로 넘어가십시오. 

4. C를 눌러 설정값을 낮추고 D를 눌러 높이십시오. 

5. B를 눌러 설정하고 다음 설정값으로 넘어가십시오. 

6. 설정 순서는 타이머 종류, 시, 분, 초입니다. 

7. A를 눌러 데이터를 저장하고 설정 모드를 종료하십시오. 

주: 알람은 초당 2번의 발신음 소리를 내고, 타이머가 0에 이르면 30초간 

발신음 소리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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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모드 

1. B를 눌러 알람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2. C를 눌러 알람 1, 2, 3, 4 를 전환하십시오. 

3. D를 눌러 알람을 작동시키십시오. D를 다시 눌러 알람 기능을비활성화하십시오. 

4. B를 눌러 알람 모드를 종료하십시오. 

 

알람 설정 

1. 알람 모드에서, A를 누르고 있으면 설정 모드로 들어간다. 시간이 점멸할것입니다. 

2. C를 눌러 설정값을 낮추고 D를 눌러 높이십시오. 

3. B를 눌러 설정하고 다음 설정값으로 넘어가십시오. 

4. 설정 순서는 시, 분입니다. 

5. A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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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조절 

1. 버클을 열고 스트랩을 (보이는 화살표 방향대로) 조절 

핀이 나타날 때 까지 당긴다. 

 

 

2. 손목에 적당한 위치에서 조절침을 원하는 구멍에끼운다. 

 

 

 

3. 조절 핀을 핀이 걸릴때까지 버클 안쪽으로 보이는 

화살표 방향대로 스트랩을 당긴다. 

 

 

4. 버클을 고정하기 전에 스트랩 끝쪽을 보조 고리에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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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밴드 조절 

 

 

 

 

 

 

 

 

 

 

 

 

링크제거: 

핀으로 연결된 팔찌에서 연결 마디를 제거하려면 밴드홀더, 핀푸셔 및 

노즈플라이어가 필요하다. (도면 참조) 

1. 메탈 밴드의 버클을 연다. 

2. 메탈 밴드 안쪽에서 버클 가까이에 있는 화살표를 찾는다. 

3. 밴드를 화살표가 아래방향으로 위치하도록 밴드홀더의 사이즈에 맞게끼운다. 

4. 밴드홀더의 아래쪽에서 구멍의 핀을 제거하기 위해 핀을 중심에 놓는다. 

5. 핀푸셔를 사용해서 가능한 깊게 누른다. 

6. 시계를 밴드홀더에서 꺼내서 노즈플라이어로 간단히 핀을 제거 하여마무리 한다. 

Note: 두개의 핀이 각각의 연결마디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연결마디가 

제거된 후에 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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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착용시 물/습기 주의 

모든 엠포리오 알마니 시계는 다음 표의 1행에 표시된 대로 물에 저항할 수 있 

게 디자인 되었다. 

 

 

 

 

 

 

 

 

 

 

 

 

 

 

 

 

 

 

 

 

 

 

 

 

 



 

  第 20 页 共 20 页 

 

 

시계 관리와 주의사항 

이 시계는 정밀한 전자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안내 사항을 지켜 주세요. 

1. 장시간 동안의 직사광선을 피하고 뜨겁고 차가운 곳에 두지 마세요.(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착용금지) 

2. 습기가 많은 곳에 방치 하지 마세요. 

· 시계가 습기에 노출될 경우 기능 버튼이나 용두 등이 작동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 물이나 습기가 시계 표면에 맺혔을 경우 즉시 시계를 확인합니다. 물은케이스 안쪽의 전자 부품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3. 강한 충격이나 충돌을 피하세요. 보통 이하의 약한 충격에만 견딜 수있습니다. 

4. 시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비누나 다른 화학 물질의 사용을 피하세요. 

· 강한 화학 물질이나 용해제, 가스 등이 노출된 곳에서의 착용을피하세요. 케이스와 밴드, 그리고 다른 

부품의 변색, 변질, 손상을야기할 수 있습니다. 

5. 강한 전자파나 자기장을 방출하는 전자 제품과 같이, 기계를 손상시킬 수있는 것과 함께 두지 마세요. 

6. 시계를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 부드러운 천이나 물로 닦으세요. 방수가 아니면 물에 담그지 마세요.(방수 여부는 케이스 뒷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바닷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민물로 씻어낸 후 부드럽고 마른 수건으로닦아 주어야 합니다. (AS 센터로 

접수 요망) 

· 메탈 밴드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주어야 합니다.부드러운 브러쉬와 시계 세척용 

세제로 세척합니다. 세척 후 부드러운천으로 닦아 주어야 합니다. 

7. 주기적 검사 

· 오랜 사용을 위해 1년~2년에 한번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