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분침

시간 설정(3침)
1.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겨 뺍니다.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시간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오늘 요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합니다.
3. 정확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4.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다시 밀어 넣습니다.

시침

1 2

초침
분침

날짜 설정(3침 날짜)
1.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 날짜로 설정합니다.
날짜를 움직이는 방향은 시계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날짜 창

시침

시간 설정
1.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겨 뺍니다.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시간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오늘 요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합니다.
3. 정확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4.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다시 밀어 넣습니다.

1 2 3

초침
시간 디스크

시간 설정(2침 디스크)
1.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겨 뺍니다.
2. 크라운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3. 정확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4.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다시 밀어 넣습니다.

분 디스크

1 2

분 디스크

1 2
시간 디스크

이중 시간 / 요일 / 날짜
(3 아이, 날짜 표시)

요일/시간 설정
1.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겨 뺍니다.
2. 요일 및 시간을 설정하려면 크라운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날짜를 저녁 9시와 오전 1시 사이에 설정하면, 익일에 날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날짜 설정
1.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겨 뺍니다.
2. 날짜 설정을 하려면 크라운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24시
요일

분침

A

1 2 3
시침

B
이중 시간

날짜 창
초침

이중 시간 설정
1. A를 눌러 이중 시간 핸드를 15분 단위로 앞당겨 설정합니다.
2. B를 눌러 이중 시간 핸드를 15분 단위로 늦게 설정합니다.
주의: 이중 시간 핸드는 A 또는 B를 누른 채로 유지하면 빠르게 전진합니다.

1

크로노그래프 스톱워치

크로노그래프 분침

(3 아이, 날짜 표시)

시간 및 날짜 설정
1. 시간을 설정하기 전에 크로노그래프가 정지된 상태에서 0(12:00) 위치로
초기화합니다.
2.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겨 뺍니다.
3. 날짜 창에 전날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4. 초침이 12:00 위치에 있을 때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5. 크라운을 돌려 시간을 설정합니다.
주의: 24시간 바늘은 시침 및 분침과 함께 움직입니다. 시간을 설정할 때는
24시간 바늘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6.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크라운이 2의 위치에 있을 때,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크로노그래프 시계침들이 움직입니다.

24시간 침

A

1 2 3

B
크로노그래프 초침

크로노그래프
1. A를 눌러 스톱워치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누르면 0으로 초기화됩니다.
크로노그래프 0으로 초기화하기
1. 크로노그래프 핸드(시계침)의 어느 것도 0(12:00)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A를 눌러 시계침들을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B를 눌러 시계침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크로노그래프 2 아이, 날짜 표시
(날짜 표시 또는 날짜 표시 없음)

시간 및 날짜 설정
1. 시간을 설정하기 전에 크로노그래프가 정지된 상태에서 0(12:00) 위치로
초기화합니다.
2. 크라운을 2의 위치로 당겨 뺍니다.
3. 날짜 창에 전날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4. 초침이 12:00 위치에 있을 때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5. 크라운을 돌려 시간을 설정합니다.
주의: 24시간 바늘은 시침 및 분침과 함께 움직입니다. 시간을 설정할 때는
24시간 바늘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6.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크라운이 2의 위치에 있을 때,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크로노그래프 시계침들이 움직입니다.

크로노그래프 초침
초침

A

3 2 1

B

크로노그래프 분침

크로노그래프
1.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중지합니다.
2. A를 눌러 스플릿 타임을 잽니다. A를 다시 누르면 재설정됩니다.
3. A를 누르면 0으로 초기화됩니다.
크로노그래프 0으로 초기화하기
1. 크로노그래프 핸드(시계침)의 어느 것도 0(12:00)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크라운을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A를 눌러 시계침들을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B를 눌러 시계침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3. 크라운을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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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QFL769BB / QFL873AC)

A

C

B

D

정상 시간 표시
1. EL을 위해 A를 누릅니다.
2. C를 눌러 T1 또는 T2 형식을 선택합니다.
3. D를 눌러 차임 켜기/끄기를 전환합니다.
시간/달력 설정
1. 시간 모드에서 D를 2초 동안 눌러 시간 설정 모드로 들어가면 시간 단위가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2. C를 눌러 설정값을 올립니다. D를 눌러 설정값을 내립니다.
3. B를 눌러 다음 설정 필드를 입력합니다.
4. 설정 순서는 시, 분, 초, 년, 월, 날짜, 12/24시간 형식 순입니다.
5. A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크로노그래프 모드
1.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들어갑니다.
2. D를 눌러 스플릿(split) 또는 랩(lap) 모드를 선택합니다. 스플릿 모드는 각
스플릿 이후 모든 기록의 전체 시간을 표시합니다. 랩 모드는 각 기록이 등록된 후
새로운 랩 시간만 표시합니다.
3. C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4. C를 다시 눌러 스플릿 타임을 잽니다.
5. 원하는 랩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4단계를 반복합니다(최대 10회).
6. D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7. 검토하려면 재설정하기 전에 B를 눌러 리콜 모드로 들어갑니다.
8. D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초기화합니다.
리콜(Recall) 모드
1. C를 눌러 각 랩을 호출합니다(최대 10회).
2. D를 누르면 크로노그래프로 되돌아갑니다.
알람 모드
1. B를 눌러 알람 모드로 들어갑니다.
2. C를 눌러 알람 켜기/끄기를 전환합니다.
3. D를 눌러 T1 알람 1 또는 T2 알람 2를 선택합니다.
알람 설정
1. D를 2초 동안 눌러 알람 설정 모드로 들어가면 시간 단위가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2. C를 눌러 설정값을 올립니다. D를 눌러 설정값을 내립니다.
3. B를 눌러 분을 설정합니다.
4. A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주의: 알람은 설정 모드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타이머 모드
1. C를 눌러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2. D를 눌러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중지합니다. D를 다시 눌러 타이머를
초기화합니다.
타이머 설정
1. B를 눌러 타이머 모드로 들어갑니다.
2. D를 길게 눌러 설정 모드로 들어가면 시 단위가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3. C를 눌러 설정값을 올립니다. D를 눌러 설정값을 내립니다.
4. B를 눌러 다음 설정 필드를 입력합니다.
5. 설정 순서는 시, 분, 초 순입니다.
6. A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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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HTREE
(FL145GB)

실시간 디스플레이 모드
1. 어느 모드에서든지 EL을 위해서는 A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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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B

D

시간/달력 설정
1. 시간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모드로 가시려면 A를 누르고 있으십시오. 차임이 점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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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노그래프 모드
1.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2. C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하십시오.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할 때 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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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이 기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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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를 재설정하십시오.
타이머 설정
1. 타이머 모드에서 A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타이머 유형이 점멸할
것입니다.
2. C 와 D를 눌러 카운트다운 중지, 카운트 다운 반복, 또는 카운트 업 타이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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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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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을 비활성화하십시오.
4. B를 눌러 알람 모드를 종료하십시오.
알람 설정
1. 알람 모드에서, A를 누르고 있으면 설정 모드로 들어간다. 시간이 점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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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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VER / CANDY / SYDNEY

A

C

B

D

A

C

B

D

(UPCR-780A-P07 / QUPCR-823A-P03 / QUPCR-780A-3-P16)
표준 시간 표시
1. EL (전기발광표시)를 원하면 A를 누른다.
2. C를 눌러 T1이나 T2 포맷을 선택한다.
시간 설정
1. 시간 모드에서 D를 2초 동안 눌러 시간 설정에 들어간다. 시(時)가 깜빡이기 시작할
것이다.
2. C를 눌러 설정 값을 늘린다.
3. B를 눌러 다음 설정 영역에 들어간다.
4. 설정 순서는 시, 분, 요일, 년, 월, 일이다.
5. D를 눌러 설정 모드에서 나간다.
알람 모드
1. B를 눌러 알람 모드에 들어간다.
2. C를 눌러 알람/차임 온/오프를 토글방식으로 전환한다.
3. D를 눌러 홈 알람이나 T2 알람을 선택한다.
알람 설정
1. D를 2초 동안 눌러 알람 설정에 들어간다. 시(時)가 깜빡이기 시작할 것이다.
2. C를 눌러 설정 값을 늘린다.
3. B를 눌러 분을 설정한다.
4. D를 눌러 설정 모드에서 나간다.
주: 설정 모드에서 나가면 알람이 자동으로 켜진다.

A

C

B

D

크로노 모드
1. B를 눌러 크로노 모드에 들어간다.
2. D를 눌러 스플릿 모드나 랩 모드를 선택한다. 스플릿 모드는 매 분할 후 모든 기록의
전체 시간을 표시할 것이다. 랩 모드는 각각의 기록을 기록한 후에만 새로운 랩
시간을 표시할 것이다.
3. C를 눌러 크로노를 작동시킨다.
4. 다시 C를 눌러 시간을 분할한다.
5. 원하는 수의 랩에 이를 때 까지(최대 10개) 4단계를 반복한다.
6. D를 눌러 크로노를 정지시킨다.
7. 다시 보려면, B를 눌러 재설정 전에 재호출 모드에 들어간다.
8. 다시 D를 눌러 크로노를 재설정한다.
재호출 모드
1. C를 눌러 각각의 랩을 재호출한다(최대 10개).
2. D를 눌러 크로노로 되돌아간다.
타이머 모드
1. C를 눌러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작동시킨다.
2. D를 눌러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정지시킨다. 다시 D를 눌러 타이머를 재설정한다.
타이머 설정
1. B를 눌러 타이머 모드에 들어간다.
2. D를 누르고 있음으로써 설정 모드에 들어간다. 시(時)가 깜빡이기 시작할 것이다.
3. C를 눌러 설정 값을 늘린다.
4. B를 눌러 다음 설정 영역에 들어간다.
5. 설정 순서는 시, 분, 초이다.
6. D를 눌러 설정 모드에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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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 CURITIBA

(QFL657)

일반 시간 디스플레이
1. 모드를 바꾸기 위해 A를 누르세요. 모드의 순서는 보통 시간, 크로노그래프, 타이머,
알람 입니다.
2. EL을 위해 B를 누르세요.
3. 타임 존 2를 보이기 위해 C를 누르세요. 일반 시간 디스플레이와 타임 존 2를 바꾸기
위해 C를 2초간 누르세요.
4. 키 톤을 on/off를 위해 D를 누르세요.
주의: 설정 모드에서 나가시기 위해 B를 눌러주세요.
주의: 만약 어느 버튼도 30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변화는 저장될 것이며
설정은 자동으로 일반 시간 디스플레이로 갈것 입니다.
시간 그리고 달력 설정
1. 일반 시간 디스플레이에서, B를 2초간 누르세요; auto EL on/off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2. C를 눌러 auto EL on/off 할 수 있습니다.
3. A를 눌러 설정하고 다음 설정 값으로 넘어 갑니다.
4. C를 눌러 값을 증가 시킵니다; D를 눌러 값을 감소 시킵니다. C 혹은 D를 누른
상태는 더 빠르게 증가/감소 시킵니다.
5. 3단계와 4단계를 반복하세요. 설정 순서는: auto EL, chime on/off, 12/24-시간
포맷, 시, 분, 초, 년, 월/일 or 일/월 포맷, 월과 일.
6. B를 눌러 설정에서 나가세요.
주의: 설정에서 나갈 시 평일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B

C

A

D

B

C

A

D

타임 존 2 설정
1. 타임 존 2를 설정하기 위해, C를 2초간 눌러 주세요.
2. B를 2초간 눌러주세요; 타임 존 1과 2의 시차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3. 값을 증가 시키기 위해 C를 누르세요; 값을 감소 시키기 위해 D를 누르세요. 빠른
증/감을 위해 C혹은 D를 누른 상태를 유지하세요.
4. 설정에서 나가기 위해 B를 누르세요.
크로노그래프 모드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가세요.
2. lap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B를 누르세요. 저장된 lap을 탐색하기 위해 B를
누르세요.
3. 크로노그래프의 시작/멈춤을 위해 C를 누르세요.
4. 0값으로 가기 위해 D를 2초이상 누르세요.
주의: 크로노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설정하면,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할 시 모든
모드에서 크로노그래프가 깜빡일 것입니다.
LAP 카운팅
1. 크로노그래프가 작동 중에 lap카운팅을 위해 D를 누르세요(10개의 lap까지 가능).
주의: 8초 후, 디스플레이의 아랫부분에 전체 크로노그래프 시간을 나타낼 것입니다;
다음 lap running은 윗부분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날 것입니다.
2. C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멈춥니다.
3. 크로노그래프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크로노그래프가 멈춘 경우 B를 누르세요.
4. recall mode에서 나와 크로노그래프모드로 가기 위해 C 혹은 D를 누르세요.
타이머 모드
1. 타이머모드로 변환을 위해 A를 누르세요.
2. 타이머모드를 시작/멈춤 하기위해 C를 누르세요.
3. 재 설정을 위해 D를 누르세요.
주의: 카운트다운이 0이 되었을 때 알람은 30초간 울릴 것입니다.조용히 하기 위해
아무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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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설정
1. 타이머 모드에서, 설정으로 가기 위해 B를 2초간 누르세요;타이머의 종류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2. C를 이용해 카운트다운-멈춤(“CD-STP”), 카운트다운-반복 (“CD-REP”), 혹은
카운트다운-다시위로 타이머(“CD-UP”)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설정 후 다음 값으로 가기 위해 A를 누르세요.
4. 값을 올리기 위해 C를 누르세요; 값을 감소 하기 위해 D를 누르세요. 빠른 증가 혹은
감소를 위해 C 혹은 D를 계속 누르세요.
5. 설정 순서에 따라 3단계와 4단계를 반복하세요.설정 순서: 타이머 종류, 시간, 분, 초.
6. 나가기 위해 B를 누르세요.
알람 모드
1. 알람 모드를 바꾸기 위해 A를 누르세요.
2. C를 눌러 알람 1-4를 선택하세요.
3. 알람 on/off를 위해 D를 누르세요.
알람 설정
1. 알람모드에서, B를 2초간 누르세요; 시간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2. 값을 올리기 위해 C를 누르세요; 값을 감소하기 위해 D를 누르세요. 빠른 증가 혹은
감소를 위해 C 혹은 D를 계속 누르세요.
3. A를 눌러 설정하고 ‘분’으로 넘어가세요.
4. 2단계를 반복하세요.
5. 설정에서 나가기 위해 B를 누르세요.
주의: 알람은 30초간 울릴 것입니다. 조용히 하기 위해 아무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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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상의 주의사항 – 방수
모든 아디다스 시계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에 내구성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방수

케이스백
표시

물 관련 사용

깊이
손 씻기

—

—

WR

—

3 ATM

3 바,
30 미터

5 ATM

5 바,
50 미터

10 ATM

10 바,
100 미터

20 ATM

20 바,
200 미터

30 ATM

30 바,
300 미터

50 ATM

50 바,
500 미터

샤워, 목욕

수영,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크라운을 항상 닫긴 위치(정상 위치)에 놓습니다. 크라운을 완전히 꽉 나사 조이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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