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표준 설정안내
날짜

날짜

날짜

서브 초침

시간 및 날짜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뽑아냅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려(모델에 따라 다름) 날짜를 전날로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현재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4. 용두를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5.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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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 핸드(삼침) 요일 및 날짜 2405

날짜

요일

시간, 날짜 및 요일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날짜를 설정합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요일을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오늘 날짜와 요일이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용두를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4.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오후 9:00과 오전 1:00 사이에 날짜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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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매틱 82S5

1. 시간을 재려면, 1의 위치에서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15-20번 돌립니다
2.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시계방향으로 돌려 시간을 설정합니다.
4.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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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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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시계는
약 40시간의 예비 동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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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 VD53B

24시간 침
분침
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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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의 날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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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면
크로노그래프의 바늘이 움직인다.
크로노그래프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작동/ 정지 시킨다.
2. B를 눌러 영점 조정을 한다.
측정시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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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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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 영점 조정
1. 크로노그래프 바늘이 영점(12:00)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용두를 3의 위치로 잡아당긴다.
2. A를 눌러 바늘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B를 눌러 바늘이 반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3. 용두를 1로 원위치 시킨다.

크로노그래프 ISA 8171/201
초침

크로노그래프 분 카운터

크로노그래프 1/5초 카운터

날짜

시간 및 날짜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날짜를 설정합니다.
2.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날짜 창에 정확한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3. 용두를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4.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오후 9:00과 오전 12:30 사이에 날짜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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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 사용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눌러 재설정합니다.
주의: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동한 후에, 크로노그래프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정지하고 재설정합니다.
스플릿 타임
1.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하는 중에 B를 누릅니다.
2. 다시 B를 누르면 크로노그래프로 되돌아갑니다.
3. A를 누르면 시간측정이 끝납니다.
4. B를 눌러 재설정합니다.
크로노그래프 0 재설정
B를 누른 후 한 개 이상의 크로노그래프 시계침이 본래의 올바른 0의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예: 건전지 교체 후):
1. 용두를 2의 위치로 뽑아냅니다.
2. B를 눌러 분 카운터를 재설정합니다. 매번 B를 누를 때마다 크로노그래프 분침이 한
눈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B를 누르고 유지하면 빨리 앞으로 이동합니다.
3. A를 눌러 1/5초 카운터를 재설정합니다. 매번 B를 누를 때마다 크로노그래프 1/5
초침이 한 눈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B를 누르고 유지하면 빨리 앞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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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 VD51B

크로노그래프 초침

날짜

크로노그래프 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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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날짜를 설정합니다.
3. 초침이 12:00 위치에 있을 때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깁니다. 초침이 멈춥니다.
4. 날짜 창에 정확한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5. 용두를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6.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용두가 2의 위치에 있을 때 누름쇠를 누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크로노그래프
시계침들이 움직입니다.
주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오후 9:00과 오전 1:00 사이에 날짜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크로노그래프 사용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눌러 재설정합니다.
스플릿 타임
1. B를 눌러 재설정합니다.
2. 다시 B를 누르면 크로노그래프로 돌아갑니다.
3. A를 누르면 시간측정이 끝납니다.
4. B를 눌러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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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위치로의 크로노그래프 침 보정법
B를 누른 후 크로노그래프 시계침 어느 하나라도 올바른 0(12:00)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예: 건전지 교체 후)
1.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초침을 재설정하거나,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분침을
재설정합니다. 매번 누름쇠를 누를 때마다 해당되는 시계침이 한 눈금씩 전진합니다.
두 누름쇠 중 하나를 누른 채로 유지하면 빠르게 전진합니다.
주의: 크로노그래프 분침은 크로노그래프 초침과 함께 동시에 이동합니다.
3. 크로노그래프 시계침이 0(12:00)으로 재설정되면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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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 YM91

분 카운터

날짜

1/10 초 카운터
초침

시간 및 날짜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날짜를 설정합니다.
2. 초침이 12:00 위치에 있을 때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깁니다. 크로노그래프 시계침이
0(12:00)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4. 용두를 현재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반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용두를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4.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오후 9:00과 오전 1:00 사이에 날짜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크로노그래프 기능
크로노그래프 사용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의하십시오.
• 용두가 1의 위치에 있습니다.
• B를 누른 후 크로노그래프 시계침이 정확히 0(12:00)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계침의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제목 '크로노그래프 시계침 0의 위치로 조정하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기능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누르면 0으로 재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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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시간측정
1. 크로노그래프가 시간 간격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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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를 누르면 0으로 재설정됩니다.
0 위치로의 크로노그래프 침 보정법
B를 누른 후 크로노그래프 시계침 어느 하나라도 올바른 0(12:00)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예: 건전지 교체 후):
1.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깁니다.
2. A를 누른 채로 2초간 유지합니다. 분 카운터가 360도 회전합니다. 보정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3. B를 눌러 시계침을 1 눈금씩 전진시킵니다. 빠른 전진은 B를 누른 채로 유지합니다.
4. A를 누른 채로 2초간 유지합니다. 1/5 초 카운터가 360도 회전합니다.
5. B를 눌러 시계침을 1 눈금씩 전진시킵니다. 빠른 전진은 B를 누른 채로 유지합니다.
6.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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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 JS16 / JS26
24시간 침
날짜
크로노그래프 분침

크로노그래프 초침

JS16
24시간 침

크로노그래프 분침

크로노그래프 초침

날짜

JS26
시간 및 날짜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뽑아냅니다.
2. 날짜 창에 전날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뽑아냅니다.
4. 날짜 창에 정확한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5. 용두를 계속해서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주의: 24시간 바늘은 시침과 분침과 함께 움직입니다. 시간을 설정할 때는 24시간
바늘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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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용두가 2의 위치에 있을 때,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크로노그래프
시계침들이 움직입니다.
주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오후 9:00과 오전 1:00 사이에 날짜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크로노그래프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누르면 0으로 재설정됩니다.
크로노그래프 0 재설정
1. 크로노그래프 시계침 어느 하나라도 0 (12:00)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용두를 3의 위치로
뽑아냅니다.
2. A를 눌러 시계침들을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B를 눌러 시계침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매번 A나 B를 누를 때마다 크로노그래프 침들이 한 눈금씩 앞으로/뒤로 갑니다.
또는 A나 B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빠르게 앞으로/뒤로 가게할 수 있습니다.
3. 두 개 침 모두 0의 위치에 있을 때, 시간을 재설정하고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크로노그래프 0 재설정 중에 크로노그래프 분침은 크로노그래프 초침과 동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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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 VD57 (날짜 있음), VD55 (날짜 없음)

1/10 초 카운터
날짜
분 카운터

초 카운터

시간 및 날짜 설정
1. 시간을 설정하기 전에 크로노그래프가 정지된 상태에서 0(12:00)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날짜를 설정합니다.
3. 초침이 12:00 위치에 있을 때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현재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반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용두를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4.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의: 용두가 2의 포지션에 있다면 누름쇠를 누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크로노그래프 시계침들이 움직입니다.
주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오후 9:00과 오전 1:00 사이에 날짜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크로노그래프 기능
기본 기능
1.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정지합니다.
2. B를 누르면 0으로 재설정됩니다.
간격 시간측정
1.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하는 중에 B를 누릅니다.
2. B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제자리로 돌립니다.
3. A를 누르면 시간측정이 끝납니다.
4. B를 눌러 재설정합니다.
181

0 위치로의 크로노그래프 침 보정법
B를 누른 후 한 개 이상의 크로노그래프 시계침이 올바른 0(12:00)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예: 건전지 교체 후):
1.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깁니다(VD55는 2의 위치).
2.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1/10 초 카운터를 1씩 이동시킵니다. 빠른 전진은 A를 누른
채로 유지합니다.
3. B를 눌러 초와 분 카운터를 1 눈금씩 재설정합니다. 빠른 전진은 B를 누른 채로
유지합니다.
4.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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