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여성용

사용 설명서
GUESS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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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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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Guess 시계를 소유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첨단 전자 기술에 의해 

개발한 무브먼트(Movement)는 최고급 부품으로 제조되며 수명이 긴 배터리에 

의해 작동됩니다.

고성능 특징

30 미터(3 ATM) 내지 100 미터(10 ATM)

10 ATM 종류의 경우, 수영, 항해, 세일 보딩, 서핑 및 얕은 수심 잠수에 적합합니다.

내수성 순가죽 시계줄

모든 GUESS 가죽띠에는 특수 개발한 내수성 가죽 및 구조가 사용됩니다.

고급 스테인레스 강 케이스 및 시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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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INSTRUCTIONS

SIMPLE TIME / MINI SWEEP / DUAL TIME

To set the time: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CALENDAR / DATE

To set the time:
1. PULL out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To set the calendar / date: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ounter clockwise or towards you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NOTE: The date changes automatically every 24 hours.

A B

A B

작동 설명

단순 시간/미니 스윕/듀얼 타임

달력/날짜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달력 / 날짜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반시계 방향으로 또는 사용자 쪽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날짜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용두 위치

A A

A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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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 위치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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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 DATE / 24 HOUR

To set time:
1. PULL out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To set date:
NOTE the date changes automatically every 24 hours.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lockwise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DAY

24-HOUR

DATE 24-HOUR

SECOND 24-HOUR
DATE

DATE

24-HOUR
DAY DAY

24-HOUR 24-HOUR

A B C

A B C

A B C

A B C

24-HOUR

DATE DAY

DATE

A B C

A B C

DAY DATE

crown
position

crown
position

crown
position

DATE

DAY DATE

1 2 3

crown
position

A B C

DATE

DAY
A B C

MONTH

MONTH SETTING
BUTTON

요일/날짜/24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

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날짜 설정 방법:
참고: 날짜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요일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요일을 바꾸려면 시간을 24시간 앞으로 

돌리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24시간 표시기는 시간을 설정할 때에만 

바뀔 수 있습니다.

월 설정 방법:
작은 월 바늘이 정확하게 맞추어질 때까지 월 

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날짜

날짜

날짜

날짜

날짜

날짜

날짜

날짜

요일

요일

요일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용두 위치

용두 위치

용두 위치

24 시간

24 시간

24 시간

24 시간

24 시간 24 시간

24 시간
초

월

월 설정 버튼

용두 위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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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ER A

PUSHER B

DAY24 HOUR

DATE

요일 / 날짜 / 24 시간

시간설정:
1. 크라운을 ‘B’포지션으로 뺀다.
2. 크라운을 어느 한 방향으로 돌려 시간을 조정한다.
3. 크라운을 ‘A’포지션으로 밀어 넣는다.

날짜설정:
오후 9시에서 오전 4시 사이에 날짜를 리셋하지 마시오. 시계

내부 작동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음.

주: 날짜는 24 시간마다 자동으로 변경된다.
1. 푸셔‘B’를 눌러 날짜를 조정한다.

요일설정:
1. 푸셔‘A’를 눌러 요일을 조정한다.

버튼 A

버튼 B

요일

날짜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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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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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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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t day:
1. PULL out crown to C position.
2. Advance time 24 hours to change the day.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NOTE: 24 hour indicator can change only when setting the time.

To set month:
Push month setting button until the small hand of month is set to the correct
month.

6,9,12 Three-eye Chronograph with Date

Crown position “A” ,  “B” & “C”.
Pushers “A” (top) & “B” (bottom).
12 o’clock eye “1/10 seconds elapsed”.
9 o’clock eye “minutes elapsed”.
6 o’clock eye “seconds elapsed”.

6, 9, 12 세 눈 크로노그래프/날짜 표시

용두 위치 A , B 및 C.

푸셔 A(위) 및 B(아래).

12시 눈 경과한 1/10초.

9시 눈 경과한 분.

6시 눈 경과한 초.

이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 달력, 스톱워치.

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달력
달력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날짜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스톱워치
스톱워치는 다음과 같은 측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초까지 1/10초 단위의 경과 시간(위 눈).

1시간까지 분 단위의 경과 시간(중간 눈).

1분까지 초 단위의 경과 시간(아래 눈).

*  스톱워치를 사용하기 전에 스톱워치 바늘을 60 및 

0 위치로 리셋하십시오.

1/10 초

초

푸셔 A

푸셔 B

용두 위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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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워치 바늘 리셋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위 눈 바늘이 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A를 단속적으로 누르십시오.

3. 중간 및 위 눈 바늘이 6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B를 단속적으로 누르십시오.

참고: 푸셔 A나 B를 누르고 있으면 푸셔를 놓을 때까지 바늘이 계속 움직입니다.

스톱워치 바늘이 잘못 움직이는 경우: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푸셔 A와 B를 동시에 3초 동안 누르십시오.

3. 푸셔들을 놓으면 스톱워치 바늘들이 180도 이동합니다.

4.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일반 스톱워치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두 경쟁자 시간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3.  둘째 이벤트의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둘째 이벤트의 시간을 보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스플릿 타임: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분할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3.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4.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6, 9, 12 세 눈 크로노그래프/날짜 표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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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워치 바늘 리셋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위 눈 바늘이 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A를 단속적으로 누르십시오.

3. 중간 및 위 눈 바늘이 6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B를 단속적으로 누르십시오.

참고: 푸셔 A나 B를 누르고 있으면 푸셔를 놓을 때까지 바늘이 계속 움직입니다.

스톱워치 바늘이 잘못 움직이는 경우: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푸셔 A와 B를 동시에 3초 동안 누르십시오.

3. 푸셔들을 놓으면 스톱워치 바늘들이 180도 이동합니다.

4.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일반 스톱워치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두 경쟁자 시간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3.  둘째 이벤트의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둘째 이벤트의 시간을 보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스플릿 타임: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분할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3.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4.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6, 9, 12 세 눈 크로노그래프/날짜 표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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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TWO-EYE CHRONOGRAPH WITH DATE

Crown position “A” ,  “B” & “C”.
Pushers “A” (top) & “B” (bottom).
12 o’clock eye “1 minute up to maxinum 60 minute”.
6 o’clock eye “second”.

This chronograph watch has 3 functions:
TIME, CALENDAR, STOPWATCH.

TIME
To set the time:
1. PULL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crown in to “A” position, small second hand begins to run.

SECOND

CHRONOGRAPH
SECOND HAND

CHRONOGRAPH MINUTE HAND

6, 12 두 눈 크로노그래프/날짜 표시

크로노그래프 분 바늘

크로노그래프 초 바늘

용두 위치 A , B 및 C.

푸셔 A(위) 및 B(아래).

12시 눈 1분에서 최고 60분까지 표시.

6시 눈은 초 표시.

이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 달력, 스톱워치.

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면, 작은 둘째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푸셔 A

푸셔 B

초

용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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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달력, 스톱워치.

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면, 작은 둘째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푸셔 A

푸셔 B

초

용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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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달력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날짜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스톱워치
스톱워치는 다음과 같은 측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 60분까찌 1/1초 단위의 경과 시간(위 눈).

스톱워치를 사용하기 전에 스톱워치 바늘을 60 및 0 위치로 리셋하십시오.

스톱워치 바늘 리셋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크로노그래프 초 바늘이 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A를 단속적으로 누르십시오.

일반 스톱워치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축적된 경과 시간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시간 측정을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둘째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6, 12 두 눈 크로노그래프/날짜 표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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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달력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날짜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스톱워치
스톱워치는 다음과 같은 측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 60분까찌 1/1초 단위의 경과 시간(위 눈).

스톱워치를 사용하기 전에 스톱워치 바늘을 60 및 0 위치로 리셋하십시오.

스톱워치 바늘 리셋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크로노그래프 초 바늘이 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A를 단속적으로 누르십시오.

일반 스톱워치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축적된 경과 시간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시간 측정을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둘째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6, 12 두 눈 크로노그래프/날짜 표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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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DIGIT

FEATURES
Hour, Minute, Second
Month, Date
Back Light (EL)

NORMAL TIME MODE
1. PRESS S1 once to view Month & Date
2. PRESS S1 twice to view Second
3. PRESS S2 once, ""Time"" & ""Date"" mode will be displayed alternatively

PRESS S1 twice, back to Time mode"
4. PRESS EL to light-up display

SETTING SEQUENCE
1. PRESS S2 twice to set "Month"; Press S1 to advance
2. PRESS S2 once to set "Date"; Press S1 to advance
3. PRESS S2 once to set "Hour"; Press S1 to advance
4. PRESS S2 once to set "Minute"; Press S1 to advance
5. PRESS S2 once when setting is complete. Normal time will be displayed

(Press S1 if time mode does not flash).

EL

S1S2

아날로그-디지털

특징
시간, 분, 초

월, 날짜

백라이트(EL)

보통 시간 모드
1. 월과 일을 보려면 S1을 누르십시오

2. 초를 보려면 S1을 두번 누르십시오

3. S2를 한번 누르면, 시간 및 날짜 모드가 양자택일로 표시됩니다

S1을 두번 누르면, 시간 모드로 돌아갑니다

4. EL을 누르면 표시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설정 순서
1. S2를 두번 눌러 월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2. S2를 한번 눌러 날짜를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3. S2를 한번 눌러 시간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4. S2를 한번 눌러 분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5. 설정이 완료되면 S2를 한번 누릅니다. 정상 시간이 표시될 것입니다

(시간 모드가 깜박이지 않으면 S1을 누르십시오).

EL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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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Guess 시계를 소유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첨단 전자 기술에 의해 

개발한 무브먼트(Movement)는 최고급 부품으로 제조되며 수명이 긴 배터리에 

의해 작동됩니다.

고성능 특징

30 미터(3 ATM) 내지 100 미터(10 ATM)

10 ATM 종류의 경우, 수영, 항해, 세일 보딩, 서핑 및 얕은 수심 잠수에 적합합니다.

내수성 순가죽 시계줄

모든 GUESS 가죽띠에는 특수 개발한 내수성 가죽 및 구조가 사용됩니다.

고급 스테인레스 강 케이스 및 시계줄

미네랄 크리스탈

모든 GUESS 시계는 보다 나은 내구성뿐만 아니라 내수성과 내 스크래치성 향상을 위해 

미네랄 크리스탈로 제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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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INSTRUCTIONS

SIMPLE TIME / MINI SWEEP / DUAL TIME

To set the time: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CALENDAR / DATE

To set the time:
1. PULL out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To set the calendar / date: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ounter clockwise or towards you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NOTE: The date changes automatically every 24 hours.

A B

A B

작동 설명

단순 시간/미니 스윕/듀얼 타임

달력/날짜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달력 / 날짜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반시계 방향으로 또는 사용자 쪽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날짜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용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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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B

용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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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 / DATE / 24 HOUR

To set time:
1. PULL out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To set date:
NOTE the date changes automatically every 24 hours.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lockwise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DAY

24-HOUR

DATE 24-HOUR

SECOND 24-HOUR
DATE

DATE

24-HOUR
DAY DAY

24-HOUR 24-HOUR

A B C

A B C

A B C

A B C

24-HOUR

DATE DAY

DATE

A B C

A B C

DAY DATE

crown
position

crown
position

crown
position

DATE

DAY DATE

1 2 3

crown
position

A B C

DATE

DAY
A B C

MONTH

MONTH SETTING
BUTTON

요일/날짜/24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날짜 설정 방법:
참고: 날짜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요일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요일을 바꾸려면 시간을 24시간 앞으로 

돌리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24시간 표시기는 시간을 설정할 때에만 

바뀔 수 있습니다.

월 설정 방법:
작은 월 바늘이 정확하게 맞추어질 때까지 월 

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날짜

날짜

날짜

날짜

날짜

날짜

날짜

날짜

요일

요일

요일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용두 위치

용두 위치

용두 위치

24 시간

24 시간

24 시간

24 시간

24 시간 24 시간

24 시간
초

월

월 설정
버튼

용두 위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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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TE / 24 HOUR

To set the time:
1. PULL out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To set the 24 hour indicator: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ounter-clockwise to correct tim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To set the date: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lockwise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DAY / DATE / 24 HOUR

To set the time:
1. PULL out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clockwise/counter-clockwise to correct tim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To set the date: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ounter-clockwise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0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22 •24

Crown

Date

24 Hour

Day Crown

Date

24 Hour

Day

날짜/24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24시간 표시기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날짜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용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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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TE / 24 HOUR

To set the time:
1. PULL out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To set the 24 hour indicator: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ounter-clockwise to correct tim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To set the date: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lockwise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DAY / DATE / 24 HOUR

To set the time:
1. PULL out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clockwise/counter-clockwise to correct tim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To set the date: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ounter-clockwise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0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22 •24

Crown

Date

24 Hour

Day Crown

Date

24 Hour

Day

요일/날짜/24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반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날짜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요일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요일을 바꾸려면 시간을 24시간 앞으로 돌리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24시간 표시기는 시간이 조정된 때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용두 용두
요일

요일

24 시간 24 시간

날짜 날짜



17  남성용

5

To set the day:
1. PULL out Crown to C position.
2. Advance time 24 hours to change the day.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Note: 24 Hour indicator changes automatically when time is adjusted.

THE THREE EYE CHRONOGRAPH

This chronograph watch has 2 functions:
TIME, STOPWATCH.
The left eye (stopwatch hand) measures minutes
elapsed on stopwatch, up to a maximum of 60 minutes.
The centre eye (stopwatch hand) measures seconds
elapsed on stopwatch, up to a maximum of 60 seconds.
It also shows measurement of elapsed time.
The right eye (24 hour hand) indicates time on a 24 hour
basis.

TIME
To set time: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crown to A position
NOTE: If eye indicating 24 hours needs adjustment, advance watch hands by 12 hours.

STOPWATCH:
The stopwatch can measure up to 1 hour in minutes and seconds. Before using the stopwatch
ensure that stopwatch hands are at the ‘60’ or ‘12 o’clock’ position.

To adjust hands: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s.
2. PRESS pusher A or B to adjust hands.
3. PUSH Crown to A position.

To set stopwatch:
1. PRESS pusher A to start timing.
2. PRESS pusher A to stop timing.
3. PRESS pusher B to reset stopwatch to ‘60’.

세 눈 크로노그래프

이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 스톱워치.

왼쪽 눈(스톱워치 바늘)은 스톱워치에서 경과한 시간을 최고 

60분까지 분으로 표시합니다.

중앙 눈(스톱워치 바늘)은 스톱워치에서 경과한 시간을 최고 

60초까지 초로 표시합니다.

또한 측정된 경과 시간을 표시합니다.

오른쪽 눈(24시간 바늘)은 24시간 기준으로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24시간 표시 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시계 바늘들을 12시간만큼 전진시키십

시오.

스톱워치:
스톱워치는 최고 1시간까지 분 및 초 단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톱워치를 사용하기 

전에 스톱워치 바늘들이 60 또는 12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4 시간

푸셔 A

푸셔 B

초

스톱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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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t the day:
1. PULL out Crown to C position.
2. Advance time 24 hours to change the day.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Note: 24 Hour indicator changes automatically when time is adjusted.

THE THREE EYE CHRONOGRAPH

This chronograph watch has 2 functions:
TIME, STOPWATCH.
The left eye (stopwatch hand) measures minutes
elapsed on stopwatch, up to a maximum of 60 minutes.
The centre eye (stopwatch hand) measures seconds
elapsed on stopwatch, up to a maximum of 60 seconds.
It also shows measurement of elapsed time.
The right eye (24 hour hand) indicates time on a 24 hour
basis.

TIME
To set time: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crown to A position
NOTE: If eye indicating 24 hours needs adjustment, advance watch hands by 12 hours.

STOPWATCH:
The stopwatch can measure up to 1 hour in minutes and seconds. Before using the stopwatch
ensure that stopwatch hands are at the ‘60’ or ‘12 o’clock’ position.

To adjust hands: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s.
2. PRESS pusher A or B to adjust hands.
3. PUSH Crown to A position.

To set stopwatch:
1. PRESS pusher A to start timing.
2. PRESS pusher A to stop timing.
3. PRESS pusher B to reset stopwatch to ‘60’.

세 눈 크로노그래프(계속)

바늘 조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바늘을 조정하려면 푸셔 A나 B를 누릅니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스톱워치 설정 방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스톱워치를 60으로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경과 또는 분할 시간을 측정하려면: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스톱워치는 경과 시간을 계속 초로 

측정하지만 바늘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3.  시간 측정을 속행하려면 푸셔 B를 다시 누릅니다.

경과 시간을 나타내고 측정을 계속하기 위해 바늘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참고: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동안 시계의 시간, 분 및 초 바늘들은 계속 정확한 시간을 표

시합니다.

스톱워치가 리셋된 때에 스톱워치 바늘들이 60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1. 용두를 빼내십시오.

2. 푸셔 A나 B를 반복적으로 눌러서 바늘들을 60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3. 용두를 밀어넣으십시오.

24 시간

푸셔 A

푸셔 B

초

스톱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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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easure elapsed or split time:
1. PRESS pusher A to start timing.
2. PRESS pusher B to stop timing. The stopwatch continues to count seconds elapsed but the

hands do not move.
3. PRESS pusher B again to resume timing.

The hands move quickly to indicate elapsed time and continue counring.
NOTE: The hour, minute and second hands on the watch will continue to indicate the correct time

while using the stopwatch.

If stopwatch hands do not return to “60” when the stopwatch is reset:
1. PULL out the crown.
2. PRESS pushers A or B repeatedly to move hands to “60” position.
3. PUSH in the crown.

6,9,12 THREE-EYE
CHRONOGRAPH WITH & WITHOUT DATE

Crown position “A”, “B” & “C”.
Pushers “A” (top) & “B” (bottom)
12 o’clock eye “1/10 seconds elapsed”
9 o’clock eye “minutes elapsed”
6 o’clock eye “seconds elapsed”

This chronograph watch has 3 functions:
TIME, CALENDAR, STOPWATCH

6, 9, 12 세 눈 크로노그래프/날짜 표시 및 비표시

용두 위치 A , B 및 C.

푸셔 A(위) 및 B(아래).

12시 눈 경과한 1/10초.

9시 눈 경과한 분.

6시 눈 경과한 초.

이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 달력, 스톱워치.

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달력

달력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날짜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스톱워치

스톱워치는 다음과 같은 측정 능력을 갖추고 있

습니다:
1초까지 1/10초 단위의 경과 시간(위 눈).

1시간까지 분 단위의 경과 시간(중간 눈).

1분까지 초 단위의 경과 시간(아래 눈).

*  스톱워치를 사용하기 전에 스톱워치 바늘을 60 

및 0 위치로 리셋하십시오.

1/10 초 1/10 초

초 초

푸셔 A 푸셔 A

푸셔 B 푸셔 B

용두 위치 용두 위치

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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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set the time:
1. PULL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Crown into “A” position.

CALENDAR
To set the calendar: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lockwise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NOTE: The date changes automatically every 24 hours.

STOPWATCH
The stopwatch is capable of measuring:
1/10 seconds elapsed up to one second (top eye).
Minutes elapsed up to one hour (middle eye).
Seconds elapsed up to one minute (bottom eye)

BEFORE USING THE STOP WATCH, reset the stopwatch hands to the “60” and “0” positions.

2,6,10 THREE-EYE CHRONOGRAPH

NOTE: Crown position “1”, “2” & “3”
NOTE: Pushers “A” (top) & “B” (bottom)
NOTE: Left eye “minute totalizer”
NOTE: Right eye “small second”
NOTE: Centre eye “date indicator”

This chronograph watch has 3 functions:
TIME, CALENDAR, STOPWATCH

TIME
To set the time:
1. PULL Crown to position “3” .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Crown to position “1” .

2, 6, 10 세 눈 크로노그래프

참고: 용두 위치 1, 2 및 3

참고: 푸셔 A(위) 및 B(아래)

참고: 왼쪽 눈 분 합산기

참고: 오른쪽 눈 작은 초

참고: 중안 눈 날짜 표시기

이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 달력, 스톱워치

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3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1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달력

달력 설정 방법:
1. 용두를 2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1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스톱워치

스톱워치는 다음과 같은 측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 30분까지 분 단위의 경과 시간(왼쪽 눈).

2. 크로노그래프 바늘 1/5 초

스톱워치를 사용하기 전에 푸셔 B에 의해 스톱워치 바늘을 60 위치로 리셋하십시오. 

스톱워치 바늘들이 잘못 움직이면 바늘들을 다음과 같이 리셋하십시오:

초분

용두 위치

날짜

푸셔 A

푸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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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10 세 눈 크로노그래프(계속)

스톱워치 바늘 리셋 방법:
1. 푸셔 A와 B를 누릅니다.
2. 왼쪽 눈 바늘이 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B를 단속적으로 누르십시오.
3. 크로노그래프 바늘이 6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A를 단속적으로 누르십시오.
4. 푸셔 A와 B를 누릅니다.

참고: 푸셔 A나 B를 누르고 있으면 푸셔를 놓을 때까지 바늘이 계속 움직입니다.

일반 스톱워치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축적된 경과 시간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시간 측정을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둘째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스플릿 타임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분할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3.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4.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두 경쟁자 시간 측정:
1. 첫째 이벤트의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첫째 이벤트의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스톱워치는 내부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3. 둘째 이벤트의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둘째 이벤트의 시간을 보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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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ng 2 competitors:
1. PRESS Pusher “A” to start timing of first event.
2. PRESS Pusher “B” to stop timing of first event. Stopwatch continues to run internally.
3. PRESS Pusher “A” to stop timing of second event.
4. PRESS Pusher “B” to view time of second event.
5. PRESS Pusher “B” to reset.

6,12 TWO-EYE CHRONOGRAPH WITH DATE

Crown position “A” ,  “B” & “C”.
Pushers “A” (top) & “B” (bottom).
6 o’clock eye “1 minute up to maxinum 60 minute”.
12 o’clock eye “second”.

This chronograph watch has 3 functions:
TIME, CALENDAR, STOPWATCH.

TIME
To set the time:
1. PULL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Crown in to “A” position, small second hand begins to run.

CALENDAR
To set the calendar: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lockwise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NOTE: The date changes automatically every 24 hours.

STOPWATCH
The stopwatch is capable of measuring:
1/1 second elapsed up to 12 hours.
BEFORE USING THE STOP WATCH, reset the stopwatch hands to the “0” positions.

To reset stopwatch hands:
1. PULL Crown to position “C”.
2. PRESS Pusher “A” intermittently until the chronograph second hand is reset to “0”.

STOPWATCH MINUTE

SECOND HAND

STOPWATCH SECOND

6, 12 두 눈 크로노그래프/날짜 표시

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면, 작은 둘째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달력

달력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날짜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스톱워치

스톱워치는 다음과 같은 측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 12시간까찌 1/1초 단위의 경과 시간.
스톱워치를 사용하기 전에 스톱워치 바늘을 0 
위치로 리셋하십시오.

스톱워치 바늘 리셋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크로노그래프 초 바늘이 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A를 단속적으로 누르십시오.

용두 위치 A , B 및 C.

푸셔 A(위) 및 B(아래).

6시 눈 1분에서 최고 60분까지 표시.

12시 눈은 초 표시.

이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 달력, 스톱워치.

일반 스톱워치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축적된 경과 시간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시간 측정을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둘째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용두 위치

스톱워치 초

스톱워치 분

초 바늘

푸셔 A

푸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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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stopwatch measurement:
1. PRESS Pusher “A” to start timing.
2. PRESS Pusher “A” to stop timing.
3. PRESS Pusher “B” to reset.

Accumulated elapsed time measurement:
1. PRESS Pusher “A” to start timing.
2. PRESS Pusher “A” to stop timing.
3. PRESS Pusher “A” to restart timing.
4. PRESS Pusher “A” to stop 2nd timing.
5. PRESS Pusher “B” to reset.

3,6,9,12 FOUR-EYE CHRONOGRAPH

NOTE: Crown position “A” & “B”
NOTE: Pushers “A” (top) & “B” (bottom)
NOTE: 12 o’clock eye “1/10” or seconds elapsed”
NOTE: 9 o’clock eye “minutes elapsed”
NOTE: 6 o’clock eye “seconds elapsed”
NOTE: 3 o’clock eye “24-hour”

This chronograph watch has 2 functions:
TIME, STOPWATCH.

TIME
To set the time:
1. PULL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Crown in to “A” position.

STOPWATCH
The stopwatch is capable of measuring:
1/10 seconds elapsed up to 60 minutes (top eye).
Minutes elapsed up to one hour (middle eye).
Seconds elapsed up to one minute (bottom eye)

BEFORE USING THE STOPWATCH, reset the stopwatch hands to the “60” and “0” positions.

STOPWATCH MINUTE 24-HOUR

STOPWATCH SECOND

3, 6, 9, 12 네 눈 크로노그래프

참고: 용두 위치 A 및 B

참고: 푸셔 A(위) 및 B(아래)

참고: 12시 눈 경과한 1/10초 딘위 시간

참고: 9시 눈 경과한 분

참고: 6시 눈 경과한 초

참고: 3시 눈 24시간

이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 스톱워치.

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스톱워치

스톱워치는 다음과 같은 측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60분까지 1/10초 단위의 경과 시간(위 눈).

1시간까지 분 단위의 경과 시간(중간 눈).

1분까지 초 단위의 경과 시간(아래 눈).

스톱워치를 사용하기 전에 스톱워치 바늘을 60 및 0 위치로 리셋하십시오.

스톱워치 바늘 리셋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위 눈 바늘이 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A를 단속적으로 누르십시오.

3. 분 및 초 눈 바늘들이 6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B를 단속적으로 누르십시오.

참고: 푸셔 A나 B를 누르고 있으면 푸셔를 놓을 때까지 바늘이 계속 움직입니다.

용두 위치

스톱워치 초

1/10 초

스톱워치 분 24 시간

푸셔 A

푸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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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stopwatch measurement:
1. PRESS Pusher “A” to start timing.
2. PRESS Pusher “A” to stop timing.
3. PRESS Pusher “B” to reset.

Accumulated elapsed time measurement:
1. PRESS Pusher “A” to start timing.
2. PRESS Pusher “A” to stop timing.
3. PRESS Pusher “A” to restart timing.
4. PRESS Pusher “A” to stop 2nd timing.
5. PRESS Pusher “B” to reset.

3,6,9,12 FOUR-EYE CHRONOGRAPH

NOTE: Crown position “A” & “B”
NOTE: Pushers “A” (top) & “B” (bottom)
NOTE: 12 o’clock eye “1/10” or seconds elapsed”
NOTE: 9 o’clock eye “minutes elapsed”
NOTE: 6 o’clock eye “seconds elapsed”
NOTE: 3 o’clock eye “24-hour”

This chronograph watch has 2 functions:
TIME, STOPWATCH.

TIME
To set the time:
1. PULL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Crown in to “A” position.

STOPWATCH
The stopwatch is capable of measuring:
1/10 seconds elapsed up to 60 minutes (top eye).
Minutes elapsed up to one hour (middle eye).
Seconds elapsed up to one minute (bottom eye)

BEFORE USING THE STOPWATCH, reset the stopwatch hands to the “60” and “0” positions.

STOPWATCH MINUTE 24-HOUR

STOPWATCH SECOND

3, 6, 9, 12 네 눈 크로노그래프(계속)

일반 스톱워치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축적된 경과 시간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시간 측정을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둘째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스플릿 타임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분할을 중지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3.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4.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용두 위치

스톱워치 초

1/10 초

스톱워치 분 24 시간

B

A

푸셔 A

푸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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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THREE-EYE
CHRONOGRAPH WITH DATE

Crown position “A”, “B” & “C”.
Pushers “A” (top) & “B” (bottom).
3 o’clock eye “24-hour”.
9 o’clock eye “minutes elapsed”.
6 o’clock eye “seconds elapsed”.

This chronograph watch has 2 functions:
TIME, STOPWATCH.

TIME
To set the time:
1. PULL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Crown in to “A” position.

CALENDAR
To set the calendar: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lockwise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NOTE: The date changes automatically every 24 hours.

STOPWATCH
The stopwatch is capable of measuring:
Minutes elapsed up to one hour (left eye).
Seconds elapsed up to one minute (bottom eye)

STOPWATCH SECOND

STOPWATCH
MINUTE

24-HOUR

STOPWATCH SECOND

24-HOUR

STOPWATCH
MINUTE

3, 6, 9, 세 눈 크로노그래프/날짜 표시

용두 위치 A , B 및 C.

푸셔 A(위) 및 B(아래).

3시 눈 24시간.

9시 눈 경과한 분.

6시 눈 경과한 초.

이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 스톱워치.

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달력

달력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날짜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스톱워치

스톱워치는 다음과 같은 측정 능력을 갖추

고 있습니다:
1시간까지 분 단위의 경과 시간(왼쪽 눈).

1분까지 초 단위의 경과 시간(아래 눈).

용두 위치 용두 위치

스톱워치 초 스톱워치 초

스톱워치 분 스톱워치 분

24 시간 24 시간

푸셔 A 푸셔 A

푸셔 B 푸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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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9, 세 눈 크로노그래프/날짜 표시(계속)

스톱워치를 사용하기 전에 스톱워치 바늘들을 60 및 12시 위치로 리셋하십시오.

스톱워치 바늘 리셋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스톱워치 분 및 초 바늘이 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A나 B를 단속적으로 누르십시오.

참고: 푸셔 A를 누르면 바늘들이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푸셔 B를 누르면 바늘들이 시계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일반 스톱워치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스플릿 타임: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분할을 중지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3.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4.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축적된 경과 시간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시간 측정을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둘째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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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12 THREE EYE
1/20 SECOND CHRONOGRAPH WITH DATE

Crown position “A”, “B” & “C”.
Pushers “A” (top) & “B” (bottom).
6 o’clock eye “hour & minutes elapsed”.
9 o’clock eye “second”.
12 o’clock eye “1/20 seconds elapsed”.

This chronograph watch has 3 functions:
TIME, STOPWATCH, CALENDA.

TIME
To set the time:
1. PULL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Crown in to “A” position.

CALENDAR
To set the calendar: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lockwise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NOTE: The date changes automatically every 24 hours.

Do not set the date between 9:00 PM and 1:00 AM.

STOPWATCH
The stopwatch is capable of measuring:
Hour & Minutes elapsed up to 12 hours (bottom eye).
1/20 Seconds elapsed up to 12 hours (top eye).
Seconds elapsed up to 12 hours.

BEFORE USING THE STOP WATCH, reset the stopwatch hands to the “60” and “12 o’clock”
positions.

To reset stopwatch hands:
1. PULL Crown to position “C”.
2. PRESS Pusher “A” for 2 seconds until the stopwatch hour, minute and second hand is reset to

“0”.

1/20 SECONDS

crown
position

A B C

PUSHER B

SECOND

STOPWATCH SECOND

PUSHER A

STOPWATCH
MINUTE

STOPWATCH
HOUR

6, 9, 12 세 눈 1/20 초 크로노그래프/날짜 표시

용두 위치 A , B 및 C.

푸셔 A(위) 및 B(아래).

6시 눈 경과한 시간 및 분.

9시 눈은 초 표시.

12시 눈 경과한 1/20초.

이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 스톱워치, 달력.

시간

시간 설정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돌려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달력

달력 설정 방법:
1. 용두를 B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3. 용두를 A 위치로 밀어넣으십시오.

참고: 날짜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오후 9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날짜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스톱워치

스톱워치는 다음과 같은 측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2 시간까지 시간 및 분 단위의 경과 시간(아래 눈).

12 시간까지 1/20초 단위의 경과 시간(위 눈).

12 시간까찌 초 단위의 경과 시간.

스톱워치를 사용하기 전에 스톱워치 바늘들을 60 및 12시 위치로 

리셋하십시오.

스톱워치 초

스톱워치 분스톱워치 시간

초

1/20 초

용두 위치

푸셔 A

푸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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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 9, 12 THREE EYE
1/20 SECOND CHRONOGRAPH WITH DATE

Crown position “A”, “B” & “C”.
Pushers “A” (top) & “B” (bottom).
6 o’clock eye “hour & minutes elapsed”.
9 o’clock eye “second”.
12 o’clock eye “1/20 seconds elapsed”.

This chronograph watch has 3 functions:
TIME, STOPWATCH, CALENDA.

TIME
To set the time:
1. PULL Crown to “C” position.
2. TURN Crown either way to correct time.
3. PUSH Crown in to “A” position.

CALENDAR
To set the calendar:
1. PULL out Crown to “B” position.
2. TURN Crown clockwise to correct date.
3. PUSH in Crown to “A” position.
NOTE: The date changes automatically every 24 hours.

Do not set the date between 9:00 PM and 1:00 AM.

STOPWATCH
The stopwatch is capable of measuring:
Hour & Minutes elapsed up to 12 hours (bottom eye).
1/20 Seconds elapsed up to 12 hours (top eye).
Seconds elapsed up to 12 hours.

BEFORE USING THE STOP WATCH, reset the stopwatch hands to the “60” and “12 o’clock”
positions.

To reset stopwatch hands:
1. PULL Crown to position “C”.
2. PRESS Pusher “A” for 2 seconds until the stopwatch hour, minute and second hand is reset to

“0”.

1/20 SECONDS

crown
position

A B C

PUSHER B

SECOND

STOPWATCH SECOND

PUSHER A

STOPWATCH
MINUTE

STOPWATCH
HOUR

6, 9, 12 세 눈 1/20 초 크로노그래프/날짜 표시(계속)

스톱워치 바늘 리셋 방법:
1. 용두를 C 위치로 빼내십시오.

2.  스톱워치 시간, 분 및 초 바늘이 0으로 리셋될 때까지  

푸셔 A를 2초 동안 누르십시오.

일반 스톱워치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스플릿 타임: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분할을 중지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3.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4.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축적된 경과 시간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시간 측정을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둘째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두 경쟁자 시간 측정:
1. 시간 측정을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첫째 이벤트의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스톱워치는 내부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3. 둘째 이벤트의 시간 측정을 중지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둘째 이벤트의 시간을 보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스톱워치 초

스톱워치 분스톱워치 시간

초

1/20 초

용두 위치

푸셔 A

푸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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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stopwatch measurement:
1. PRESS Pusher “A” to start timing.
2. PRESS Pusher “A” to stop timing.
3. PRESS Pusher “B” to reset.

Split time:
1. PRESS Pusher “A” to start timing.
2. PRESS Pusher “B” to stop split.
3. PRESS Pusher “B” to begin again.
4. PRESS Pusher “A” to stop.
5. PRESS Pusher “B” to reset.

Accumulated elapsed time measurement:
1. PRESS Pusher “A” to start timing.
2. PRESS Pusher “A” to stop timing.
3. PRESS Pusher “A” to restart timing.
4. PRESS Pusher “A” to stop 2nd timing.
5. PRESS Pusher “B” to reset.

Timing 2 competitors:
1. PRESS pusher “A” to start timing.
2. PRESS pusher “B” to stop timing of first event. Stopwatch continues to run internally.
3. PRESS pusher “A” to stop timing of second event.
4. PRESS pusher “B” to view time of second event.
5. PRESS pusher “B” to reset.

DIGITAL WITH ALARM / DUAL TIME / CHRONOGRAPH

FEATURES
Hour, Minute, Second
Day, Date, Month
Dual Time, Alarm, Timer
Chronograph 1/100 Second with Split Back Light (EL)

EL S1 DUAL
TIME

S2 SETTINGS3CHANGE
MODE

알람/듀얼 타임/크로노래프를 갖춘 디지털 시계

특징
시간, 분, 초

요일, 날짜, 월

듀얼 타임, 알람, 타이머

분할 백라이트(EL)를 갖춘 크로노그래프 1/100초

작동 모드
1. 시간, 요일, 날짜, 월을 보려면 S3를 한번 누르십시오

2. 알람을 보려면 S3을 한번 누르십시오

3. 크로노그래프를 보려면 S3을 한번 누르십시오

5. 타이머를 설정하려면 S3을 한번 누르십시오

6. S3을 다시 누르면, 시간 모드로 돌아갑니다

설정 순서

A) 보통 시간 설정
1. 초 설정을 위해 S2를 2초 동안 누르고 00을 위해 S1을 누르십시오

2. S3을 한번 눌러 분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3. S3을 한번 눌러 시간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4. S3을 한번 눌러 시간 표시를 설정하고, S1을 눌러 12H/24H를 설정합니다

5. S3을 한번 눌러 월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6. S3을 한번 눌러 날짜를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7. S3을 한번 눌러 요일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8. 설정이 완료되면 S2를 한번 누릅니다. 정상 시간이 표시될 것입니다.

듀얼 타임

설정변경 모드

S1EL

S2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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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듀얼 타임/크로노래프를 갖춘 디지털 시계 (계속)

B) 듀얼 타임 설정.
1. 듀얼 타임을 위해 S1을 누르십시오

2. 분 설정을 위해 S2를 2초 동안 누르고 00을 위해 S1을 누르십시오

3. S3을 한번 눌러 시간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4. 설정이 완료되면 S2를 한번 누릅니다. 정상 시간이 표시될 것입니다.

c) 알람 설정
알람 모드를 위해 S3를 누르십시오

1. 알람만 켜려면 S1을 한번 누르십시오

2. 차임만 켜려면 S1을 한번 누르십시오

3. 알람과 차임을 켜려면 S1을 한번 누르십시오

4. 알람과 차임을 끄려면 S1을 한번 누르십시오

5. S2를 2초 동안 눌러 시간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6. S3을 한번 눌러 분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7. 설정이 완료되면 S2를 한번 누릅니다. 알람 모드로 돌아갑니다.

D) 크로노그래프
크로노그래프 기능으로 가려면 S3을 두번 누르십시오

1. 시간 측정을 시작/중지하려면 S1을 누릅니다

2. 시간을 분할하려면 S2를 누르십시오

3. 리셋하려면 S1을 누른 후에 S2를 누릅니다.

E) 타이머
S3을 세번 눌러 시간 모드로 갑니다

1. S2를 2초 동안 눌러 시간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2. S3을 한번 눌러 분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3. 설정이 완료되면 S2를 한번 누릅니다.

4. 시작/중지하려면 S1을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S2를 누릅니다

계수가 완료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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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IMER
PRESS S3 three times to Time Mode
1. HOLD S2 2 seconds to set "Hour"; Press S1 to advance
2. PRESS S3 once to set "Minute"; Press S1 to advance
3. PRESS S2 once when setting is complete.
4. RESS S1 to "Start" / "Stop"
5. PRESS S2 to "Reset"
When counting complete, alarm will sound.

ANA-DIGIT

FEATURES
Hour, Minute, Second
Month, Date
Back Light (EL)

NORMAL TIME MODE
1. PRESS S1 once to view Month & Date
2. PRESS S1 twice to view Second
3. PRESS S2 once, ""Time"" & ""Date"" mode will be displayed alternatively

PRESS S1 twice, back to Time mode"
4. PRESS EL to light-up display

SETTING SEQUENCE
1. PRESS S2 twice to set "Month"; Press S1 to advance
2. PRESS S2 once to set "Date"; Press S1 to advance
3. PRESS S2 once to set "Hour"; Press S1 to advance
4. PRESS S2 once to set "Minute"; Press S1 to advance
5. PRESS S2 once when setting is complete. Normal time will be displayed (Press S1 if time mode

does not flash).

EL

S1S2

아날로그-디지털

특징
시간, 분, 초

월, 날짜

백라이트(EL)

보통 시간 모드
1.  월과 일을 보려면 S1을 누르십시오

2.  초를 보려면 S1을 두번 누르십시오

3.  S2를 한번 누르면, 시간 및 날짜 모드가 양자택일로 표시되며, S1을 두번 누르면 시간 

모드로 돌아갑니다

4.  EL을 누르면 표시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설정 순서
1.  S2를 두번 눌러 월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2.  S2를 한번 눌러 날짜를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3.  S2를 한번 눌러 시간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4.  S2를 한번 눌러 분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5.  설정이 완료되면 S2를 한번 누릅니다. 보통 시간이 표시됩니다(시간 모드가 깜박이지 

않으면 S1을 누르십시오).

EL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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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WITH ALARM, CHRONOGRAPH 1/100 SEC,
COUNTDOWN & DUAL TIME

FEATURES
Hour, Minute, Second
Day, Date, Month
Dual Time, Alarm, Countdown
Chronograph 1/100 Second with lap control
Back Light (EL)

SETTING SEQUENCE
A) NORMAL TIME SETTING
1. HOLD S2 3 seconds to “Second”; Press S1 or S3 for 00
2. PRESS S2 once to set “Minute”; Press S1 or S3 to advance / backward
3. PRESS S2 once to set “Hour”; Press S1 or S3 to advance / backward
4. PRESS S2 once to set “Year”; Press S1 or S3 to advance / backward
5. PRESS S2 once to set “Month”; Press S1 or S3 to advance / backward
6. PRESS S2 once to set “Day”; Press S1 or S3 to advance / backward
7. HOLD S2 3 seconds to return to normal time display.

B) DUAL TIME SETTING
1. PRESS S1 to Dual Time
2. HOLD S2 2 seconds to set "Minute"; Press S1 for 00
3. PRESS S3 once to set "Hour"; Press S1 to advance
4. PRESS S2 once when setting is complete. Normal time will be displayed.

C) ALARM SETTING
PRESS S3 to Alarm Mode
1. PRESS S1 to "Alarm 1" – “Alarm 5”
2. HOLD S2 2 seconds until “AL” flash

PRESS S1/S3 to set “Alarm” / “Chime”
3. PRESS S2 once to set “Hour” Press S1 or S3 to advance / backward
4. PRESS S2 once to set “Minute” Press S1 or S3 to advance / backward
5. HOLD S2 3 seconds when setting is complete. Return to Alarm Model.

D) COUNTDOWN TIMER SETTING
(i) PRESS S3 twice to Countdown Timer function [T1] (1~90 mins)

1) HOLD S2 2 seconds to set "Minute"; Press S1/S3 to advance / backward
2) HOLD S2 3 sec to end setting
3) PRESS S2 to start/stop countdown

EL S1

S2S3

알람, 크로노래프 1/100초, 카운트다운 및 듀얼 타임을 갖춘 디지털 시계

특징
시간, 분, 초

요일, 날짜, 월

듀얼 타임, 알람, 카운트다운

랩 컨트롤을 갖춘 크로노그래프 1/100초

백라이트(EL)

설정 순서

A) 보통 시간 설정
1. 초 설정을 위해 S2를 3초 동안 누르고 00을 위해 S1이나 S3을 누르십시오

2. S2를 한번 눌러 분을 설정하고, S1이나 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3. S2를 한번 눌러 시간을 설정하고, S1이나 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4. S2를 한번 눌러 연도를 설정하고, S1이나 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5. S2를 한번 눌러 월을 설정하고, S1이나 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6. S2를 한번 눌러 일을 설정하고, S1이나 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7. S2를 3초 동안 눌러 정상 시간 표시로 돌아갑니다.

B) 듀얼 타임 설정
1. 듀얼 타임을 위해 S1을 누르십시오

2. 분 설정을 위해 S2를 2초 동안 누르고 00을 위해 S1을 누르십시오

3. S3을 한번 눌러 시간을 설정하고, S1을 눌러 진행합니다

4. 설정이 완료되면 S2를 한번 누릅니다. 정상 시간이 표시될 것입니다.

c) 알람 설정
알람 모드를 위해 S3를 누르십시오

1.  S1을 눌러 알람 1 - 알람 5로 갑니다

2.  AL이 깜박일 때까지 2초 동안 S2를 누르고 알람/차임 설정을 위해 S1/S3를 누르십시오

3.  S2를 한번 눌러 시간을 설정하고, S1이나 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4.  S2를 한번 눌러 분을 설정하고, S1이나 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5.  설정이 완료되면 S2를 3초 동안 누릅니다. 알람 모드로 돌아갑니다.

S2S3

S1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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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크로노래프 1/100초, 카운트다운 및 듀얼 타임을 갖춘 디지털  
시계 (계속)

D) 카운트다운 타이머 설정

(i) 카운트다운 타이머 기능으로 가려면 S3을 두번 누르십시오 [T1] (1-90분)

1) S2를 2초 동안 눌러 분을 설정하고, S1/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2) S2를 3초 동안 눌러 설정을 종료합니다

3) 카운트다운을 시작/중지하려면 S2를 누릅니다

(ii)  S1을 눌러 카운트다운 카이머[T2]로 갑니다(정상 시간에서 사전 설정 시간으로 - 

24시간 이내)

1)  S2를 3초 동안 눌러 시간을 설정하고, S1/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2)  S2를 한번 눌러 분을 설정하고, S1이나 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3)  S2를 3초 동안 눌러 설정을 종료합니다

4)  카운트다운을 시작/중지하려면 S2를 누릅니다. 정상 시간과 사전 설정 시간 간의 

시간 차이가 표시됩니다

(iii) 카운트다운 데이 타이머[T3]로 가려면 S1을 누르십시오

1) S2를 3초 동안 눌러 연도를 설정하고, S1/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2) S2를 한번 눌러 월을 설정하고, S1이나 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3) S2를 한번 눌러 일을 설정하고, S1이나 S3을 눌러 전진/후진합니다

4) 설정이 완료되면 S2를 한번 누릅니다.

E) 크로노그래프
S3을 세번 눌러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갑니다

1) S1을 누르고 랩 (LAP) 또는 분할 (SPL)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시작/중지하려면 S2를 누릅니다

3) 랩/분할 시간을 보려면 S1을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S2를 누른 상태에서 S1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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