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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의 초침은   H  입니다.    I   는 크로노 초침으로 일반적인 경우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푸쉬버튼        크라운         푸쉬버튼        시침             분침

초침             크로노 초침            24h 시침             크로노 분침

크로노 리셋 ※ 크로노 시침 리셋은 ①번 진행 후/크로노 분침 리셋은 ①, ②번 진행 후 하셔야 합니다. 크로노 초침이 맞더라도 A와 C버튼을 동시에 2초이상 눌러 한번 회전시키고 C버튼을 누른 후 ②, ③번 진행하세요.

크로노 초침 리셋                      크로노 시침 리셋                        크로노 분침 리셋                         완료
크로노 초침이  “0”의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B를 2까지 당기세요. A와 C버튼을 

동시에 2초 이상 누르면 크로노 초침(I)이 

회전하여 “12시” 방향에 멈춥니다. 

A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1초씩 이동, 

계속 누르고 있으면 빨리 이동합니다. “12

시” 방향에 맞춰지면 C버튼을 누르세요.

  

크로노 시침이  “0”의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앞의 1단계 후, A버튼을 누르면  

크로노 시침이 움직입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빨리 이동 합니다. “12시” 방향에 

맞춰지면 C버튼을 누르세요. 

크로노 분침이  “30”의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앞의 2단계 후, A버튼을 누르면 

크로노 분침이 움직입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빨리 이동합니다. “30” 방향에 

맞춰지면 C버튼을 누르세요. 

모든 세팅이 완료되면 B버튼을 완전히 

눌러주세요.

시간 & 날짜

B버튼을 2까지 당기세요. B버튼을 돌려  

시침(F)과 분침(G)을 조정한 후 B버튼을 

완전히 눌러주세요.

더욱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시려면 초침이 

“59”에 왔을 때 B버튼을 당긴 후 시/분을 

세팅하세요.

B버튼을 1까지 당기세요. 어제의 날짜가 

나타나도록 B버튼을 돌립니다. B버튼을 

2까지 당긴 후 현재 날짜가 나타날 때 

까지 돌립니다. 

현재 날짜가 표시되면 시/분을 조정합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라면 시침이 “12”를 

한번 지나게 한 후 시/분을 맞춰주세요. 

모든 세팅이 완료되면 B버튼을 완전히 

눌러주세요.

크로노그래프 기능

Ⅰ시간 측정 Ⅱ누적시간 측정

A버튼을 누르면 시작, 한번 더 누르면 멈춤, C버튼을 누르면 리셋. A버튼을 계속 누름으로써 반복해서 누적된 시간을 측정. C버튼을 누르면 리셋.

타키미터

타키미터는 단위시간당 자동차 등의 시속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며 1Km를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60km 이상인 것만 측정이 가능하며, 시계 베젤에 속도 

눈금이 표시된 것만 읽을 수 있습니다.

① 달리는 차량이 스타트 라인을 지날 때 A버튼을 누르세요. 
② 차량이 1km 지점을 지날 때 C버튼을 누르세요. 
③ 크로노 초침이 가리키고 있는 눈금이 1km구간의 평균속도입니다. ※ 본 한글 매뉴얼은 일반적인 크로노그래프의 요약된 매뉴얼로 모델에 따라 작동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