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람 시간 맞춤법

규 격
· 사용 크리스탈 표준 주파수⋯ 32.768KHz
· 표시 방식 ⋯⋯⋯⋯⋯ 전계효과 액정표시
· 정확도 ⋯⋯⋯⋯⋯⋯⋯⋯⋯
± 15초/월

· 사용 전지 ⋯ CR2016 혹은 동일규격
· 전지 수명 ⋯⋯⋯⋯⋯⋯⋯⋯ 24 개월

특 징
· 기본 시계 기능 ⋯⋯⋯⋯⋯⋯⋯⋯⋯⋯⋯⋯⋯⋯⋯⋯⋯⋯⋯⋯⋯시, 분, 초, 일, 요일
· 타이머 기능 ⋯⋯⋯⋯⋯⋯⋯⋯⋯⋯ 3게의 별도 타이머가능(90분, 24시간, 1100일)
· 알람 기능 ⋯⋯⋯⋯⋯⋯⋯⋯⋯⋯ 5개 독립 알람/정해진 시간에 알람 20초간 동작
스누즈(SNOOZE)기능 2회(5분간격)
· 스톱 워치 기능 ⋯·⋯⋯ ① 1/100초 단위로 측정되며 최대 24시간까지 측정 가능
② 도중계시(LAP) 분할계시(SPLIT)
· 시보 기능 ⋯⋯⋯⋯⋯⋯⋯⋯⋯⋯⋯⋯⋯⋯⋯⋯⋯⋯⋯··⋯⋯ 매 정시마다 시보 동작
· 듀얼 타임(DUAL TIME) 및 HOLOGRAPHIC LCD
· 야간조명(EL LIGHT)기능 ⋯⋯⋯⋯⋯⋯⋯⋯⋯⋯⋯⋯⋯⋯⋯⋯⋯ 3초간 LIGHT 작동
· AUTO DST(일광절약시간) 계산기능⋯3월 마지막주 일요일~10월 마지막주 일요일
· 12/24 시간제
· AUTO CALENDAR(2000~2069)

1. 평상 시간 상태에서 S3 버튼을 1회 누르면 알람시간 표시 상태가 된다.
2. 첫번쩨 알람표시 상태에서 S1 버튼을 계속 누르면 5개의 알람시간 표시 상태까지
순환표시된다.
3. 각각의 알람시간 표시상태에서 S2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AL”이 깜빡이며, 이때
)표시가 ON또는 OFF된다.
S1 버튼을 누르면 알람(
4. S2 버튼을 눌러서 “시”맞춤상태가 되면 S1 또는 S3 버튼을 눌러 “시”를 맞춘다.
5. S2 버튼을 눌러서 “분”맞춤상태가 되면 S1 또는 S3 버튼을 눌러 “분”를 맞춘다.
6. 알람시간을 맞춘후 S1 버튼을 누르면 1~5까지 변환을 하며 알람을 맞춘후 S2
버튼을 길게 눌러서 맞춘다.
7. 알람시간 맞춤 완료후 S3 버튼을 누르면 평상시간 표시 상태로 전환한다.
8. 알림기능 해지시 S1 버튼을 5회 누르면 알람마크가 소거되며 알람기능을 해지한다.
9. 정해진 알람시간이 되면 20초간 알람이 울리며 버튼을 눌러 정지시키지 않으면
2회에 걸쳐 5분 간격의 스누즈(SNOOZE:반복알람기능)기능이 동작된다.

타이머(T1, T2, T3) 사용법

표시상태
1. 평상시간 표시

4. 타이머 표시

2. 듀얼 타임

3. 알람 표시

5. 다기능 스톱워치 표시

버튼의 기능 및 동작
Model: 567-27

Model: 567-28

S1: 평상시간 또는 듀얼타임선택, 알람 및 시보 ON/OFF, 초기화, 알람(1~5)선택, 스톱
워치 분할(SPLIT)/도중(LAP)계시 및 선택, 타이머(T1, T2, T3)선택, 맞춤부분 숫자올
림, DST(일광절약 시간) ON/OFF
S2: 맞춤기능 시작/종료, 맞춤자리 선택, DST맞춤 선택, 타이머(T1) 시작/정지, 타이머
(T2,T3) 시작/잔여시간 확인
S3: 표시상태 선택, 맞춤 부분 숫자내림, DST(일광절약시간) ON/OFF
S4 / S5: 전자조명(EL LIGHT)

1. 평상시간 표시상태에서 S3 버튼을 2회 누르면 타이머(T1) 표시 상태가 된다
2. 타이머(T1) 표시 상태에서 S2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시,분”이 깜빡인다. 이때 S1
또는 S3 버튼을 눌러서 최대 1시간 30분까지 타이머(T1)시간을 맞춘다음 S2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T1) 표시 상태가 된다.
3. 타이머(T1) 표시상테에서 S2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T1) 동작/정지를 반복한다.
4. 타이머(T1) 표시상태에서 S1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T2) 표시상태가 되며 S2 버튼을
누르면 “시”가 깜빡이며 이때 S1 또는 S3 버튼을 눌러서 목표 시간을 맞추고 다시
S2 버튼을 누르면 “분”이 깜빡이며 같은 방법으로 “분”을 맞춘 다음 S2 버튼을 누르
면 타이머(T2) 표시상태(최대24시간)가 된다.
5. 타이머(T2)표시상태에서 S2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T2)가 동작되며 S2버튼을 반복해
서 눌러도 동작은 계속되고 있으며 타이머(T2) 잔여시간의 표시/비표시만을 반복한다.
6. 타이머(T2) 표시상태에서 S1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T2) 표시상태가 되며 S2 버튼을
누르면 “년”이 깜빡이며 이때 S1 또는 S3 버튼을 눌러서 목표타이머 “년”을 맞추고
다시 S2 버튼을 누르면 “월”이 깜빡이며 같은 방법으로 “월”을 맞추고 다시 S2 버튼
을 누르면 타이머(T3)표시상태(최대 1100일/3년 5일)가 된다.
7. 타이머(T3) 표시상태에서 S2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T3) 동작되며 S2버튼을 반복해서
눌러도 동작은 계속되고 있으며 타이머(T3) 잔여시간과 목표 타이머(T3) 시간의 표시
를 반복한다.

시보 기능 사용법
1. 알람시간 표시 상태에서 S2 버튼을 누르면 “AL”이 깜빡이며 이때 S1 버튼을 누르
면 사보(
) 마크가 표시(ON)된다.
2. 시보 기능 해지시 S1 버튼을 누르면 시보( )마크가 소거(OFF)된다.

다기능 스톱워치 사용법

시간 및 달력 맞춤법
1. 평상시간 표시상태에서 버튼 S2를 누르고 있으면, “초”가 맞춤 준비 상태가 된다.
2. 버튼 S1 또는 S3를 버튼을 누르면 초가 “00”가 된다
3. S2 버튼을 누르면 “분” 맞춤 대기상태가 되며, S1 또는 S2 버튼을 눌러서 “분” 맞춤
을 진행한다.
4. S2 버튼을 누르면 “시” 맞춤 대기상태가 되며, S1 또는 S2 버튼을 눌러서 “시” 맞춤
을 진행한다.
5. S2 버튼을 누르면 “년” 맞춤 대기상태가 되며, S1 또는 S2 버튼을 눌러서 “년” 맞춤
을 진행한다.
6. S2 버튼을 누르면 “월” 맞춤 대기상태가 되며, S1 또는 S2 버튼을 눌러서 “월” 맞춤
을 진행한다.
7. S2 버튼을 누르면 “일” 맞춤 대기상태가 되며, S1 또는 S2 버튼을 눌러서 “일” 맞춤
을 진행한다.
8. 요일은 자동맞춤 상태이므로 별도 맞춤작업이 필요없다.
9. S2 버튼을 누르면 “시” 맞춤 준비상태가 되며 S1 버튼을 눌러서 “12/24 시간제” 맞
춤을 진행한다.
10. S2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맞춤이 완료되며 평상시간 표시삳태로 전환된다.
11. DST(일광절약시간)필요시 “분”맞춤 준비상테에서 S2 버튼을 길게 누르면 DST OFF
상태 “OF” 가 표시되며 S1 버튼으로 ON/OFF를 선택한다. 이후 S2버튼을 누르면
“시” 맞춤 준비상태가 된다.

1.
2.
3.
4.

평상시간 표시상태에서 S3 버튼을 3회 누르면 스톱워치 준비상태가 된다.
S1 버튼을 눌러서 도중계시(LAP) 또는 분할계시(SPLIT) 상태를 선택한다..
S2 버튼을 누르면 도중계시(LAP) 기능이 시작된다.
S2 버튼을 누르면 스톱워치 중지상태가 되며 S2 버튼을 누르면 이어서 스톱워치
기능을 시작한다.
5. S2 버튼을 눌러서 중지상태에서 S1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 상태가 된다.
6. S2 버튼을 누르면 분할계씨(SPLIT) 기능이 시작된다.
7. S2 버튼을 누르면 스톱워치 중지상태이며 S2 버튼을 누르면 이어서 스톱워치 기능
을 시작한다.
8. 동작상태에서 S1 버튼을 누르면 구간소요 시간이 상단에 표시되며 하단은 총 경과
시간이 계속표시된다.
9. 동작상태에서 S2 버튼을 누르면 중지상태가 되며 이때 S1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
상태가 된다.
10. 초기화 상태에서 S3 버튼을 누르면 평상시간 표시상태로 전환된다.
도중계시(LAP) 약도

분할계시(SPLIT)약도

듀얼타임 사용법
1. 평상시간 표시상태에서 S1 버튼을 누르면 듀얼타임 “DUAL” 표시 상태가 된다.
2. S2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시”가 깜빡이며 “시”맞춤 상태가 되며 이때 S1 버튼을
눌러서 “시”맞춤을 한다.
3. S2 버튼을 길게 누르면 듀얼타임 표시상태가 된다.

야간조명(EL LIGHT) 사용법
1. S4 버튼을 누르면 3초간 EL LIGHT가 켜진다

방수 기능 사용법
1. 50Meter Water-Resistant 시계는 정지된 상태의 수압 86 P.S.I.A이며 바다속
50Meter 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100Meter Water-Resistant 시계는 정지된 상태의 수압 160 P.S.I.A이며 바다속
100Meter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3. 200Meter Water-Resistant 시계는 정지된 상태의 수압 284 P.S.I.A이며
바다속 200Meter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4. 주의사항
Water-Resistant는 수중에서 시계의 Button이나 용두를 밀거나 당기면 방수가
170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