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20 요약 설명서
※ 본 제품은 태양열로 작동됩니다. 다이얼을 빛에 노출시켜 충분히 충전한 후 사용하십시오.
※ 충전 시간, 사양 및 작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E820 사용설명서

구성요소 명칭

시침

시간/달력 설정하기
기능 바늘
·크로노그라프
(분)
크로노그라프
1/20초

버튼 B
분침
날짜표시
24시간 바늘

크라운
모드 바늘

알람표시
(ON/OFF)

버튼 A

이 시계의 달력은 윤년을 포함하여 2100년 2월 28일까지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크라운을

1

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모드를 [TME]로 변경하십시오.
3. 크라운을

2

번 위치로 당깁니다.

4. 오른쪽 상단 버튼

B

를 눌렀다 놓습니다.

- 초침은 0초를 가리 킵니다.

5. 오른쪽 상단 버튼

B

를 반복해서 눌렀다 놓아 바늘/표시를

수정하십시오.
- 버튼 B를 누를 때마다 대상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시/분 → 연도 →월 → 날짜 → (맨 위로)

초침

- 바늘/표시가 선택되면 조절 가능하게 표시됩니다.
크라운 단계
※ 실제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크라운은 두 가지 위치로 당길 수 있습니다.

6. 크라운을 돌려 바늘/지시를 조정하십시오.
- 시침, 분침 및 24시간 바늘이 동시에 이동합니다.
- 24시간 바늘로 AM 또는 PM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크라운을 몇 번 빨리 돌리면 바늘/표시가 계속 움직입니다.
빠른 움직임을 멈추려면 크라운을 어느 방향으로든 돌려줍니다.
- 초침을 이용해 기능 바늘과 달로 연도를 표시합니다.

‘연도’는 윤년 이후의 연도에
해당하며 마커로 표시됩니다.

‘월’은 시간의 위치로 표시됩니다.
각 숫자는 월을 의미합니다.

윤년 이후 햇수 : 0 (윤년)
윤년 이후 햇수 : 1
윤년 이후 햇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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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년 이후 햇수
:3

5

4

6

7. 상기 5단계와 6단계를 반복하십시오.
8. 정확한 시간을 확인한 후 크라운을
완료합니다.

0

번 위치로 밀어서 절차를

현지 시간 설정

기준 위치 수정하기

[TME]의 시간과의 시차를 1시간 단위로 설정하여 현지 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시간차는 [TME] 시간에서 ±27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크라운을

1. 크라운을

1

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모드를 [L-TM]으로 변경하십시오.
- 현지 시간이 표시됩니다.

3. 크라운을

2

번 위치로 당깁니다.

4. 크라운을 돌려 시침을 조정하십시오.
- 시침은 1시간 단위로 움직이며, 24시간 바늘도 같이 움직입니다.
- 크라운을 빠르게 회전시키면 바늘이 계속 움직입니다.
빠른 이동을 멈추려면 크라운을 어느 방향으로든 돌려줍니다.

5. 크라운을

0

위치로 밀어 절차를 완료합니다.

기준 위치 확인하기
1. 크라운을

1

번 위치로 당깁니다.

1

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모드를 [CHR]로 변경하십시오.
3. 크라운을

2

번 위치로 당깁니다.

- 바늘/표시가 메모리에 저장된 현재 참조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4. 오른쪽 상단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고 있습니다.
5. 오른쪽 상단 버튼

B

를 반복해서 눌렀다 놓아 바늘/표시를

수정하십시오.
- 버튼을 누를 때마다 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능 바늘/날짜 표시 → 시침/분침/24 시간 바늘 → 초침 → (맨 위로)

6. 크라운을 돌려 바늘/표시를 조정하십시오.
- 시침, 분침 및 24시간 바늘을 동시에 이동합니다.
- 기능 바늘이 4번 회전하면 날짜 표시가 다음으로 바뀝니다.
- 크라운을 몇 번 빨리 돌리면 바늘/표시가 계속 움직입니다.
빠른 움직임을 멈추려면 크라운을 어느 방향으로든 돌려줍니다.

7. 상기 5단계와 6단계를 반복하십시오.
8. 크라운을

0

번 위치로 밀어 절차를 완료합니다.

2. 크라운을 돌려 모드를 [CHR]로 변경하십시오.
3. 크라운을

2

번 위치로 당깁니다.

- 바늘/표시가 메모리에 저장된 현재 기준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4. 기준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시계 재설정- 전체 리셋
1. 크라운을

1

번 위치로 당깁니다.

올바른 기준 위치

2. 크라운을 돌려 모드를 [CHR]로 변경하십시오.

- 시침, 분침 및 초침 : 0시간 00 분 00초

3. 크라운을

- 24시간 바늘 : "24"
- 날짜 표시 : "1"
- 기능 바늘 : "0"
현재 기준 위치가 올바른 기준 위치와 다른 경우 ‘기준 위치 조정’ 단계에 따라
위치를 조정하십시오.

5. 크라운을

0

2

번 위치로 당깁니다.

- 바늘/표시가 메모리에 저장된 현재 참조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4. 오른쪽 하단 버튼

A

와 오른쪽 상단 버튼

B

를 동시에 눌렀다

놓습니다.
- 버튼을 놓으면 알람이 울리고 모든 재설정이 실행됩니다.

5. 크라운을

0

번 위치로 밀어 절차를 완료합니다.

번 위치로 밀어 절차를 완료합니다.
전체 리셋 완료 후
전체 리셋 후 기준 위치를 조정하고 시간, 달력 및 기타 설정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