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 및 관리

구입하신 시계는 제품의, 기능 및 세부사항에 있어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시계의 기능, 적절한 관리 및 작동을 위

해 주의 깊게 다음 정보 및 작동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및 수리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보증 및 서비스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아니면 저희 서비스 웹사이트 홈 페이

지에 오셔서 보증 및 서비스 정보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충격

당사의 모든 시계들은 충격 저항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으며 충격 

저항에 대한 국제 규격을 충족하도록 시험되었습니다.

자성 

시계가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면 시간 표시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쿼츠 시계는 자기장으로부터 벗어나

기만 하면 원래의 정확성으로 작동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자동 또

는 핸드와운드 기계식 시계는 다시 작동시키기 전에 자성소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수

당사의 모든 시계는 국제 방수 기준인 3ATM / 30M / 99 feet에 충

분히 부합되므로, 케이스, 크라운, 크리스탈 등이 그대로인 한 수

도물이나 빗물에 의해서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50M / 5 ATM / 165 feet 방수 표시된 시계는 샤워나 수영 중에도 

착용하실 수 있지만, 스쿠버 다이빙에는 안 됩니다.

주의: 수중에 있을 시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누름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방수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 가죽시계줄을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시계의 수

명단축을 가져옵니다.

시계가 염소 또는 바닷물에 노출된 후에는 깨끗한 물로 적신 부드

러운 천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배터리 정보

구입하신 쿼츠 아날로그 시계 또는 크로노그래프에는 시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정상 사용 환경

에서 약 18-36 개월간 지속됩니다. 

유의사항: 크로노그라프 모델에 있는 스톱워치 타이머 같은 특수 

기능들을 자주 사용하면, 전지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수명 종료 기능: 다수 모델에서 배터리가 거의 소진되었을 때 초

침은 4초 단위로 한 번씩 멈추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배터리 교체: 공인 서비스 센터로 시계를 가져가거나 보내서 배

터리를 교환하도록 하십시오 – 낡은 배터리는 적절히 폐기/재활

용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배터리를 교환하려고 시도하지 마십

시오.

보증 및 서비스 정보

보증 및 서비스에 대한 전체 정보는 시계에 동봉된 인쇄본 보증

서 및 서비스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면 저희 서비

스 웹사이트 홈 페이지에 오셔서 보증 및 서비스 정보 링크를 클

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