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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고급 스위스 시계 회사인 Movado는 1881년 이래로 예술성과 기술 
혁신으로 100여 개의 특허와 200여 개의 국제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작된 
가장 유명한 시계, 특히 Movado Museum® 시계의 품질 보증 마크입니다.

1947년 예술가 Nathan George Horwitt가 디자인했고 오늘날 모더니즘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12시에 정오의 태양을 상징하여 단일 점으로 정의된 시계 다이얼은 시간 기록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디자인의 순수성으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Movado 시계는 디자인 혁신의 유산과 미래에 대한 헌신으로 차별화됩니다. 구매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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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하게 제작된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Movado 시계는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유지보수는 완전 분해, 청소, 필요한 경우 부품 교체, 재조립 및 무브먼트의 
윤활을 포함합니다. 필수적인 배터리 교체 외에도, 3~5년 간격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시계를 열지 마십시오. 시계를 수리하거나 조절해야 할 경우, Movado 공인 서비스 센터에 직접 
시계를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전세계 전체 목록은 https://repairs.mgiservice.com/movado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참고: Movado Watch Company는 Movado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책임을 
가정합니다.

충격
모든 Movado 시계는 개별적으로 국제 표준을 충족하도록 테스트를 거친 충격 방지 무브먼트를 갖습니다.

먼지
케이스, 수정 또는 용두가 본래 그대로 있지 않다면 시계에 먼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입자로도 
얼마든지 무브먼트가 멈출 수 있습니다. 수정이 느슨해지거나, 깨지거나, 금이 가게 되면 또는 케이스나 
용두가 손상되었으면 즉시 시계를 수리하십시오.

자성
시계가 강자기장에 노출되면 시계의 시간 기록에 영향을 주어,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쿼츠 시계는 
자기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원래 정확성으로 작업을 재개하며, 기계식 시계는 자기를 소거해야 다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방수
모든 Movado 시계는 국제 방수 표준을 충족하도록 테스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일은 3바(30미터/3 ATM/99피트)까지 방수되고, 특정 모델은, 문자반이나 케이스 이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더 큰 압력/깊이까지 방수됩니다.

주의: 방수 한도가 시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계를 3바(30미터/3 ATM/99피트)를 초과하는 압력/
깊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노출시키면, 시계가 손상될 수도 있고 보증은 무효로 됩니다.

중요: 시계가 젖거나 수중에 있을 때 시계 용두,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누름 버튼 또는 기타 푸셔/버튼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참고: Movado Watch Company는 부적절한 손상으로 인한 누출로 초래되거나 관련된 손상이나 케이스, 
용두, 개스킷 또는 수정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방수 기능을 유지 관리하려면 연간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케이스를 밀폐하는 개스킷과 용두는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마모되고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위해 시계를 열 때마다 
이러한 부품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해야 합니다.

공인 Movado 서비스 센터는 모든 서비스 주문에서 일상적인 단계로 자동으로 시계의 방수 기능을 다시 
테스트합니다.

관리	및	유지보수

https://repairs.mgiservice.com/movado


5

기타 예방조치:
시계에 스크류다운 용두가나 푸셔가 장착된 경우, 매 작동 후 케이스에 다시 조여 넣으십시오.

시계 케이스는 방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계줄은 수중에서 마모되거나 젖지 않습니다. 시계줄 
관리를 확인하십시오.

시계가 갑작스럽고 과도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딱딱한 표면에 시계를 떨어뜨리거나 치지 마십시오. 격렬한 충격 후에는 항상 방수 기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수에 노출된 후에는 시계를 깨끗한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서 정기적으로 시계를 
청소하십시오.

시계줄	관리
시계줄의 수명은 관리와 착용 습관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기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적절한 관리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죽끈은 마른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물에 노출되면 가죽 시계끈은 부서져 끊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가죽의 마감 처리를 보존하려면 향수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죽끈을 염소처리된 물이나 식염수에 
노출시킨 후, 깨끗한 물에 적시고 공기 중에 말리십시오.

참고: Movado 시계줄은 Movado 시계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배터리	정보
Movado 쿼츠 시계에는 시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1.55 V의 산화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용에서 약 18 – 36개월 간 지속됩니다.

참고: 스톱워치 타이머나 크로노그래프 모델과 같은 특수 기능의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수명 끝 기능: 대부분의 모델에서 초침은 배터리가 거의 소진되면 4초 증분 단위로 머뭇거리며 이동하기 
시작하여, 배터리를 교체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배터리 교체: Movado에서 권장하는 교체 배터리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를 공인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거나 보내어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이전 배터리는 적절하게 폐기/재활용됩니다. 사용자가 배터리 
교체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관리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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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H – 시침
M – 분침
D – 요일/날짜 창

1, 2, 3 – 용두 위치

A – 요일 표시기 판

B – 날짜 표시기 판

용두의	위치:

위치 1 –  평상 작동 위치; 용두가 케이스 안으로 

밀려 들어감.
위치 2 –  날짜 + 요일 교정하기: 

요일 수정: 
용두를 위치 2로 당기십시오(시계가 

작동 시). 원하는 요일이 원하는 언어로 

표시될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용두를 위치 1로 도로 

누르십시오.  
위치 3 –  시간 맞추기 위치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기십시오(시계가 

멈출 시). 현재 시간이 표출될 때까지, 

용두를 돌리십시오. 용두를 위치 1로 도로 

누르십시오.

시간	맞추기:

1.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기십시오. 시계가 멈춥니다.
2.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려 원하는 시각으로 

바늘을 이동하십시오. 
3.  용두를 위치 1로 도로 누르십시오. 시계가 다시 

시동합니다. 이제 올바른 시간에 맞추십시오.

날짜	교정하기:	

1.  용두를 위치 2로 당기십시오. 시계가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2.  요일/날짜 창 D에 정확한 날짜가 나올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3. 용두를 위치 1로 도로 누르십시오.

요일	교정하기:

1.  용두를 위치 2로 당기십시오. 시계가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2.  요일/날짜 창 D에 정확한 요일이 나올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십시오.
3. 용두를 위치 1로 도로 누르십시오. 

	스탠더드형	2침	요일/날짜	-	쿼츠
BOLD Evolution 요일/날짜 포함

1    2    3

M
H

B D

A 

그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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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	위치:
위치 1 –  정상 실행 위치. 

용두를 케이스에 눌러 넣었음.

위치 2 –  시간을 설정하려면: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수동으로	감으려면:
정상적인 일상 활동에서 팔 동작이 Movado 
오토매틱 시계의 태엽을 계속 감을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38시간 이상 시계를 
착용하지 않았고 시계가 멈추었다면, 시간을 
설정하기 전에 직접 시계 태엽을 감아야 합니다.
1.  용두를 위치 1에 두고,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약 

20바퀴 돌립니다.
2. 위의 지침을 따른 후 시간을 다시 설정합니다.
 
오토매틱 시계에는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시계는 손목의 움직임으로 충전됩니다. 시계를 

착용하지 않으면 약 38시간 후에 작동이 멈춥니다. 

시계를 다시 작동시키려면,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약 20~30
회 돌리십시오. 필시 시간과 날짜를 다시 맞춰야 할 
것입니다.

	표준	2	침	및	3 침	모델 – 쿼츠	및	오토매틱
1881 오토매틱 여성용 시계와 대부분 Movado Museum Dial 시계 포함

그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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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3 침/날짜	및 3 침	요일/날짜	모델 – 쿼츠	및	오토매틱
Museum Classic 오토매틱, 1881 오토매틱 남성용, Red Label, SE 쿼츠 & SE 오토매틱, 

일부의 시리즈 800 쿼츠 및 시리즈 800 오토매틱, 일부의 Vizio 쿼츠 및 Vizio 오토매틱, 

Movado Heritage 시리즈 Datron 및 Disco Volante 포함

용두	위치:
위치 1 –  정상 실행 위치. 

용두를 케이스에 눌러 넣었음.
위치 2 –  날짜*를 설정하려면: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요일*을 설정하려면: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위치 3 –  시간*을 설정하려면: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 중요: 시간이 9:30 PM ~ 3:00 AM 범위이고, 자동 
달력 변경이 이미 진행 중일 때 Vizio 모델에서는 
날짜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메커니즘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시계에 스크류다운 용두가 있는 경우, 날짜
(요일/날짜) 또는 시간을 설정하려면 먼저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약 6바퀴 돌려 용두를 잠금 
해제해야 합니다. 시간/날짜(요일/날짜) 설정 후, 
용두를 다시 케이스에 스크류다운하여 방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수동으로	감	으려면:
정상적인 일상 활동에서 팔 동작이 Movado 
오토매틱 시계의 태엽을 계속 감을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38시간 이상 시계를 
착용하지 않았고 시계가 멈추었다면, 시간을 
설정하기 전에 직접 시계 태엽을 감아야 합니다.
1.  용두를 위치 1에 두고,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약 

20바퀴 돌립니다.
2. 위의 지침을 따른 후 시간을 다시 설정합니다.

그림 A

그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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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탠더드 3침 자동형
BOLD 퓨전 오토매틱 포함

기호	설명:
A – 날짜 표시기 판
D – 날짜 창 
H – 시침
M – 분침
S – 초침
1, 2, 3 – 용두 위치

용두 위치:
위치 1 –  평상 작동 위치;  

용두가 케이스 안으로 밀려 들어감. 
위치 2 –  날짜 교정하기:  

용두를 위치 2로 당겨 내십시오(시계는 
여전히 작동).  
날짜 창 D에 원하는 날짜가 나올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용두를 도로 위치 1로 눌러 넣으십시오. 

위치 3 –  시간 맞추기 위치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겨 내십시오(시계가 
멈춤).   
원하는 시간이 표시될 때까지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용두를 
도로 위치 1로 눌러 넣으십시오.

자동	무브먼트	태엽을	수동으로	감으려면:	

평소 일상 활동 중에 팔의 움직임을 통해 Movado 
자동 시계의 무브먼트 태엽은 충분히 계속 
감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40시간 이상 시계를 
착용하지 않았고, 시계가 멈추었다면, 시간을 
맞추기 전에 손으로 무브먼트 태엽을 감아야 할 
것입니다: 
1.  용두를 위치 1에 둔 상태에서,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약 20회 돌리십시오. 
2. 상기 설명에 따라 시간을 다시 맞추십시오. 

자동 시계에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계는 손목의 움직임을 통해 충전됩니다. 
시계를 착용하지 않으면 약 40시간 후에 작동이 
멈춥니다. 시계를 다시 작동시키려면,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약 
20~30회 돌리십시오. 필시 시간과 날짜를 다시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림 A



10

5  자동	스톱워치	1/4초 – 유형 A
SE 스톱워치 자동 모델 포함

기호	설명:
H – 시침
M – 분침
S – 초침
C –  스톱워치 60초 계수기 
E – 스톱워치 30분 계수기 
F – 스톱워치 12시간 계수기
D – 날짜 표시창
1, 2, 3 – 용두 위치
A – 스톱워치 푸시-버튼 (시동/정지)
B – 스톱워치 푸시-버튼 (리셋)

용두의	위치:

위치 1 –  정상 작동 위치 및 수동 태엽감기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림).

유의: 수동 태엽감기를 하기 전에 용두를 풀어야 
합니다.

위치 2 –  날짜를 맞추려면: 용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위치 3 –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이 스톱워치 모델은 분 계수기(최대 30분), 시간 
계수기, 및 작은 초 세분 문자반; 가운데에 탑재된, 
0.25초 스톱워치 바늘; 그리고 날짜 표시창 
세부사항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사건의 지속 
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가장 가까운 0.25초까지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 시계에 틀어서 조임 용두가 있으면, 날짜 
(요일/날짜), 시간 또는 수동 태염감기를 설정할 수 
있기 전에, 우선 용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 6
번 돌려서 용두를 풀어야 합니다. 시간/날짜(요일/
날짜)를 맞춘 후, 방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용두를 
틀어 케이스 안으로 다시 조여야 합니다.

자동	무브먼트	태엽을	수동으로	감으려면:
평소 일상 활동 중에 팔의 움직임을 통해 Movado 
자동 시계의 무브먼트 태엽은 충분히 계속 감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62시간 이상 시계를 착용하지 
않았고, 시계가 멈추었다면, 시간을 맞추기 전에 
손으로 무브먼트 태엽을 감아야 할 것입니다:
1.  용두를 위치 1에 둔 상태에서,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약 20회 돌리십시오.
2.  상기 설명에 따라 시간을 다시 맞추십시오.

자동 시계에는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시계는 손목의 움직임을 통해 충전됩니다. 시계를 
착용하지 않으면 약 62시간 후에 작동이 멈춥니다. 
시계를 다시 작동시키려면,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약 20~30
회 돌리십시오. 필시 시간과 날짜를 다시 맞춰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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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날짜	맞추기

시간을	맞추려면:
1.  이러한 특징을 갖춘 모델에서 틀어서 조임 

용두를 푸십시오. 설명을 보려면 “틀어서 조임 
용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겨 내십시오. 시계가 
멈춥니다.

3.  바늘이 원하는 시간을 나타낼 때까지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4.  용두를 위치 1로 도로 눌어 넣으십시오. 시계가 
다시 시동합니다.

5.  틀어서 조임 용두가 있는 모델에서 용두를 
케이스 안으로 도로 틀어서 조여 넣으십시오.

정확한	초로	시간을	맞추려면:
1.  이러한 특징을 갖춘 모델에서 틀어서 조임 

용두를 푸십시오.
2.  초침 S가 <<60>> 위치에 도달하는 즉시,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겨 내십시오. 시계가 멈춥니다.
3.  용두를 돌려 바늘을 움직여 시간을 맞추고, 

반드시 날짜 변경을, 정오가 아닌, 자정에 
하십시오.

4.  바늘을 정확한 시간보다 약간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 용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분침을 정확한 분 표지와 정합시키십시오.

5.  정확한 시보를 이용하십시오(예를 들면, 라디오 
뉴스 방송국 시보).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시보가 울릴 때, 즉시 용두를 도로 위치 1로 눌러 
넣으십시오. 시계가 재시동하며, 이제 정확한 
시간에 맞추십시오.

6.  틀어서 조임 용두가 있는 모델에서 용두를 
케이스 안으로 도로 틀어서 조여 넣으십시오.

날짜를	정정하려면	(신속	모드):
1.  틀어서 조임 용두를 푸십시오.
2.  풀린 용두를 위치 2로 당겨 내십시오. 시계가 

계속 작동합니다.
3.  표시창 D에 정확한 날짜가 나타날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4.  용두를 위치 1로 도로 눌러 넣으십시오.

유의:	자동 날짜 변경이 이미 진행 중일 때 
날짜가 오후 9시와 오전 12시 사이에 맞춰져 
있으면, 그 날짜는 다음 요일에 맞추어 맞춰져야 
합니다. 그 날짜가 이 시간 중에 신속 모드를 통해 
정정되었다면 그 날짜는 자정에 자동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스톱워치	작동하기:

개요:
버튼 A와 B를 사용하여 스톱워치를 작동하십시오. 
버튼 A를 처음 누르면 스톱워치가 시동합니다. 
버튼 A를 두 번째 누르면 스톱워치가 정지되고, 
경과된 시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버튼 A를 세 번째 
누르면 스톱워치가 재시동합니다. 버튼 B를 누르면 
스톱워치 바늘 C, E 및 F가 0으로 리셋됩니다.

간단한	스톱워치	기능:
단 한 번의, 쉬지 않고 계속되는 사건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려면:
1.  버튼 A를 눌러 스톱워치를 시동하십시오.
2.  버튼 A를 두 번째 눌러 스톱워치를 정지시키고 

3개의 스톱워치 바늘을 읽어 경과된 시간을 
알아냅니다, 예를 들면, 2시간, 4분, 38초, 0.75
초.

3.  버튼 B를 눌러 스톱워치 바늘들을 0으로 
리셋하십시오.

5  자동	스톱워치	1/4초 – 유형 A
SE 스톱워치 자동 모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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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	스톱워치	1/4초 – 유형 A
Heritage Super Sub Sea 모델을 포함함

기호	설명:
H – 시침
M – 분침
S – 초침
C –  스톱워치 60초 계수기 
E – 스톱워치 30분 계수기 
F – 스톱워치 12시간 계수기
D – 날짜 표시창
1, 2, 3 – 용두 위치
A – 스톱워치 푸시-버튼 (시동/정지)
B – 스톱워치 푸시-버튼 (분할된 시간/정지)

용두의	위치:

위치 1 –  정상 작동 위치. 케이스 안으로 눌려진 
용두.

위치 2 –  날짜를 맞추려면: 용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위치 3 –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이 스톱워치 모델은 분 계수기(최대 30분), 시간 
계수기, 및 작은 초 세분 문자반; 가운데에 탑재된, 
0.25초 스톱워치 바늘; 그리고 날짜 표시창 
세부사항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사건의 지속 
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가장 가까운 0.25초까지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 시계에 틀어서 조임 용두가 있으면, 날짜 
(요일/날짜), 시간 또는 수동 태염감기를 설정할 수 
있기 전에, 우선 용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 6
번 돌려서 용두를 풀어야 합니다. 시간/날짜(요일/
날짜)를 맞춘 후, 방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용두를 
틀어 케이스 안으로 다시 조여야 합니다.

자동	무브먼트	태엽을	수동으로	감으려면:
평소 일상 활동 중에 팔의 움직임을 통해 Movado 
자동 시계의 무브먼트 태엽은 충분히 계속 감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62시간 이상 시계를 착용하지 
않았고, 시계가 멈추었다면, 시간을 맞추기 전에 
손으로 무브먼트 태엽을 감아야 할 것입니다:
1.  용두를 위치 1에 둔 상태에서,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약 20회 돌리십시오.
2.  상기 설명에 따라 시간을 다시 맞추십시오.

자동 시계에는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시계는 손목의 움직임을 통해 충전됩니다. 시계를 
착용하지 않으면 약 62시간 후에 작동이 멈춥니다. 
시계를 다시 작동시키려면,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약 20~30
회 돌리십시오. 필시 시간과 날짜를 다시 맞춰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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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날짜	맞추기

시간을	맞추려면:
1.  이러한 특징을 갖춘 모델에서 틀어서 조임 

용두를 푸십시오. 설명을 보려면 “틀어서 조임 
용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겨 내십시오. 시계가 
멈춥니다.

3.  바늘이 원하는 시간을 나타낼 때까지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4.  용두를 위치 1로 도로 눌어 넣으십시오. 시계가 
다시 시동합니다.

5.  틀어서 조임 용두가 있는 모델에서 용두를 
케이스 안으로 도로 틀어서 조여 넣으십시오.

정확한	초로	시간을	맞추려면:
1.  이러한 특징을 갖춘 모델에서 틀어서 조임 

용두를 푸십시오.
2.  초침 S가 <<60>> 위치에 도달하는 즉시,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겨 내십시오. 시계가 멈춥니다.
3.  용두를 돌려 바늘을 움직여 시간을 맞추고, 

반드시 날짜 변경을, 정오가 아닌, 자정에 
하십시오.

4.  바늘을 정확한 시간보다 약간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 용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분침을 정확한 분 표지와 정합시키십시오.

5.  정확한 시보를 이용하십시오(예를 들면, 라디오 
뉴스 방송국 시보).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시보가 울릴 때, 즉시 용두를 도로 위치 1로 눌러 
넣으십시오. 시계가 재시동하며, 이제 정확한 
시간에 맞추십시오.

6.  틀어서 조임 용두가 있는 모델에서 용두를 
케이스 안으로 도로 틀어서 조여 넣으십시오.

날짜를	정정하려면	(신속	모드):
1.  풀린 용두를 위치 2로 당겨 내십시오. 시계가 

계속 작동합니다.
2.  표시창 D에 정확한 날짜가 나타날 때까지 용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3.  용두를 위치 1로 도로 눌러 넣으십시오.

유의:	자동 날짜 변경이 이미 진행 중일 때 
날짜가 오후 9시와 오전 12시 사이에 맞춰져 
있으면, 그 날짜는 다음 요일에 맞추어 맞춰져야 
합니다. 그 날짜가 이 시간 중에 신속 모드를 통해 
정정되었다면 그 날짜는 자정에 자동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스톱워치	작동하기:

개요:
버튼 A와 B를 사용하여 스톱워치를 작동하십시오. 
버튼 A를 처음 누르면 스톱워치가 시동합니다. 
버튼 A를 두 번째 누르면 스톱워치가 정지되고, 
경과된 시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버튼 A를 세 번째 
누르면 스톱워치가 재시동합니다. 버튼 B를 누르면 
스톱워치 바늘 C, E 및 F가 0으로 리셋됩니다.

간단한	스톱워치	기능:
단 한 번의, 쉬지 않고 계속되는 사건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려면:
1.  버튼 A를 눌러 스톱워치를 시동하십시오.
2.  버튼 A를 두 번째 눌러 스톱워치를 정지시키고 

3개의 스톱워치 바늘을 읽어 경과된 시간을 
알아냅니다, 예를 들면, 2시간, 4분, 38초, 0.75
초.

3.  버튼 B를 눌러 스톱워치 바늘들을 0으로 
리셋하십시오.

5  자동	스톱워치	1/4초 – 유형 A
Heritage Super Sub Sea 모델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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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쿼츠	크로노그래프	1/1초 – 유형 A
시리즈 800 쿼츠 크로노그래프 & Movado BOLD TR90 크로노그래프

기호	설명:
H – 시침
M – 분침
S – 스몰 세컨드 침
C –  크로노그래프 60초 카운터 
E – 크로노그래프 30분 카운터 
F – 크로노그래프 12시간 카운터
D – 날짜 창
1, 2, 3 – 용두 위치
A – 크로노그래프 누름 버튼(시작/중지)
B – 크로노그래프 누름 버튼(분할 시간/재설정)

이러한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특징은 분 카운터 
(최대 30), 시간 카운터 및 스몰 세컨드입니다.
서브다이얼: 중앙 장착 크로노그래프 초
침: 날짜 또는 큰 날짜 창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여 가장 근접한 초까지 최대 12시간 이벤트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날짜	설정

시간을	설정하려면:
1. 스크류다운 용두 기능이 있는 모델에서 

스크류다운 용두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지시사항은 “스크류다운 용두”를 
참조하십시오.

2.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3. 침이 원하는 시간을 표시할 때까지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4.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시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5. 스크류다운 용두가 있는 모델에서 용두를 다시 

케이스에 돌려넣습니다.
 
시간을	정확한	초로	조절하려면:
1. 스크류다운 용두가 모델에서 용두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2. 스몰 세컨드 침 S가 <<60>> 위치에 도달하는 

즉시,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3. 용두를 돌려 침을 이동하고 시간을 설정하여, 
날짜가 정오가 아닌, 자정에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4. 침을 정확한 시간보다 약간 앞으로 이동한 다음, 
천천히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올바른 분 
마커에 분침을 맞춥니다.

5. 정확한 시간 신호를 (예: 방송국에서) 잡습니다. 
가청음이 정확한 시간을 알리면 즉시 용두를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시계가 다시 시작되고, 
이제 정확한 시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6. 스크류다운 용두가 있는 모델의 케이스에 용두를 
다시 돌려넣습니다.

그림 A

그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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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수정하려면(빠른	모드):
1. 잠금 해제된 용두를 위치 2로 당깁니다. 시계는 

계속 작동합니다.
2. 올바른 날짜가 창 D 아래에 나타날 때까지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3. 용두를 위치 1로 다시 눌러 넣고 케이스에 돌려 

넣습니다.
참고: 자동 날짜 변경이 이미 진행 중일 때 날짜가 
9:00 PM ~ 12:00 AM 범위에서 조절되면 날짜는 
다음 요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날짜가 이러한 
시간 동안 빠른 모드를 통해 수정되었다면 날짜는 
자정에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터리	교체	후	날짜/시간을	설정하려면:
1. 잠금 해제된 스크류다운 용두를 위치 2로 

당깁니다. 시계는 계속 작동합니다.
2. 어제 날짜가 창 D 아래에 나타날 때까지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3.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4. 오늘 날짜가 창 D 아래에 나타날 때까지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5. 침이 올바른 시간을 나타낼 때까지 계속 용두를 

시계반향으로 돌립니다.
참고: 시간을 설정할 때 AM/PM을 고려하십시오.
6. 용두를 위치 1로 다시 눌러 넣고 케이스에 돌려 

넣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

개요
버튼 A와 B를 사용하여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하십시오. 버튼 A를 처음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시작됩니다. 버튼 A를 다시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정지하여, 경과된 시간을 
판독할 수 있습니다. 버튼 A를 세 번째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다시 시작됩니다. 버튼 B를 누르면 
크로노그래프 침 C, E 및 F가 0으로 재설정됩니다. 
시간을 조절할 때 크로노그래프는 멈추지 않지만, 
용두가 밖으로 당겨져 있는 동안 버튼 A와 B는 
차단됩니다.
참고: 크로노그래프가 시작되기 전에 용두가 위치 
1에 있고 침은 0에 있어야 합니다. 버튼 B를 눌러 
침을 0으로 재설정하십시오.

중요: 용두가 위치 2 또는 3으로 당겨져 있을 
때 버튼 A 또는 B를 누르지 마십시오. 용두가 
케이스와 수평 높이가 아닐 때 버튼 A 또는 B
를 실수로 작동시키면 크로노그래프 침 중 하나 
이상이 동기화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끝나면 지시사하에 따라 크로노그래프 침을 
동기화하십시오.

단순	크로노그래프	기능:
멈춤 없는 단일 사건에 대한 기간을 측정하려면: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A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하고, 

3개의 크로노그래프 침을 읽고 경과된 시간을 
확인합니다. 예: 1시간, 8분, 47초.

3.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누적	시간	기능:
짧은 이벤트 연속을 결합한 시간을 측정하려면 
(예: 경기가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축구 경기의 실제 
경기 시간):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A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하고 

경과된 시간을 읽습니다. 예: 15분, 22초.
3. 버튼 A를 다시 눌러 측정을 재시작합니다.
4. 버튼 A를 네 번째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다시 

중지하고 새 경과 시간을 읽습니다. 예: 28분,  
35초.

참고: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할 때마다 크로노그래프 
침은 총 누적 시간을 나타냅니다.
5.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여 각 추가 시간을 

추가합니다.
6. 최종 누적 시간 기록을 측정했으면,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6 	쿼츠	크로노그래프	1/1초 – 유형 A
시리즈 800 쿼츠 크로노그래프 & 뉴 Movado BOLD TR90 크로노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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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간	또는	중간	시간	기능:
경기가 진행될 때 중간 시간 기록을 측정하려면: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B를 눌러 잠시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3. 중간 시간을 읽습니다. 예: 11분, 16초.
4.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재시작합니다. 3개의 크로노그래프 침이 빨리 
진행 중인 이벤트를 추적합니다.

5. 두 번째 분할 시간을 읽으려면 버튼 B를 다시 
누릅니다. 2~4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분할 
시간을 측정합니다.

6.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7. 최종 시간을 측정합니다. 예: 2시간, 14분, 7초.
8.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크로노그래프	침	동기화:
배터리 교체 후 또는 오류 발생 시, 모든 
크로노그래프 침이 올바르게 해당 0 위치에 
맞춰지도록 크로노그래프 침 중 하나 이상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정 모드에 있으며 누름 버튼 A를 누르고 
뗄 때마다 활성 크로노그래프 침이 1 증분 단위로 
이동합니다. 침을 빠르게 이동하려면 누름 버튼 A
를 길게 누릅니다. 시퀀스 중 언제든지 용두를 위치 
1로 되돌리고 다시 케이스에 롤려 넣으면 수정 
모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잠금 해제된 스크류다운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2. 누름 버튼 A와 B를 동시에 2초 이상 눌러 수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크로노그래프 초침 C가 
360° 회전하면 수정 모드가 활성화된 것이고 
버튼 A와 B를 놓습니다.

3. 중심 장착 크로노그래프 초침 C를 누름 버튼  
A를 사용하여 조절합니다.

4. 침 C가 0 위치에 도달하면 누름 버튼 B를 
누릅니다.

5. 이제 누름 버튼 A를 눌러 분 카운터 침 E를 
조절합니다.

6. 침 E가 0 위치에 도달하면 누름 버튼 B를 
누릅니다.

7. 누름 버튼 A를 다시 사용하여 시간 카운터 침  
F를 조절합니다.

8. 침 F가 0 위치에 도달하면 용두를 다시 위치 1
로 눌러 넣고 케이스에 돌려 넣습니다. 시간 
설정 침이 이제 0 위치에서 동기화되었고 
크로노그래프가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6 	쿼츠	크로노그래프	1/1초 – 유형 A
시리즈 800 쿼츠 크로노그래프 & 뉴 Movado BOLD TR90 크로노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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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쿼츠	크로노그래프	1/5초	– 유형	B
일부의 38 mm Movado BOLD 크로노그래프 모델

기호	설명:
H – 시침
M – 분침
C – 크로노그래프 1/5초 침
S – 스몰 세컨드 침
J – 요일 표시기 침
D – 날짜 창/표시기
E – 크로노그래프 30분 카운터
1, 2, 3 – 용두 위치
A – 시작/중지
B – 재설정

이러한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기능은 중심 장착 
1/5초 크로노그래프 침, 분 카운터(최대 30) 및 
스몰 세컨드 서브다이얼과 날짜 창(그림 A)을 
포함한 요일 표시기 서브다이얼 또는 날짜 표시기 
서브다이얼(그림 B)입니다. 이들 요소를 사용하여 
가장 근접한 1/5초까지 최대 30분의 이벤트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설정하려면:
1. 용두를 위치 3으로 빼냅니다. 시계(스몰 세컨드 

침 S)가 멈춥니다.
참고: 크로노그래프가 실행 중일 때 용두를 위치 3
으로 당겼다면 타이밍이 멈춥니다.
2.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려 시간 H 침과 분 

M 침을 AM/PM을 고려하여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3.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시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요일을	설정하려면(선택 모델,	그림 A):
1.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2.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려 요일을 

설정합니다. 요일 표시기 침 J는 시침 H와 분침 
M이 자정(24:00)을 지날 때마다 1일 단위로 
전진하거나 후진합니다.

3. 침 J가 올바른 요일을 나타내면 용두를 계속 돌려 
시침 H와 분침 M을 AM/PM을 고려하여 원하는
B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4.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날짜를	설정하려면:
1. 용두를 위치 2로 당깁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그림 A) 또는 시계반대방향 

(그림 B)으로 돌려 날짜 D를 설정합니다.
주의: 시침과 분침이 9:00 PM ~ 12:30 AM 
범위에 있을 때는 날짜 D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달력 메커니즘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 날짜를 재설정해야 한다면 먼저 
시침과 분침을 해당 기간 밖의 시간으로 이동하고, 
날짜를 다시 설정한 다음, 침을 올바른 시간으로 
재설정하십시오.
3.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그림 A

그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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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하려면:
이 크로노그래프는 최대 2시간(30분 카운터  
4바퀴) 1/5초 증분 단위로 시간을 측정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절약하기 위해 
크로노그래프는 2시간 연속 실행 후 자동으로 
멈추고 재설정됩니다.

단순	크로노그래프	기능: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크로노그래프 침 C와 E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 버튼 A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하고 

침 C와 E로 표시된 경과 시간을 읽습니다.
3.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누적	시간	기능:
짧은 이벤트 연속을 결합한 시간을 측정하려면 
(예: 경기가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축구 경기의 실제 
경기 시간):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A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하고 

경과된 시간을 읽습니다.
3. 버튼 A를 다시 눌러 측정을 재시작합니다.
4. 버튼 A를 네 번째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다시 

중지하고 새 경과 시간을 읽습니다.
참고: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할 때마다 크로노그래프 
침은 총 누적 경과 시간을 나타냅니다.
5.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여 각 추가 시간을 

추가합니다.
6. 최종 누적 시간 기록을 측정했으면,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분할	시간	또는	중간	시간	기능:
경기가 진행될 때 중간 시간 기록을 측정하려면: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B를 눌러 잠시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3. 중간 시간을 읽습니다. 예: 11분, 16.4초.

4.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재시작합니다. 2개의 크로노그래프 침이 빨리 
진행 중인 이벤트를 추적합니다.

5. 두 번째 분할 시간을 읽으려면 버튼 B를 다시 
누릅니다. 2~4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분할 
시간을 측정합니다.

6.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7. 최종 시간을 측정합니다. 예: 24분, 7.2초.
8.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크로노그래프	침을	재설정하려면:
배터리를 교체한 후 또는 오류가 발생할 때 필요한 
경우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침을 빠르게 이동하려면 누름 버튼을 1초 
이상 누르십시오.

용두	위치	2:
버튼 B를 사용하여 분 카운터 침 E를 조절합니다.

용두	위치	3:
버튼 A를 사용하여 크로노그래프 1/5초 침 C를 
조절합니다.

7 	쿼츠	크로노그래프	1/5초	– 유형	B
일부의 38 mm Movado BOLD 크로노그래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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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쿼츠	크로노그래프 1/10초 – 유형 B
일부의 Vizio쿼츠 크로노그래프

기호	설명:
H – 시침
M – 분침
C – 크로노그래프 초 침
E – 크로노그래프 30분 카운터
G – 크로노그래프 1/10초 카운터
S – 스몰 세컨드 침
D – 날짜 창
1, 2, 3 – 용두 위치
A – 크로노그래프 누름 버튼(시작/중지)
B – 크로노그래프 누름 버튼(분할 시간/재설정)

이러한 쿼츠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특징은 1/10
초 카운터, 분 카운터(최대 30), 스몰 세컨드 
서브다이얼, 중심 장착 크로노그래프 초침, 날짜 
창입니다.이들 요소를 사용하여 가장 근접한 1/10
초까지 최대 29분, 59.9초의 이벤트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날짜	설정

시간을	조정하려면:
1. 먼저 스크류다운 용두를 잠금 해제합니다 

(일부 모델만). 지시사항은 “스크류다운 용두”
를 참조하십시오.

2. 스몰 세컨드 침 S가 <<60>> 위치에 도달하는 
즉시,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3. 용두를 돌려 침을 이동하고 시간을 설정하여, 
날짜가 정오가 아닌, 자정에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4. 침을 정확한 시간보다 약간 앞으로 이동한 다음, 
천천히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올바른 분 
마커에 분침 M을 맞춥니다.

5. 정확한 시간 신호를 (예: 방송국에서) 잡습니다. 
가청음이 정확한 시간을 알리면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시계가 다시 시작되고, 
이제 정확한 시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6. 용두를 케이스에 다시 돌려넣습니다(일부 
모델만). 지시사항은 “스크류다운 용두”를 
참조하십시오.

표준시와	날짜를	수정하려면:
1. 용두 또는 잠금 해제된 스크류다운 용두를 위치 

2로 당깁니다.
2. 다른 시간대로 이동한 후 용두를 돌려 시침 H

를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하거나, 일광절약/표준 
시간 변경에 대해 수정합니다.

3. 날짜 D를 변경하려면 시침 H를 완전히 두 바퀴 
돌려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짜가 
정오에 바뀝니다. 이러한 조절은 시계를 멈추지 
않고 분침과 초침으로 표시된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조절이 되었으면 용두를 즉시 위치 1로 되돌린 
다음, 용두를 다시 선택 모델의 케이스에 돌려 
넣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

개요
버튼 A와 B를 사용하여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하십 
시오. 버튼 A를 처음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시작됩니다. 크로노그래프가 실행 중일 때, 
크로노그래프 초 카운터 침 C가 한 바퀴 완전히 
돌았으면 분 카운터 침 E가 1분 앞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크로노그래프가 실행 중일 때 1/10초 
침 G는이동하지 않습니다. 버튼 A를 다시 누르면 

그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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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가 정지하고 침 G가 관련된 1/10
초 표시로 이동합니다. 버튼 B를 누르면 침 G, E 
및 C가 0으로 재설정됩니다. 시간을 조절할 때 
크로노그래프는 멈추지 않지만, 용두가 밖으로 
당겨져 있는 동안 버튼 A와 B는 차단됩니다.
중요: 크로노그래프가 시작되기 전에 용두가 위치 
1에 있고 침은 0에 있어야 합니다. 버튼 B를 눌러 
침을 0으로 재설정하십시오. 용두가 위치 2 또는 
3으로 당겨져 있을 때 버튼 A 또는 B를 누르지 
마십시오. 용두가 케이스와 수평 높이가 아닐 때 
버튼 A 또는 B를 실수로 작동시키면 크로노그래프 
침 중 하나 이상이 동기화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아래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크로노그래프	침	동기화:
배터리를 교체한 후 또는 오류가 발생할 때 필요한 
경우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누르면(빨리 눌렀다 뗌) 침이 1 
증분씩 이동합니다. 침을 빠르게 이동하려면 누름 
버튼을 1초 이상 누르십시오.

용두	위치	2:
버튼 B를 사용하여 분 카운터 침 E를 조절합니다.

용두	위치	3:
버튼 A를 사용하여 크로노그래프 침 C를 
조절합니다. 버튼 B를 사용하여 1/10초 침 G를 
조절합니다.

크로노그래프	작동

단순	크로노그래프	기능: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A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3.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0으로 

재설정합니다.

누적	시간	기능: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A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3. 버튼 A를 다시 눌러 측정을 재시작합니다.
4. 버튼 A를 네 번째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다시 

중지합니다. 참고: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할 
때마다 크로노그래프 침은 총 누적 시간을 
나타냅니다.

5.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여 각 추가 시간을 
추가합니다.

6. 최종 누적 시간 기록을 측정했으면,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분할	시간	또는	중간	시간	기능:
이러한 모델에서는 경기가 진행될 때 중간 시간 
기록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B를 눌러 잠시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3. 중간 시간을 읽습니다. 예: 10분, 26초, 3/10초.
4.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재시작합니다. 침이 진행 중인 이벤트를 
추적합니다.

5. 두 번째 분할 시간을 읽으려면 버튼 B를 다시 
누릅니다. 2~4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분할 
시간을 측정합니다.

6.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7. 최종 시간을 측정합니다. 예: 27분, 3초,  

7/10초.
8.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1위와 2위	결과:
이러한 크로노그래프 모델에서는 우승 시간과 
차점자의 결과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우승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즉시, 버튼 B를 

누릅니다. 크로노그래프가 멈춥니다.
3. 2위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버튼 A를 

누릅니다.
4. 다이얼에 표시된 대로 우승자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5. 버튼 B를 누릅니다. 침이 위로 이동하여 2위자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6. 버튼 B를 다시 눌러 모든 침을 0으로 

복귀합니다.

8 	쿼츠	크로노그래프 1/10초 – 유형 B
일부의 Vizio쿼츠 크로노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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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H – 시침
M – 분침
S – 스몰 세컨드 침
C – 크로노그래프 60초 카운터
E – 크로노그래프 30분 카운터
F – 크로노그래프 1/10초 카운터
D – 큰 날짜 창
1, 2, 3 – 용두 위치
A – 크로노그래프 누름 버튼(시작/중지)
B – 크로노그래프 누름 버튼(분할 시간/재설정)

이러한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특징은 분 카운터
(최대 30), 30분 후 1시간 카운터가 되는 1/10
초 카운터 및 스몰 세컨드 침 서브다이얼과 중심 
장착 크로노그래프 초침이며, 일부 모델의 경우 큰 
날짜 기능도 있습니다. 이들 요소를 사용하여 가장 
근접한 1/10초까지 최대 29분 59.9초의 이벤트 
시간을 맞추거나, 거의 1초까지 최대 9시간, 59분, 
59초의 이벤트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날짜	설정

시간을	설정하려면:
1.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2. 침이 원하는 시간을 표시할 때까지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3.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시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간을	정확한	초로	조절하려면:
1. 스몰 세컨드 침 S가 <<60>> 위치에 도달하는 

즉시,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2. 용두를 돌려 침을 이동하고 시간을 설정하여, 
날짜가 정오가 아닌, 자정에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3. 침을 정확한 시간보다 약간 앞으로 이동한 다음, 
천천히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올바른 분 
마커에 분침을 맞춥니다.

4. 정확한 시간 신호를 (예: 방송국에서) 
잡습니다. 가청음이 정확한 시간을 알리면 
즉시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시계가 다시 시작되고, 이제 정확한 시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큰	날짜를	수정하려면(빠른	모드):
12시에 큰 날짜 기능이 있는 모델 전용(그림 A 
참조)
1. 용두를 위치 2로 당깁니다. 시계는 계속 

작동합니다.
2. 올바른 날짜가 큰 날짜 창 D 아래에 나타날 

때까지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3.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그림 A

그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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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동 날짜 변경이 이미 진행 중일 때 날짜가 
9:00 PM ~12:00 AM 범위에서 조절되면 날짜는 
다음 요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날짜가 이러한 
시간 동안 빠른 모드를 통해 수정되었다면 날짜는 
자정에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빠른 모드 날짜 설정 중 용두를 너무 빨리 돌리면 
날짜가 자정에 적절하게 변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수동으로 수정하려면 용두를 
위치 2로 빼고 올바른 날짜가 창에 나타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용두를 돌린 후, 위치 1로 
되돌립니다.

배터리	교체	후	날짜/시간	설정:	
날짜가 없는 모델의 경우, 위의 시간을 설정하려면 
지침을 따르십시오.
12시에 큰 날짜 기능이 있는 모델의 경우(그림 A 
참조):
1. 용두를 위치 2로 당깁니다. 시계는 계속 

작동합니다.
2. 어제 날짜가 창 D 아래에 나타날 때까지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3.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4. 오늘 날짜가 창 D 아래에 나타날 때까지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5. 침이 올바른 시간을 나타낼 때까지 계속 용두를 

시계반향으로 돌립니다.
참고: 시간을 설정할 때 AM/PM을 고려하십시오.
6.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

개요
버튼 A와 B를 사용하여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하십시오. 버튼 A를 처음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시작됩니다. 버튼 A를 다시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정지하여, 경과된 시간을 
판독할 수 있습니다. 버튼 A를 세 번째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다시 시작됩니다. 버튼 B를 누르면 
크로노그래프 침 C, E 및 F가 0으로 재설정됩니다. 
시간을 조절할 때 크로노그래프는 멈추지 않지만, 
용두가 밖으로 당겨져 있는 동안 버튼 A와 B는 
차단됩니다.

참고: 크로노그래프가 시작되기 전에 용두는
위치 1에 있고 침은 0에 있어야 합니다. 버튼
B를 눌러 침을 0으로 재설정하십시오.
중요: 용두가 위치 2 또는 3으로 당겨져 있을 
때 버튼 A 또는 B를 누르지 마십시오. 용두가 
케이스와 수평 높이가 아닐 때 버튼 A 또는 B
를 실수로 작동시키면 크로노그래프 침 중 하나 
이상이 동기화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끝나면 지시사항에 따라 크로노그래프 침을 
동기화하십시오.

단순	크로노그래프	기능:
멈춤 없는 단일 사건에 대한 기간을 측정하려면: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A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하고, 

3개의 크로노그래프 침을 읽고 경과된 시간을 
확인합니다. 예: 4분, 38초, 7/10초.

3.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누적	시간	기능:
짧은 이벤트 연속을 결합한 시간을 측정하려면 
(예: 경기가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축구 경기의 실제 
경기 시간):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A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하고 

경과된 시간을 읽습니다. 예: 15분, 5초.
3. 버튼 A를 다시 눌러 측정을 재시작합니다.
4. 버튼 A를 네 번째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다시 

중지하고 새 경과 시간을 읽습니다. 예: 28분,  
10초.

참고: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할 때마다 크로노그래프 
침은 총 누적 시간을 나타냅니다.
5.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여 각 추가 시간을 

추가합니다.
6. 최종 누적 시간 기록을 측정했으면,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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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간	또는	중간	시간	기능:
경기가 진행될 때 중간 시간 기록을 측정하려면: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B를 눌러 잠시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3. 중간 시간을 읽습니다. 예: 10분, 10초.
4.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재시작합니다. 3개의 크로노그래프 침이 빨리 
진행 중인 이벤트를 추적합니다.

5. 두 번째 분할 시간을 읽으려면 버튼 B를 다시 
누릅니다. 2~4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분할 
시간을 측정합니다.

6.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7. 최종 시간을 측정합니다. 예: 2시간, 14분, 7초.
8.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크로노그래프	침	동기화:
배터리 교체 후 또는 오류 발생 시, 모든 
크로노그래프 침이 올바르게 해당 0 위치에 
맞춰지도록 크로노그래프 침 중 하나 이상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정 모드에 있으며 누름 버튼 A를 누르고 
뗄 때마다 활성 크로노그래프 침이 1 증분 단위로 
이동합니다. 침을 빠르게 이동하려면 누름 버튼 A
를 길게 누릅니다. 시퀀스 중 언제든지 용두를 위치 
1로 되돌리면 수정 모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2. 누름 버튼 A와 B를 동시에 2초 이상 눌러 수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크로노그래프 초침 C가 
360° 회전하면 수정 모드가 활성화된 것이고 
버튼 A와 B를 놓습니다.

3. 중심 장착 크로노그래프 초침 C를 누름 버튼 A
를 사용하여 조절합니다.

4. 침 C가 0 위치에 도달하면 누름 버튼 B를 
누릅니다.

5. 이제 누름 버튼 A를 눌러 1/10초 크로노그래프 
침 F를 조절합니다.

6. 침 F가	0	위치에 도달하면 누름 버튼 B를 
누릅니다.

7. 누름 버튼 A를 다시 사용하여 분 카운터 침 E를 
조절합니다.

8. 침 E가 0 위치에 도달하면 용두를 위치 1에 다시 
눌러 넣습니다. 시간 설정 침이 이제 0 위치에서 
동기화되었고 크로노그래프가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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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쿼츠	크로노그래프	1/10초 – 유형 D
일부의 38 mm Movado BOLD 쿼츠 크로노그래프

기호	설명:
H – 시침
M – 분침
C – 크로노그래프 초 침
E – 크로노그래프 30분 카운터
G – 크로노그래프 1/10초 카운터
S – 스몰 세컨드 침
D – 날짜 창
1, 2, 3 – 용두 위치
A – 크로노그래프 누름 버튼(시작/중지)
B – 크로노그래프 누름 버튼(분할 시간/재설정)

이러한 쿼츠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특징은 1/10
초 카운터, 분 카운터(최대 30), 스몰 세컨드 
서브다이얼, 중심 장착 크로노그래프 초침, 날짜 
창입니다. 이들 요소를 사용하여 가장 근접한 1/10
초까지최대 30분 60초의 이벤트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날짜	설정

시간을	설정하려면:
1.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2. 침이 원하는 시간을 나타낼 때까지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리고, 날짜가 정오가 아닌, 자정에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날짜 D는 시침 H가 완전히 2바퀴를 돌아서, 
자정을 지날 때마다 1씩 전진합니다.
3.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시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용두를 사용하여 날짜를 빠르게 조절하려면:
1. 용두를 위치 2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2. 날짜를 앞으로 이동하려면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3. 올바른 날짜가 창 D에 표시되면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시계가 다시 
시작합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

개요
버튼 A와 B를 사용하여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하십시오. 버튼 A를 처음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시작됩니다. 크로노그래프가 실행 
중일 때, 크로노그래프 초 카운터 침 C가 한 바퀴 
완전히 돌았으면 분 카운터 침 E가 1분 앞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크로노그래프가 실행 중일 때 
1/10초 침 G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버튼 A를 다시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정지하고 침 G가 관련된 
1/10초 표시로 이동합니다. 버튼 B를 누르면 침 
G, E 및 C가 0으로 재설정됩니다. 시간을 조절할 
때 크로노그래프는 멈추지 않지만, 용두가 밖으로 
당겨져 있는 동안 버튼 A와 B는 차단됩니다.
중요: 크로노그래프가 시작되기 전에 용두가 위치 
1에 있고 침은 0에 있어야 합니다. 버튼 B를 눌러 
침을 0으로 재설정하십시오. 용두가 위치 2 또는 
3으로 당겨져 있을 때 버튼 A 또는 B를 누르지 
마십시오. 용두가 케이스와 수평 높이가 아닐 때 
버튼 A 또는 B를 실수로 작동시키면 크로노그래프 
침 중 하나 이상이 동기화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아래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크로노그래프	침	동기화:
배터리를 교체한 후 또는 오류가 발생할 때 필요한 
경우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누르면(빨리 눌렀다 뗌)

그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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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 1 증분씩 이동합니다. 침을 빠르게 이동하려면 
누름 버튼을 1초 이상 누르십시오.

용두	위치	2:
버튼 B를 사용하여 분 카운터 침 E를 조절합니다.

용두	위치 3:
버튼 A를 사용하여 크로노그래프 침 C를 
조절합니다. 버튼 B를 사용하여 1/10초 침 G를 
조절합니다.

크로노그래프	작동

단순	크로노그래프	기능: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A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하고 

시간을 읽습니다.
3.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0으로 

재설정합니다.

누적	시간	기능: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A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3. 버튼 A를 다시 눌러 측정을 재시작합니다.
4. 버튼 A를 네 번째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다시 

중지합니다.
참고: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할 때마다 크로노그래프 
침은 총 누적 시간을 나타냅니다.
5.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여 각 추가 시간을 

추가합니다.
6. 최종 누적 시간 기록을 측정했으면,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분할	시간	또는	중간	시간	기능:
이러한 모델에서는 경기가 진행될 때 중간 시간 
기록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B를 눌러 잠시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3. 중간 시간을 읽습니다. 예: 10분, 26초, 3/10초.
4.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재시작합니다. 침이 진행 중인 이벤트를 
추적합니다.

5. 두 번째 분할 시간을 읽으려면 버튼 B를 다시 
누릅니다. 2~4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분할 
시간을 측정합니다.

6.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7. 최종 시간을 측정합니다. 예: 27분, 3초,  

7/10초.
8.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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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H – 시침
M – 분침
S – 초침
C – 크로노그래프 초 카운터
E – 크로노그래프 30분 카운터
F – 요일 표시기
D – 날짜 창
1, 2, 3 – 용두 위치
A – 크로노그래프 누름 버튼(시작/중지)
B – 크로노그래프 누름 버튼(분할 시간/재설정)

이러한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특징은 중심 
장착 크로노그래프 초침, 분 카운터(최대 30) 
서브다이얼, 스몰 세컨드 다이얼, 요일 표시기 
서브다이얼 및 날짜 창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여 가장 근접한 초까지 최대 30분 간 이벤트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날짜	설정
시간을 설정하려면:
1.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2. 침이 원하는 시간을 표시할 때까지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3.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시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간을	정확한	초로	설정하려면:
1. 스몰 세컨드 침 S가 <<60>> 위치에 도달하는 

즉시,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2.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려 침을 이동하고 
시간을 설정하여, 날짜가 정오가 아닌, 자정에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3. 침을 정확한 시간보다 약간 앞으로 이동한 다음, 
천천히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올바른 분 
마커에 분침을 맞춥니다.

4. 정확한 시간 신호를 (예: 방송국에서) 잡습니다. 
가청음이 정확한 시간을 알리면 즉시 용두를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시계가 다시 시작되고, 
이제 정확한 시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날짜를	수정하려면(빠른	모드):
1. 잠금 해제된 용두를 위치 2로 당깁니다. 시계는 

계속 작동합니다.
2. 올바른 날짜가 창 D 아래에 나타날 때까지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3.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참고: 자동 날짜 변경이 이미 진행 중일 때 날짜가 

9:45 PM ~ 12:00 AM 범위에서 조절되면 
날짜는 다음 요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빠른 모드를 통해 날짜가 수정되었다면 
날짜가 자정에 자동으로 앞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날짜,	요일	및	시간을	설정하려면:
예: 시계의 날짜/시간 판독: [17] 01:25 / 월, 현재 
날짜/시간: [23] 20:35 / 목
1.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2. 서브다이얼 침 F가 어제의 요일(수)을 나타낼 

때까지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3. 용두를 위치 2로 눌러 넣습니다.
4. 어제 날짜(22)가 창 D 아래에 나타날 때까지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계속 돌립니다.
5.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6. 올바른 날짜(23)가 창 D에 나타나고 서브다이얼 

침 F가 올바른 요일(목)을 나타낼 때까지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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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침과 분침이 올바른 시간(8:35 PM)
을 나타내어, AM/PM(오전/오후) 시간을 
고려했음을 확신할 때까지 계속해서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십시오.

8. 용두를 위치 1로 다시 눌러 넣고 케이스에 돌려 
넣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

개요
버튼 A와 B를 사용하여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하십시오. 버튼 A를 처음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시작됩니다. 버튼 A를 다시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정지하여, 경과된 시간을 판독할 수 
있습니다. 버튼 A를 세 번째 누르면 크로노그래프가 
다시 시작됩니다. 버튼 B를 누르면 크로노그래프 
침 C와 E가 0으로 재설정됩니다. 시간을 조절할 
때 크로노그래프는 멈추지 않지만, 용두가 밖으로 
당겨져 있는 동안 버튼 A와 B는 차단됩니다.
참고: 크로노그래프가 시작되기 전에 용두가 위치 
1에 있고 침은 0에 있어야 합니다. 버튼 B를 눌러 
침을 0으로 재설정하십시오.
중요: 용두가 위치 2 또는 3으로 당겨져 있을 
때 버튼 A 또는 B를 누르지 마십시오. 용두가 
케이스와 수평 높이가 아닐 때 버튼 A 또는 B
를 실수로 작동시키면 크로노그래프 침 중 하나 
이상이 동기화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끝에 있는 지침에 따라 크로노그래프 침을 
동기화하십시오.

단순	크로노그래프	기능:
멈춤 없는 단일 사건에 대한 기간을 측정하려면: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A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하고, 

2개의 크로노그래프 침을 읽고 경과된 시간을 
확인합니다. 예: 20분, 38초.

3.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누적	시간	기능:
짧은 이벤트 연속을 결합한 시간을 측정하려면(예: 
경기가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축구 경기의 실제 경기 
시간):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A를 다시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하고 

경과된 시간을 읽습니다. 예: 15분, 5초.
3. 버튼 A를 다시 눌러 측정을 재시작합니다.
4. 버튼 A를 네 번째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다시 

중지하고 새 경과 시간을 읽습니다. 예: 20분,  
17초.

참고: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할 때마다 크로노그래프 
침은 총 누적 시간을 나타냅니다.
5.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여 각 추가 시간을 

추가합니다.
6. 최종 누적 시간 기록을 측정했으면,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분할	시간	또는	중간	시간	기능:
경기가 진행될 때 중간 시간 기록을 측정하려면:
1.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시작합니다.
2. 버튼 B를 눌러 잠시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3. 중간 시간을 읽습니다. 예: 20분, 17초.
4.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재시작합니다. 2개의 크로노그래프 침이 빨리 
진행 중인 이벤트를 추적합니다.

5. 두 번째 분할 시간을 읽으려면 버튼 B를 다시 
누릅니다. 2~4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분할 시간을 
측정합니다.

6. 버튼 A를 눌러 크로노그래프를 중지합니다.
7. 최종 시간을 측정합니다. 예: 29분, 7초.
8. 버튼 B를 눌러 크로노그래프 침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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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	침	동기화:
배터리 교체 후 또는 오류 발생 시, 모든 
크로노그래프 침이 올바르게 해당 0 위치에 
맞춰지도록 크로노그래프 침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동으로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정 모드에 있으며 누름 버튼 A를 누르고 
뗄 때마다 활성 크로노그래프 침이 1 증분씩 
이동합니다. 침을 빠르게 이동하려면 누름 버튼 A를 
길게 누릅니다.
언제든지 용두를 위치 1로 되돌리면 수정 모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깁니다.
2. 누름 버튼 A와 B를 동시에 2초 이상 눌러 수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크로노그래프 초침 C가 
360°회전하면 수정 모드가 활성화된 것이고 
버튼 A와 B를 놓습니다.

3. 중심 장착 크로노그래프 초침 C를 누름 버튼 A를 
사용하여 조절합니다.

4. 침 C가 0 위치에 도달하면 누름 버튼 B를 
누릅니다.

5. 이제 누름 버튼 A를 눌러 분 카운터 침 E를 
조절합니다.

6. 침 E가 0 위치에 도달하면 누름 버튼 B를 
누릅니다.

7. 용두를 다시 위치 1로 눌러 넣습니다.
시간 설정 침이 이제 0 위치에서 동기화되었고 
크로노그래프가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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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Movado Sport 모델은 경과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단방향 베젤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김된 
베젤은 시계반대방향으로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이 기능을 사용하여 정해진 스노클 여정이나 유사한 
그룹 여행에서 보낸 시간(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1. 베젤의 화살표 마커를 분침의 현재 위치와 맞춥니다.
2. 분침이 다이얼 둘레를 이동함에 따라, 이 침이 베젤에서 가리키는 숫자는 타이밍을 시작한 후 경과된 분

(1~59)을 나타냅니다.
3.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 마커가 12시에 정렬될 때까지 베젤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특수	기능

	회전	베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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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Movado Sport 시계와 크로노그래프에는 물과 습기로부터 케이스를 밀폐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수 스크류다운 용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나 날짜를 설정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스크류다운 
용두를 풀릴 때까지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서(약 6바퀴) 잠금을 풀어야 합니다.

제공된 지침에 따라 시계가 올바른 시간과 날짜로 설정되었으면, 용두를 케이스에 돌려 넣으면서 조여 
방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용두를 위치 1로 되돌리고 케이스와 같은 높이가 되게 합니다.
2. 용두를 가볍게 누르면서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3.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용두를 계속 돌립니다.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십시오.

특수	기능

	스크류다운	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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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기능

	회전	반사경	링

선택 Movado BOLD 모델은 경과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회전 반사경 링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정 
아래에 있고 2시에 있는 스크류다운 용두로 제어되는 반사경 링을 사용하여 정해진 여정에서 경과한 시간 
(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예: 주차 미터에 돈을 넣은 후).
1. 스크류다운 반사경 링 용두를 가볍게 누르면서 튀어나올 때까지 약 6바퀴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이 

용두의 잠금을 풉니다.
2.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려 반사경 링의 화살표 마커를 시계 다이얼의 현재 분침 위치와 

일치시킵니다.
3. 반사경 링 용두를 살짝 누르면서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이 용두를 다시 케이스에 

고정시킵니다.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십시오.
4. 분침이 다이얼 둘레를 이동함에 따라, 이 침이 반사경 링에서 가리키는 숫자는 타이밍을 시작한 후 

경과된 분(1~59)을 나타냅니다.
5.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반사경 링 화살표를 12시에 다시 맞춰, 반사경 링 용두를 다시 케이스에 조여 

방수가 되도록 하십시오.



32

특수	기능
D 	교체	가능한	시계줄

Movado Heritage Series 모델 포함

선택 Movado 시계의 시계줄은 Movado.com에서 액세서리 시계줄 구입 시 제공되는 시계줄 도구를 
사용하여 쉽게 교체됩니다. 끝이 좁은 스프링바 또는 텐션스타일 핀과 넓지만 압축 가능한 중앙 
부분은 귓부분의 작은 구멍을 통해 시계줄이 시계 케이스에 연결되도록 합니다.

시계줄 도구의 포크형 끝은 핀의 넓은 부분에 압박을 가하여 시계줄 분리나 연결을 위해 누르는 
데 사용됩니다. 뾰족한 끝은 시계줄 하나에서 핀을 밀어내고 새 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계줄을	분리하려면:

1. 시계의 긁힘 방지를 
위해 시계를 
천이나 부드러운 
표면을 향하도록 
하여, 시계줄 
도구의 포크 끝을 
시계 귀와 시계줄 
사이에 단호하지만 
조심스럽게 
끼워넣습니다.  
그림 A.

2. 측면으로 압박을 
가하여 핀을 시계줄 
중심 쪽으로 
누릅니다.  
그림 B.

3. 핀 끝이 해당 
측면의 귀쪽에 
있는 구멍에서 
빠져나오면 
케이스와 분리될 
때까지 시계줄을 
아래로 살짝 
이동시킵니다. 핀의 
다른 쪽 끝이 반대쪽 
귀의 구멍에서 
쉽게 튀어나와, 
시계 케이스에서 
시계줄을 빼내야 
합니다. 
그림 C.

 위의 단계를 
반복하여 시계줄의 
다른 반쪽을 
제거하십시오.

시계줄을	장착하려면:
참고:	시계줄의 버클 
끝은 케이스의 맨 위나 
12시 쪽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시계줄 
도구의 뾰족한 끝을 
사용하여 한 시계줄에서 
핀을 제거하고 새 
시계줄 중심에 적절하게 
놓습니다.
1. 시계 헤드면이 천이나 

부드러운 표면을 
향하도록 놓고 긁힘을 
방지합니다.

2. 시계줄 절반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핀의 
한 쪽 끝을 귀쪽 
구멍에 끼웁니다. 
그림 D.

3. 시계줄 도구의 포크 
끝을 사용하여 
시계줄의 빈 
가장자리에 살짝 
압박을 가하여, 
스프링바 핀을 
시계줄 중심 쪽으로 
누릅니다. 그림 E.

4. 시계줄을 두 귀쪽 
사이 위치로 정교하게 
이동시키고 천천히 
압박을 해제하면서, 
남은 핀 끝을 해당 
쪽의 귀쪽 구멍으로 
유도합니다. 그림 F.

5. 시계줄을 살짝 잡아 
당겨 스프링바 핀의 
양끝이 모두 귀쪽 
구멍에 적절하게 
안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의 단계를 반복하여 
시계줄의 다른 반쪽을 
장착하십시오.

그림 A

그림 B

그림 C

그림 D

그림 E

그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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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기능
E  메시	팔찌	길이	조절

선택 모델에 발견되는 메시 시계줄은 클래스프의 핀 바 절반을 
시계줄을 따라 밀어 시계줄 크기를 조절하여 팔목에 맞춤할 수 
있는 고리형 쥬얼리 클래스프가 돋보입니다.

위 사항: 슬라이딩 클래스프의 핀바 절반을 제위치에 잠근 
상태로 메시 팔찌 측을 엽니다.

시계줄 크기를 조절하려면:

1. 소형 일자형 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클래스프의 
핀바 절반에 있는 열린 금속판이 튀어나오게 하여, 클래스프 
위치 잠금 메커니즘을 풉니다.

2. 클래스프의 핀바 절반을 메시 시계줄을 따라 좌우 어느 한 
방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밀어넣습니다.

3. 금속판을 닫아서, 클래스프의 핀바 절반을 시계줄의 새 
위치에 잠급니다.

1. Normal Position

Slide Buckle Adjustments

2. Pull the metal plate with tools

3. Move the slide buckle to the correct position

4. Close the metal plate

1. Normal Position

Slide Buckle Adjustments

2. Pull the metal plate with tools

3. Move the slide buckle to the correct position

4. Close the metal plate

1. Normal Position

Slide Buckle Adjustments

2. Pull the metal plate with tools

3. Move the slide buckle to the correct position

4. Close the metal plate

1. Normal Position

Slide Buckle Adjustments

2. Pull the metal plate with tools

3. Move the slide buckle to the correct position

4. Close the metal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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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ado 시계가 서비스나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 Movado 공인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거나 보낼 수 
있습니다. 최신 및 전체 전세계 목록은 https://repairs.mgiservice.com/movado에서 확인하십시오.

포장	및	우편	배송	지침
전체 반환 주소와 전화 번호를 시계의 문제 및/또는 필요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간략한 메모와 함께 
포함하십시오. 서비스 또는 수리를 받고 싶은 항목을 모두 나열하십시오.

시계는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상자 안에 안전 포장재를 넣고 테이프로 밀봉하여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시계의 원래 선물 상자를 사용하여 배송하지 마십시오.

등록된 우편을 사용하고 시계의 전체 대체 가치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	조회
미국에서는 시계를 서비스 받기 위해 직접 뉴저지의 무나치에 있는 Movado로 보내시면 개인  
사용자 ID와 암호를 포함하는 서면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ID와 암호 정보를 가지고 Movado의  
보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증하고 온라인으로 시계 서비스의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repairs.mgiservice.com/movado.

보증	적용	서비스
Movado 시계는 구매일로부터 2년 간 제한된 보증으로 보호됩니다. 보증 아래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유효한 구매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Movado는 제품의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또는 필연적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받기

https://repairs.mgiservice.com/movado
https://repairs.mgiservice.com/mov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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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Movado 시계는 디자인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밀하고 믿을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고급 
재료와 구성요소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Movado 시계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MOVADO	제한	보증
Movado는 구매일로부터 2년 간, 시계의 재료 및 제작에서 하자가 있는 제품의 결함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시계 사용을 위해 본 보증 내용을 처음 구매한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보증이 적용되는 결함에 대한 책임은 결함 있는 시계의 무료 수리나 (Movado의 재량껏) 교체로 
제한됩니다.

이 제한된 보증은 아날로그 배터리, 시계줄,수정, 금도금 또는 아이오닉 도금, PVD 마감, 긁힘이나 정상적인 
마모 및 찢김과 같은 외관상 문제, 사고나 오용으로 인한 손상이나 Movado 공인 서비스 센터가 아닌 
측에서 수행된 변경, 서비스 또는 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보증은 공인 Movado 판매업체에서 시계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됩니다. 유효한 구매 증서, 날짜가 
찍히고 판매업체의 이름과 Movado 시계의 식별 스타일 번호를 나타내는 판매 또는 선물 영수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보증은 전적으로 각 해당 판매업체의 책임입니다. 이 보증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없습니다. 이 보증은 소비자에게 특정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주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 다른 법적 권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 한에서, 이 제한된 보증은 배타적이며 구두, 서면, 법적, 명시적 또는 암시적(판매 가능성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 포함)인 다른 모든 보증을 대신하며, 이러한 보증은 모두 명시적으로 
거부됩니다.

Movado 보증 청구는 Movado 공인 서비스 센터에 하십시오. 해당 지역과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찾으려면 
https://repairs.mgiservice.com/movado로 가서, Movado 브랜드 로고를 클릭한 다음,“CREATE YOUR 
ACCOUNT(계정 만들기)” 팝업 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FIND A RETAILER OR WATCH REPAIR LOCATION 
(판매업체 또는 시계 수리소 찾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제 거기로 이동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참고: Movado 스마트워치에 대한 보증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보증	정보

https://repairs.mgiservice.com/movado
http://mgiservice.com
http://mgi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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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지역에 있는 공인 서비스 센터를 찾으려면 https://repairs.mgiservice.com/movado로 가서, Movado 
브랜드 로고를 클릭한 다음, 화면의 왼쪽 아래에 실행 중인 메뉴 모음에서 “FIND AN AUTHORIZED 
WATCH REPAIR LOCATION(공인 시계 수리소 찾기)”을 클릭하십시오. 이제 거기로 이동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MOVADO 공인	서비스	센터

https://repairs.mgiservice.com/movado
http://www.mgiservice.com/movado/
http://www.mgiservice.com/mova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