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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 FUNSTaNdard

시간 설정

a: 용두의 원래 위치

C: 시간 설정을 위한 위치

시간을 설정하려면 용두를 C 위치로 당긴 후에 

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

다. 시간을 맞춘 다음에 용두의 위치를 a로 옮

깁니다.

시간을 설정하려면 용두를 위치 2로 당깁니다. 

천천히 회전하여 분을 조정합니다. 빨리 회전

하여 시를 조정합니다. 조정 완료 후에 용두를 

다시 밀어넣습니다.

A B C

A B C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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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 FUN

조정

STaNdard

요일 / 날짜 설정

날짜를 설정하려면 용두를 B 위치로 당긴 후

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요일을 설

정하려면 용구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시간을 맞춘 다음에 용두의 위치를 a로 옮깁

니다.

A B C

A B C

용두를 5초 동안 누릅니다. 시침과 분침이 12

시를 가리키면 테스트 통과입니다. 용두를 다

시 눌러서 제 시간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시침과 분침이 정확하게 12시를 향하지 않으면 

용두를 위치 2로 당깁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

하여 시침을 조정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분침을 조정합니다. 용두를 다시 누

르면 제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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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인

팝-아웃

옷에 부착

POP

TOUCH LOOMI

LOOMI 기능: 표시

LOOMI

참고: 스와치를 밴드와 함께 

착용하거나 옷에 직접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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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aLarM

스와치를 터치.

시계 바늘이 알람 시간을 4초 동안 가리킵니다.

알람을 멈추려면 스와치를 터치합니다.

스와치 알람 온/오프 및 알람 시간 설정.

용두를 누르면 시계 바늘이 모드를 키거나 끕

니다.

용두를 다시 눌러서 모드를 변경합니다.

용두를 위치 1로 당기면 시계 바늘이 마지막 알

람 시간을 가리킵니다.

새 알람 시간을 설정하려면 용두를 회전합니다

(천천히 회전 = 분, 빠르게 회전 = 시).

용두를 다시 누르면 시계 바늘이 현재 시간으

로 돌아가고 알람모드 “온”으로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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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GaME

스와치를 터치.

시계 바늘이 12시에 모이고 최소한 1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중요: 시계 바늘이 정확하게 12시를 

가리키지 않으면 이를 조정해야 합니

다.

시계 바늘이 잘못 멈췄다가 몇 초 동안 게임의 

결과를 나타내고...

… 시계 바늘이 다시 시간을 나타냅니다.

중요: 시계 바늘이 올바르게 oN-

oFF(알람 모드)를 보이지 않으면 

Touch Alarm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 배터리 변경 혹은 심한 충격).

용두를 2초 간 누르면 알람 데모가 시작됩니다.

멈추려면 용두를 다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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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Ba 기능: 경과 시간

조정링 사용하기

시작 시간 및 활동의 지속 시간 설정. 분침을 조

정링의 마커에 맞춘다. 타이밍은 마커에 표시된 

시간에 시작합니다. 경과 시간은 조정링의 수를 

가리키는 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요: 바닷물에 담긴 이후 scuba 200 Chrono

는 언제나 담수로 씻어내야 합니다.

경고: irony scuba 200 Chrono는 전문 다이빙 

시계가 아닙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