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CTION WORLDTIMER
這一功能可同時顯示本地時間和全球24個城
市中任意一個城市的時間。您的腕錶錶盤上
設有兩個轉盤：第一個為24小時轉盤，與指
針同步但逆向旋轉。第二個轉盤上設有全球
24個城市的名稱，獨立於指針旋轉。
這一功能的操作方法非常簡單：只要將錶冠
拉出，然後逆時針（2）旋轉至相應的城市名
稱即可，或將其旋轉至12時位置。24小時轉盤
上與這一城市名稱對應的刻度，即為這一城
市時間。例如，現在我們正處於英國倫敦，
時間是上午10時10分，而杜拜此時的時間為下
午2時10分。
도시 변경 기능을 사용하여 현지 시각과 전 세계
24개 도시의 시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 다이얼 주위로 2개의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4H 디스크는 시계 바늘과 연동되어
작동하지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24개의 도시 명칭이 새겨진 두 번째 디스크는 시계
바늘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도시 변경 기능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잡아당긴 후 시계 반대 방향(2)으로 돌려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의 표준 시간대에 해당하는
도시를 정오에 위치시킵니다. 각 도시의 시각은
해당 도시의 명칭이 가리키는 24H 디스크의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오전 10시
10분, 런던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바이 현지
시각은 오후 2시 10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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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Instructions
(1) Wind up
(2) Change of the date
(3) Change of time
(4) Use the pusher to activate the bluetooth
of the watch and to display your
favourite smartwatch functions.
Mode d'Emploi
(1) Remonter
(2) Ajustement rapide de la date
(3) Ajustement de l'heure
(4) Presser sur le bouton poussoir pour activer
le bluetooth de votre montre et afficher
vos fonctions connectées favorites.

Bedienungsanleitung
(1) Aufzeihen
(2) Einstellen des Datums
(3) Einstellen der Zeit
(4) Nutzen Sie den Drücker um Bluetooth
an der Uhr zu aktivieren und Ihre
Smartwatch Funktionen anzuzeigen.
Modo de empleo
(1) Terminer
(2) Cambio de la fecha
(3) Ajuste de la hora
(4) Utiliza el pulsador para activar el
bluetooth del reloj y visualiza las
funciones preferidas del smartwatch
Modo de utilizaçäo
(1) Cuerda
(2) Acerto rápido da data
(3) Acerto da hora
(4) Pressione o botão para ativar o
bluetooth no seu relógio e veja suas
funções conectados favoritos.
Modo d’impiego
(1) Carica
(2) Aggiustamento rapido della data
(3) Aggiustamento dell’ora
(4) Usa il pulsante dell'orologio per attivare
il bluetooth e per visualizzare le tue
funzione preferite del smartwatch.
取扱說明書
(1) 卷き上げ
(2) 日付合わせ
(3) 時刻合わせ
(4) プッシュボタンを押してブル
ートゥースを接続し、お気に
入りの機能を表示します。

Инструкция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1)	Установитe зaводнyю
кopoнкy в пoлoжeнe
(2) Установка даты
(3) Установка текущего времени
(4)	Используйте кнопку для
активации bluetooth в часах
и отображения ваших
любимых функции часов
操作說明書
(1) 上鍊
(2) 日期調校
(3) 時間調校
(4) 使用錶殼左側按鈕以啟動腕錶的藍牙連
接，以及快速顯示自訂的智能腕錶功能。
사용설명
(1) 태엽 감기
(2) 날짜 변경
(3) 시각 변경
(4)	푸셔를 사용하여 시계의 블루투스를 활성화
시키며 스마트 워치의 기능 중 고객이
선호하는 기능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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