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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숨기기]

1 친해지기

2 일반 가이드

3 무선 제어 원자 시간 기록

4 대략적인 수신 범위

4.1 수신에 실패한 경우

5 신호 수신 문제 해결

6 세계 시간

7 알람

7.1 알람 동작

8 스톱워치

9 카운트다운 타이머

10 전원 공급 장치

11 시간 기록

11.1 AT(자동)

12 홈 위치 조정

13 참조

13.1 절전 기능

14 사양

15 문서 / 리소스

15.1 관련 매뉴얼 / 리소스

친해지기

CASIO 시계를 선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구매를 최대한 활용하려

면 이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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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계에는 UTC 오프셋 3.5시간에 해당하는 도시 코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무선 제어 원자 시간 측정 기능은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정

확한 시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시계를 밝은 빛에 노출시키십시오

시계의 태양 전지에서 생성된 전기는 충전식 배터리에 저장됩니다. 시

계를 빛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두거나 사용하면 배터리가 소모됩니다.

시계가 최대한 빛에 노출되도록 하십시오.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지 않을 때는 얼굴이 밝은 광원을 가리키도록

하십시오.

시계를 가능한 한 소매 바깥쪽에 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얼굴을 부

분적으로만 가리면 충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계는 빛에 노출되지 않아도 계속 작동합니다. 시계를 어두운 곳에

두면 배터리가 소모되어 일부 시계 기능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 후 시계 설정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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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계 작동을 위해 가능한 한 빛에 노출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빛 속에서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배터리는 어둠 속에서 방전됩니다. 

일부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실제 수준은 시계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디스플레이 조명이 자주 켜지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어 충전이 필

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침은 단일 조명 작업에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충전 시간에 대

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빛에 약 5분 노출  

실내 형광등에 약 8시간 노출

시계를 밝은 빛에 노출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

원 공급 장치"(K-45페이지)를 읽으십시오.  

시계 화면에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 시계 화면에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으면 시계의 절전 기능이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화면을

껐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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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절전 기능"(K-6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CASIO COMPUTER CO., LTD. 이 제품의 사용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귀하 또는 제3자의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이 설명서 정보

시계 모델에 따라 디스플레이 텍스트는 밝은 배경에 어두운 숫자로

표시되거나 어두운 배경에 밝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 설명서의 모

든 샘플 디스플레이는 밝은 배경에 어두운 그림을 사용하여 표시됩

니다.

버튼 조작은 그림에 표시된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이 설명서의 각 섹션은 각 모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기술 정보는 "참조"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이드

모드에서 모드로 변경하려면 B 를 누르 십시오.

어떤 모드에서든 A 를 눌러 시계 전면을 비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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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B 를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시간 표시 모드로 바로 돌아

갑니다 . 

디스플레이 화면 전환

시간 표시 모드에서 C를 누를 때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무선 제어 원자 시간 기록

이 시계는 시간 보정 신호를 수신하고 그에 따라 시간 설정을 업데이트

합니다.

이 시계는 독일(Mainflingen), 영국(Anthorn), 미국(Fort Collins), 중국

(Shangqiu), 일본(Fukushima, Fukuoka/Saga)에서 전송되는 시간 교정

신호를 수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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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간 설정

이 시계는 시간 보정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시간 설정을 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절차를 수행하여 시간과 날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

다  

.

이 시계를 구입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 도시(일반적으로

시계를 사용할 도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귀하

의 도시를 지정하려면”(K-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시계를 시간 신호 송신기가 커버하는 영역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

요에 따라 현재 시간 설정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수동 시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기록"(K-53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미국 시간 보정 신호는 북미에 있는 동안 시계에서 수신할 수 있습니

다. 이 설명서에서 "북미"라는 용어는 캐나다, 미국 본토 및 멕시코로

구성된 지역을 나타냅니다.

2010년 3월 현재 중국은 일광 절약 시간제(DST)를 사용하지 않습니

다. 중국이 향후 일광 절약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이 시계의 일부 기

능이 더 이상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계가 지원하는 국가와 다른 시간 보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이 시

계를 사용하면 서머 타임의 현지 적용 등으로 인해 잘못된 시간 표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 도시를 지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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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 표시 모드에서 A 를 약 3초 동안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ADJ" 가 표시된 후 버튼을 놓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디스플레이에서 "12H" (12시간 표시) 또는 "24H" (24시간

표시)도 깜박입니다.

2. B를 누릅니다.

현재 홈 도시의 도시 코드가 깜박이며 설정 화면을 나타냅니다.

3. C (동쪽)를 눌러 거주 도시로 사용할 도시 코드를 선택합니다.  

LON : 런던  

PAR : 파리  

ATH : 아테네  

HKG: 홍콩  

TYO : 도쿄  

HNL : 호놀룰루  

ANC : 앵커리지 

LAX : 로스앤젤레스  

DEN : 덴버  

CHI : 시카고  

NYC :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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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를 눌러 설정 화면을 종료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계는 거주 도시 코드를 선택하는 즉시 정확한 시

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자동 수신 작업

(심야) 후에 자동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수동 수신을 수행하거

나(K-25페이지)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K-54페

이지).

시계는 해당 송신기(한밤중에)에서 자동으로 시간 보정 신호를

수신하고 그에 따라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도시 코드와 송신

기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K-18 페이지 및 "송신기"(K-72 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시계의 수신 범위에 대한 정보는 "대략적인 수신 범위"(K-19페

이지) 아래의 지도를 참조하십시오.

원하는 경우 시간 신호 수신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27 페이지의 "자동 수신 켜기 및 끄기"를 참조하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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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공장 기본 설정에서 HNL (호놀룰루) 및 ANC (앵커리지) 의 모

든 도시 코드에 대해 자동 수신이 꺼져 있습니다 . 이 도시 코드

에 대한 자동 수신 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27페이지의

"자동 수신 켜기 및 끄기"를 참조하십시오.

시간 교정 신호 수신

시간 보정 신호를 수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

다. 자동 수신과 수동 수신입니다.

자동 수신 자동 수신 

을 사용하면 시계가 하루에 최대 6번(중국 보정 신호의 경우 하루에

5번) 시간 보정 신호를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자동 수신이 성공하면

나머지 자동 수신 작업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

수신 정보"(K-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수동 수신 

수동 수신을 사용하면 버튼을 눌러 시간 보정 수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동 수신을 수행하려면"(K-2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중요한!

시간 교정 신호를 수신할 준비가 되면 가까운 그림과 같이 시계의 12

시 방향이 창을 향하도록 하여 시계를 위치시키십시오.  

이 시계는 늦은 밤 시간 보정 신호를 수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밤에 시계를 벗을 때는 그림과 같이 창가 가까이에 놓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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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근처에 금속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시계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래 나열된 조건에서는 적절한 신호 수신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 또는 건물 사이 

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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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사무기기, 휴대전화 근처 

건설 현장, 공항 또는 기타 전기 노이즈 발생원 근처 

고압 전력선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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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이 또는 뒤에 

신호 수신은 일반적으로 낮보다 밤에 더 좋습니다.

시간 교정 신호 수신에는 3분에서 8분이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16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버튼 조작이나

시계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시계가 수신을 시도하는 시간 보정 신호는 아래와 같이 현재 홈 시티

코드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집 도시 코드 송신기 빈도

론, 파, ATH
안톤(잉글랜드) 60.0kHz

마인플링겐(독일) 77.5kHz

홍콩 상추시(중국) 68.5kHz

TYO
후쿠시마(일본) 40.0kHz

후쿠오카/사가(일본) 60.0kHz

HNL*, ANC*, LAX,

DEN, CHI, NYC

포트 콜린스, 콜로라도

(미국)
60.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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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L 및 ANC 도시 코드가 적용되는 영역 은 시간 보정 신호 송신기

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특정 조건에서는 신호 수신에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 작동 중에는 교정 신호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수신 범위

영국 및 독일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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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특정 시간에는 아래 명시된 거리에서 신호 수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선 간섭은 또한 수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Mainflingen(독일) 또는 Anthorn(영국) 송신기: 500km(310마일) Fort

Collins(미국) 송신기: 600마일(1,000km) 후쿠시마 또는 후쿠오카/사가

(일본) 송신기: 500km(310마일) Shangqiu(중국 ) 송신기: 1,500km(910마

일)

시계가 송신기의 수신 범위 내에 있더라도 시계와 신호원 사이의 산

이나 기타 지형으로 인해 신호가 차단되면 신호 수신이 불가능합니

다.

신호 수신은 날씨, 대기 조건 및 계절적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 보정 신호 수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호 수신 문제 해결"(K-29

페이지)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수신 정보

시계는 하루에 최대 6번까지 시간 보정 신호를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중국 보정 신호의 경우 하루에 5번). 자동 수신이 성공하면 나머지 자

동 수신 작업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수신 일정(보정 시간)은 현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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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주 도시와 거주 도시에 대해 표준 시간 또는 일광 절약 시간이 선

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의 고향

도시

자동 수신 시작 시간

1 2 삼 4 5 6

론

표준

시 일

광 절

약 시

간

오전 1시

오전 2시

오전

2시

오전

3시

오전

3시

오전

4시

오전

4시

오전

5시

오전

5:00

자정

*

자정*

오전

1시*

평가

표준

시 일

광 절

약 시

간

오전 2시

오전 3시

오전

3시

오전

4시

오전

4시

오전

5시

오전

5:00

자정

*

자정

* 오

전 1

시*

오전

1시*

오전

2시*

ATH

표준

시 일

광 절

약 시

간

오전 3시

오전 4시

오전

4시

오전

5시

오전

5:00

자정

*

자정

* 오

전 1

시*

오전

1시*

오전

2시*

오전

2시*

오전

3시*

홍콩 표준

시 및
오전 1시 오전 오전 오전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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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 

절약

시간

2시 3시 4시 5시

당신의 고향 도시
자동 수신 시작 시간

1 2 삼 4 5 6

TYO 표준시 자정
오전

1시

오전

2시

오전

3시

오전

4시

오전

5시

HNL

ANC

LAX

DEN

치 뉴

욕

표준시 및

일광 절약

시간

자정
오전

1시

오전

2시

오전

3시

오전

4시

오전

5시

메모

보정 시간에 도달하면 시계가 계시 모드 또는 세계 시간 모드에 있는

경우에만 시계가 보정 신호를 수신합니다. 설정을 구성하는 동안 보

정 시간에 도달하면 수신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보정 신호의 자동 수신은 이른 아침, 잠자는 동안 수행되도록 설계되

었습니다(시간 표시 모드 시간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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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기 전에 손목에서 시계를 빼서 신호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위치

에 두십시오.

교정 신호 수신은 계시 모드의 현재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시된

시간이 실제로 정확한 시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스플레이에 교

정 시간 중 하나가 표시될 때마다 수신 작업이 수행됩니다.

수동 수신을 수행하려면

1. 시간 표시 모드 또는 배터리/수신 모드에서 C를 약 2초 동안 누릅니

다.

초침이 READY(R) 로 이동 하고 신호 수신이 시작됩니다.

이 때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공백이 됩니다.

초침은 현재 수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READY(또는 R) : 불안정  

WORK  (또는 W) : 안정

수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신이 안정적인 위치에 시계를 보

관하십시오.

신호 수신에는 3분에서 8분이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16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버튼 조작이나 시

계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최적의 수신 조건에서도 수신이 안정화되는 데 약 30초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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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침 위치를 확인하여 수신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신호 수신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결정합니다.

날씨, 시간, 주변 환경 및 기타 요인이 모두 수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모

진행 중인 신호 수신 작업을 취소하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릅니다.

수신 성공 시

수신이 완료되면 "GET" 이 표시되고 시계가 현재 시간 설정을 조

정합니다.

"GET" 이 표시된 후 시간 표시 모드로 돌아가려면 B 또는 C 를 누르

거나 1~2분 동안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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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성공 표시기는 성공적인 수신 작업 후에 표시됩니다. 

수신 실패 시

시계는 현재 시간 설정을 조정하지 않고 "ERROR" 를 표시합니다.

"ERROR" 가 표시된 후 시간 표시 모드로 돌아가려면 B 또는 C 를

누르 거나 1~2분 동안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마십시오.

수신 작업이 성공하면 다른 수신 작업이 실패하더라도 수신 성공 표

시기가 나머지 하루 동안 디스플레이에 남아 있습니다.

자동 수신을 켜고 끄려면

1. 시간 표시 모드에서 B를 눌러 배터리/수신 모드로 들어갑니다.

2. C 를 눌러 마지막으로 성공한 신호 수신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합니

다.

3. 현재 자동 수신 설정 (ON 또는 OFF) 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A

를 누르고 있습니다. 설정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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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택되어 있는 홈 시티가 시간 보정 수신을 지원하지 않는

홈 시티인 경우 설정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호 수신을 지원하는 도시 코드에 대한 정보는 "홈 도시 지정

하기"(K-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C 를 눌러 자동 수신 켜기 (켜기) 및 끄기 (끄기)를 토글합니다. 원하

는 대로 설정되면 A 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5. 시간 표시 모드로 돌아가려면 B 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최신 신호 수신 결과를 보려면

1. 시간 표시 모드에서 B 를 눌러 배터리/수신 모드로 들어갑니다.

2. C 를 눌러 마지막으로 성공한 신호 수신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합니

다. 

시간 표시 모드로 돌아가려면 B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성공적인 수신이 없는 경우 시간은 "- -:- -"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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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수신 문제 해결

신호 수신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문제 가능한 원인 당신이해야 할 일

수동 수신

을 수행할

수 없습니

다.

시계가 시간 표시 모드

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 도시가 LON

, PAR , ATH , HKG , TY

O , HNL , ANC , LAX , 

DEN , CHI 또는 NYC

중 하나가 아닙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 작

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간 표시 모드로 전환

하고 다시 시도하십시

오.

LON , PAR , ATH , HK

G , TYO , HNL , ANC , 

LAX , DEN , CHI 또는 

NYC 를 거주 도시로

선택 하십시오(E-12 페

이지).

카운트다운 타이머 모

드로 들어가 카운트다

운을 중지합니다(K-42

페이지).

자동 수신

이 켜져 있

지만 수신

성공 표시

시간 설정을 수동으로

변경했습니다.

DST 설정이 수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동 신호 수신을 수행

하거나 다음 자동 신호

수신 작업이 수행될 때

까지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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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디스

플레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호 수신이 진행되는

동안 버튼을 눌렀습니

다.

문제 가능한 원인 당신이해야 할 일

자동 수신

이 켜져 있

지만 수신

성공 표시

기가 디스

플레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정 날짜에 수신이 성

공하더라도 다음 날 첫

자동 수신 작업이 수행

되면 수신 성공 표시가

사라집니다.

시간 데이터(시, 분, 초)

는 마지막 수신 작업 중

에만 수신되었습니다. 

수신 성공 표시는 시간

데이터와 날짜 데이터

(년, 월, 일)가 모두 수신

된 경우에만 나타납니

다.

시계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K-16페

이지).

문제 가능한 원인 당신이해야 할 일

신호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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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시간 설

정이 잘못

되었습니

다.

시간이 한 시간 쉬는 경

우 DST 설정이 올바르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계를 사용하는 지역

의 거주지 코드 설정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DST 설정을 자동 DST

로 변경하십시오(K-59

페이지).

정확한 거주 도시 코드

를 선택하십시오(K-12

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중요!"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K-16) 및 "무선 제어 원

자 시간 기록 주의 사항"(페이지 K-70).

세계 시간

World Time은 전 세계 29개 도시(29개 시간대)의 현재 시간을 보여줍니

다. 

세계 시간 모드에서 유지되는 시간은 계시 모드에서 유지되는 시간

과 동기화됩니다. 세계 시간 모드 시간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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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올바른 도시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계시 모드에

표시된 현재 시간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세계 시간 모드 표시기는 세계 시간 모드에 표시됩니다.

세계 시간 모드에서 도시 코드를 선택하면 전 세계의 특정 시간대에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지원되는 UTC 차등 설정에 대한 정보는 이

설명서 뒷면의 "도시 코드 표"를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의 모든 작업은 B를 눌러 들어가는 세계 시간 모드에서 수행

됩니다(E-9페이지).

다른 도시의 시간을 보려면

세계 시간 모드에서 C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선택된 세계 시간 도시의 도시 코드가 약 2초 동안

나타난 후 해당 도시의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도시 코드가 표시된 상태에서 C를 누르면 이 설명서 뒷면의 "도시 코

드 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다음 도시 코드로 스크롤됩니다.

표준시와 일광 절약 시간 사이에서 도시 코드 시간을 전환하려면

1. 세계 시간 모드에서 C를 사용하여 표준 시간/일광 절약 시간 설정을

변경하려는 도시 코드(시간대)를 표시합니다.

2. A를 누르고 있으면 일광 절약 시간(DST 표시기가 표시됨)과 표준시

(DST 표시기가 표시되지 않음) 간에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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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 표시기는 일광 절약 시간이 켜져 있는 동안 세계 시간 모드

화면에 표시됩니다.

표준시/일광 절약 시간 설정은 현재 표시된 도시 코드에만 영향

을 미칩니다. 다른 도시 코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 도시로 선택된 도시에 대해 일광 절약 시간제를 선택

하면 시간 기록 모드 시간에도 일광 절약 시간제가 적용됩니다.

UTC가 도시 코드로 선택되어 있는 동안에는 표준시와 일광 절

약 시간 사이를 전환할 수 없습니다.

알람

알람 모드를 사용하면 5개의 일일 알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를 사용하여 시간별 시간 신호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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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시간에 도달하면 시계에서 약 10초 동안 신호음이 울립니다.

시간별 시간 신호를 켜면 시계가 매시간 정각에 신호음을 울립니다.

이 섹션의 모든 작업은 B를 눌러 들어가는 알람 모드에서 수행됩니

다(E-9페이지).

알람 시간을 설정하려면

1. 알람 모드에서 C를 사용하여 설정하려는 시간이 표시될 때까지 알

람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알람 화면은 AL1, AL2, AL3, AL4, AL5입니다.

2. 현재 알람 시간의 시간 숫자가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A를 누르고

있습니다. 설정 모드입니다.

설정 모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표시된 알람이 켜집니다.

3. 원하는 값이 표시될 때까지 C를 눌러 시간 값을 스크롤합니다.

12시간제 시간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을 오전 또는 오후(P

표시기)로 올바르게 설정하거나 올바른 24시간제 시간을 지정

합니다.

시간 표시 모드 시간(K-54페이지)에 대해 선택한 동일한 12시

간/24시간 형식이 알람 모드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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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 설정이 원하는 대로 된 후 B를 눌러 깜박임을 분으로 이동합니

다.

C를 눌러 분 값을 스크롤합니다.

5. 분 설정이 원하는 대로 되면 B를 누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

이에 "ON" 이 깜박입니다.

C를 눌러 알람 설정을 켜짐 과 꺼짐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6. 원하는 대로 설정되면 A를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알람 작동

알람음은  

시계의 모드에 관계없이 미리 설정된 시간에 10초 동안 울립니다.

알람 및 시간별 타임시그널 작동은 계시 모드 시간에 따라 수행됩니

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 후 중지하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십시오.

시간별 시간 신호를 켜고 끄려면

1. 알람 모드에서 C를 사용하여 시간별 시간 신호를 선택합니다.

2. 디스플레이에서 "ON" 이 깜박일 때까지 A를 약 3초 동안 누릅니

다. 설정 모드입니다.

설정 모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시보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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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를 눌러 시간별 시간 신호를 켜거나 끕니다. 

4. A를 눌러 설정 화면을 종료합니다.

모든 알람과 시간별 시간 신호를 끄려면

알람 모드에서 C를 약 3초 동안 누릅니다.

"ALL OFF" 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어 모든 알람이 표시되고 시간

별 시간 신호가 꺼집니다.

스톱워치

스톱워치를 사용하면 경과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톱워치의 표시 범위는 59분 59.99초입니다.

스톱워치는 계속 실행되며 한계에 도달한 후 중지할 때까지 0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스톱워치 모드를 종료해도 스톱워치 측정 작업은 계속됩니다.

이 섹션의 모든 작업은 B를 눌러 들어가는 스톱워치 모드에서 수행

됩니다(E-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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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하려면

경과 시간 작동이 중지되는 동안 디스플레이는 현재 분과 초와 1/100

초 카운트를 표시하는 두 화면 사이를 번갈아 표시합니다. 

카운트 다운 타이머

카운트다운 타이머는 1~100분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운

트 다운이 0에 도달하면 알람이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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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의 모든 작업은 B를 눌러 들어가는 카운트다운 타이머 모드

에서 수행됩니다(E-9페이지). 

카운트다운 종료 신호음

카운트다운 종료 신호음은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면 알려줍니다. 신

호음은 약 10초 후에 또는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멈춥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구성하려면

1. 카운트다운 타이머 모드의 디스플레이에 카운트다운 시작 시간이

표시되는 동안 설정 화면을 나타내는 현재 카운트다운 시작 시간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A를 누르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 시간이 표시되지 않으면 "카운트다운 타이머

를 사용하려면"(K-44페이지)의 절차를 사용하여 표시하십시오.

2. C를 눌러 분 설정 값을 스크롤합니다.

카운트다운 시간을 100분으로 지정하려면 00:00으로 설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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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를 눌러 설정 화면을 종료합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사용하려면

카운트다운 타이머 모드에서 C를 눌러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시작합니

다.

카운트다운 타이머 모드를 종료해도 카운트다운 타이머 작동은 계

속됩니다.

카운트다운 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 C를 눌러 일시 중지합니다. 카운

트다운을 다시 시작하려면 C를 다시 누릅니다.

카운트다운 작업을 완전히 중지하려면 카운트다운 시간이 시작 값

으로 돌아올 때까지 C를 약 1초 동안 누릅니다. 

전원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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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계에는 태양 전지와 태양 전지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충전되는 충

전식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충전을 위해 시계를 배

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예: 시계의 면이 광원을 가리키도록 시계 방향을 지정합니다.

그림은 수지 밴드로 시계를 배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태양전지의 일부가 의복 등으로 막히면 충전 효율이 떨어지므로 주

의하십시오.

시계를 가능한 한 소매 바깥쪽에 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얼굴을 부

분적으로만 가리면 충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빛이 없는 곳에 시계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착

용하면 충전식 배터리 전원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계가

밝은 빛에 노출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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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계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태양 전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므로 정기적인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

우 오랫동안 사용하면 충전식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충전식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대리

점이나 CASIO 대리점에 교체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시계의 충전식 배터리를 직접 제거하거나 교체하지 마십시오. 잘못

된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시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및 기타 모든 설정은 배터리 전원이 레벨 5(K-47 및 E-48

페이지)로 떨어질 때와 배터리를 교체한 경우 초기 공장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시계의 절전 기능(K-69페이지)을 켜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 일반적으

로 밝은 빛에 노출되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이것은 충전식 배터리

가 방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터리 전원 표시기 및 복구 표시기

시간 표시 모드에서 B를 눌러 배터리/수신 모드로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의 배터리 전원 표시기는 충전식 배터리 전원의 현재 상태

를 보여줍니다.

수준 배터리 전원 표시기 기능 상태

1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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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삼

(곧 충전 경고)

시계가 시간 표시 모드로 전환

되고 초침이 2초마다 점프합니

다. 자동 및 수동 수신, 조명 및

신호음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4

모든 바늘이 12시에 멈추고 모

든 기능과 디스플레이 표시기가

비활성화됩니다.

5
모든 기능이 비활성화되었습니

다.

레벨 3 의 깜박이는   표시등은 배터리 전원이 매우 부족하며

가능한 한 빨리 충전을 위해 밝은 빛에 노출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레벨 5에서는 모든 기능이 비활성화되고 설정이 초기 공장 기본값으

로 돌아갑니다. 배터리가 레벨 5까지 떨어진 후 레벨 2에 도달하면

현재 시간, 날짜 및 기타 설정을 다시 구성하십시오.

시계의 홈 도시 코드 설정은 배터리가 레벨 5로 떨어질 때마다 자동

으로 TYO(도쿄)로 변경됩니다. 이 홈 도시 코드 설정으로 시계는 일

본의 시간 보정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됩니다. 북미, 유럽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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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시계를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가 레벨 5로 떨어질 때마다 위

치와 일치하도록 홈 도시 코드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레벨 5에서   레벨 2로 충전되는 즉시 디스플레이 표시기가

다시 나타납니다.

시계를 직사광선이나 기타 매우 강한 광원에 노출시키면 배터리 전

원 표시기에 실제 배터리 잔량보다 높은 수치가 일시적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몇 분 후에 올바른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조명 또는 신호음을 수행 하면 디스플레이에

(복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배터리 전원이 복구되고 (복구)가 사라지며 위의 기능

이 다시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복구)가 자주 나타나면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충전할 수 있도록 시계를 밝은 빛에 두십시오.

충전 시 주의사항

특정 충전 조건으로 인해 시계가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할 때마다 아래에 설명된 장소에 시계를 두지 마십시오.

또한 시계가 매우 뜨거워지면 액정 디스플레이가 검게 변할 수 있습니

다. 시계가 더 낮은 온도로 돌아가면 LCD의 모양이 다시 정상이 되어

야 합니다.

경고!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시계를 밝은 빛에 방치하면 시계가 상

당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시계를 다룰 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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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십시오.

시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장기간 노출되면 특히 뜨거워질 수 있습니

다.

직사광선 아래 주차된 차량의 대시보드에서

백열등에 너무 가깝다

직사광선 아래

충전 가이드

다음 표는 정상적인 일상 작동에 충분한 전력을 생성하기 위해 시계가

매일 빛에 노출되어야 하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노출 수준(밝기)
대략적인 노출 시

간

실외 햇빛(50,000lux) 8분

창을 통한 햇빛(10,000lux) 30 분

흐린 날 창을 통해 들어오는 일광(5,000lux) 48분

실내 형광등(500lux) 8 시간

배터리 작동 시간과 일일 작동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양(K-78

페이지)의 "전원 공급 장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빛에 자주 노출되어 안정적인 작동이 촉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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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시간

아래 표는 배터리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기는 데 필요한 노출량

을 보여줍니다.

노출 수준

(밝기)

대략 적인 노출 시간

레벨

5

레벨

4
레벨 3

레벨

2 ▲

레벨

1 ▲

           

실외 햇빛(5

0,000lux)
2시간 16시간 5 시간

창을 통한

햇빛(10,00

0lux)

4 시간 58시간 16시간

흐린 날 창

을 통해 들

어오는 일

광(5,000lu

x)

7시간 94시간 26시간

실내 형광

등(500lux)

76시간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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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록

시간과 날짜를 설정하기 전에 이것을 읽으십시오!

이 시계는 여러 도시 코드로 사전 설정되어 있으며 각 코드는  

해당 도시가 위치한 시간대를 나타냅니다.  

시간을 설정할 때 먼저 홈 도시(일반적으로  

시계를 사용하는 도시) 에 대한 올바른 도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  

귀하의 위치가 사전 설정된 도시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위

치 와 동일한 시간대에 있는 사전 설정된 도시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

세계 시간 모드 도시 코드(E-32페이지)에 대한 모든 시간은 계시 모

드에서 구성한 시간 및 날짜 설정에 따라 표시됩니다.

시계는 홈 시티의 현재 디지털 설정과 일치하도록 아날로그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홈 시티의 디지털 설정이 정확하고 시계가 신

호 수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신하지만 아날로그 시간이 정

확하지 않으면 바늘의 홈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십시

오(K-63페이지).

시간과 날짜를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22. 5. 30. 오전 8:37 CASIO 5161 시계 사용 설명서 - 설명서+

https://manuals.plus/casio/5161-watch-manual 41/64

1. 시간 표시 모드에서 A를 약 3초 동안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ADJ" 가 표시된 후 버튼을 놓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디스플레이에서 "12H" (12시간 표시) 또는 "24H"(24시간

표시)도 깜박입니다.

초침은 12시 방향으로 이동하여 거기에서 멈춥니다.

2. C를 눌러 12시간 (12H) 과 24시간 (24H) 시간 표시 사이를 전환 합니

다.

3. B를 누르면 현재 홈 도시의 도시 코드가 디스플레이에서 깜박입니

다.

4. C를 사용하여 원하는 도시 코드를 선택합니다.

다른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 거주 도시 코드를 선택했는지 확인

하십시오.

도시 코드에 대한 전체 정보는 이 설명서 뒷부분의 "도시 코드

표"를 참조하십시오.

5. B를 눌러 아래 표시된 순서대로 깜박임을 이동하여 다른 설정을 선

택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시간 기록 설정만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

다.

6. 변경하려는 시간 표시 설정이 깜박이면 C를 사용하여 아래 설명된

대로 변경합니다. 

화면:
이것을하기 위해:

이 작업을 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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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 및 24시간 ( 

) 시간 표시 간 전환

Ⓒ를 누르십

시오.

도시 코드 변경

자동 DST( ), 일광 절약 시간( 

) 및 표준시 간 순환

( ).

초 재설정 

시와 분 변경

  
년, 월 또는 일 변경

(on)과  (off) 사

이에서 버튼 작동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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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의 언어 변경

: 영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중국어  

: 일본어

7. A를 눌러 설정 화면을 종료합니다.

자동 DST( )는 LON, PAR, ATH, TYO, HNL, ANC, LAX,

DEN, CHI 또는 NYC 가 자택 도시 코드로 선택된 경우에만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일광 절약 시간

(DST)" 을 참조하십시오.

요일은 날짜(년, 월, 일)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12시간 및 24시간 시간 표시

12시간 형식에서 P(PM) 표시기는 정오에서 오후 11시 59분 사이의 시

간에 대해 시간 자릿수 왼쪽에 나타나고 다음 범위에 있는 시간에 대

해서는 시 자릿수 왼쪽에 표시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정 ~ 오전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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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형식에서는 표시 없이 시간이 0:00~23:59 범위에서 표시됩니

다.

시간 표시 모드에서 선택한 12시간/24시간 형식은 다른 모든 모드에

적용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DST)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은 표준 시간보다 1시간 앞당겨 시간 설정을

진행합니다. 모든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광 절약 시간제를 사용하는 것

은 아닙니다.

Mainflingen(독일), Anthorn(영국) 또는 Fort Collins(미국)에서 전송되는

시간 보정 신호에는 표준시와 DST 데이터가 모두 포함됩니다. 자동

DST 설정이 켜져 있으면 시계가 표준

시간과 DST(서머타임)는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후쿠시마와 후쿠오카/사가, 일본 송신기가 전송하는 시간 교정 신호

에는 서머 타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서머 타

임이 구현되지 않습니다(2010년 기준).

기본 DST 설정은 LON, PAR, ATH, TYO, ANC, LAX, DEN, CHI

또는 NYC 를 거주 도시 코드로 선택할 때마다 자동 DST( )입니

다.

해당 지역에서 시간 보정 신호를 수신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표준

시간과 일광 절약 시간(서머 시간) 간에 수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

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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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을 변경하려면

1. 시간 표시 모드에서 A를 약 3초 동안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ADJ" 가 표시된 후 버튼을 놓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디스플레이에서 "12H" (12시간 표시) 또는 "24H" (24시간 표

시)도 깜박입니다.

2. B 를 두 번 눌러 일광 절약 시간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3. C 를 사용 하여 아래 표시된 순서대로 DST 설정 을 순환 합니다.

AT(자동)

이 설정은 시계가 시간 보정 신호 데이터에 따라 표준 시간과 서머 타

임 사이를 자동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이 설정은 신호 수신을 지원하

는 도시 코드가 홈 도시로 선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끄다

이 설정은 서머 타임을 끄고 현재 시간을 정상적으로 표시합니다.

켜짐

이 설정은 여름 시간을 켭니다. 서머타임을 켜면 현재 시간이 1시간 빨

라집니다.

홈 도시를 동일한 송신기 영역 내에 있는 도시로 변경하면 현재 DST

설정이 유지됩니다. 현재 송신기 지역을 벗어난 도시로 변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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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송신기 적용 도시 코드

일본 TYO

중국 홍콩

우리를 HNL , ANC , LAX , DEN , 치 , NYC

유럽(영국, 독일) 론 , 파 , ATH ,

없음 기타 모든 도시 코드

원하는 설정이 선택되면 A를 눌러 설정 화면을 종료합니다.

DST 표시기는 일광 절약 시간이 켜져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나타납

니다.

아날로그 시간 기록

이 시계의 아날로그 시간은 디지털 시간과 동기화됩니다. 디지털 시간

을 변경할 때마다 아날로그 시간 설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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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아날로그 시계의 바늘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설정

으로 조정됩니다.  

디지털 시간 설정을 수동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간 교정 신호 수신에 의해 디지털 시간 설정이 변경되는  

경우 거주 도시 코드 및/또는 DST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 아날로그 시간이 디지털 시간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

점 조정하기"(K-64페이지)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설정

을 디지털 설정과 일치시키십시오.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시간 설정을 모두 수동으로 조정해야 할 때마다

먼저 디지털 설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간에 적응하기 위해 바늘을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에 따

라 움직임이 멈추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홈 위치 조정

시계가 신호 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강한 자기 또는 충

격으로 인해 시계 바늘이 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섹션의 해당 홈

위치 조정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시계 모드에서 아날로그 시간과 디지털 시간이 동일한 경우 바늘 홈

위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의 조정 절차 중에 C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해당 핸드가 고속

핸드 이동을 시작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C버튼에서 손을 떼도 고속

침의 움직임이 계속됩니다. 고속 손 움직임을 멈추려면 아무 버튼이

나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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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위치를 조정하려면

1. 시간 표시 모드에서 A를 약 6초 동안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H-

SET"이 표시된 후 버튼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약 3초 후에 디스플레이에 "ADJ"가 표시되지만 아직 버튼에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H-SET"이 나타날 때까지 누르고 있습니

다.

초침이 12시 방향(홈 위치)으로 이동해야 하며 디스플레이에서

"SEC 00"이 깜박입니다.

초침이 12시 방향을 가리키지 않으면 C 버튼을 사용하여 조정합

니다. C를 누를 때마다 바늘이   1초씩 전진합니다.  

정확한 초침 위치 

2. 초침이 적절한 홈 위치에 있으면 B를 누릅니다.

시침과 분침이 12시 방향(홈 위치)으로 이동해야 하며 디스플레

이에서 "+0:00"이 깜박입니다.

3.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시침과 분침이 12시 방향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

쪽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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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시침과 분침 위치 

바늘이 12시를 가리키는 경우 

이 절차의 4단계로 이동합니다.

바늘이 12시 왼쪽을 가리키는 경우 

C 버튼을 사용하여 바늘이 12시를 가리킬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C를 누를 때마다 바늘이   10초씩 움직입니다.

바늘이 12시 오른쪽을 가리키는 경우 

B를 누르면 깜박이는 디스플레이가 "-0:00"으로 변경됩니다. 그

런 다음 C 버튼을 사용하여 바늘이 12시를 가리킬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C를 누를 때마다 바늘이   10초씩 움직입니다.

4.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된 후 A를 눌러 시간 표시 모드로 돌아갑니

다.

원점 조정 후 계시 모드로 들어가 아날로그 바늘과 디지털 디스

플레이가 같은 시간을 표시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

면 원점 조정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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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는 시계 작동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기술적인 정보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계의 다양한 특징과 기능에 대한 중요한 주의 사항과 참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튼 조작음

버튼 조작음은 시계의 버튼 중 하나를 누를 때마다 들립니다.

버튼 조작음을 원하는 대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버튼 조작음을 꺼도 알람, 시보, 기타 신호음은 모두 정상적으로 동

작합니다.

버튼 조작음을 켜고 끄려면

1. 시간 표시 모드에서 A를 약 3초 동안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ADJ" 가 표시된 후 버튼을 놓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디스플레이에서 "12H" (12시간 표시) 또는 "24H" (24시간

표시)도 깜박입니다.

2. 현재 버튼 조작음 설정( 또는 )이 나타날 때까지 B 를 9번 누릅니다 .

3. C 를 눌러 (톤 켜짐) 및 (톤 꺼짐) 간에 설정

을 전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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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를 눌러 설정 화면을 종료합니다. 

절전 기능

파워 세이빙 기능을 켜면 시계가 어두운 곳에서 일정 시간 방치될 때마

다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래 표는 시계 기능이 절전 기

능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의 경과 시간
표시하다 작업

60~70분
공백 초침이 12시 방향으로 이동

하고 멈추고 모든 기능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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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되고 공백이 표시됩니

다.

6일 또는 7일 공백

모든 바늘은 12시에 멈춥니

다. 자동 수신, 신호음, 조명

및 표시가 비활성화됩니다.

옷 소매 안에 시계를 착용하면 잠자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계는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 59분 사이에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

습니다. 그러나 오전 6시가 되었을 때 시계가 이미 슬립 상태에 있었

다면 슬립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면 상태에서 회복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시계를 조명이 밝은 곳으로 옮깁니다.

아무 버튼이나 누르십시오.

무선 제어 원자 시간 기록 주의 사항

강한 정전기로 인해 잘못된 시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 보정 신호는 전리층에서 반사됩니다. 이 때문에 전리층의 반사

율 변화, 계절적 대기 변화 또는 시간에 따른 전리층의 높은 고도 이

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신호의 수신 범위가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수

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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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교정 신호가 제대로 수신되더라도 특정 조건으로 인해 최대 1

초까지 시간 설정이 꺼질 수 있습니다.

시간 보정 신호에 따른 현재 시간 설정은 수동으로 설정한 시간 설정

보다 우선합니다.

시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9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으로 날짜와

요일을 업데이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100년 1월 1일부터 시간

교정 신호에 의한 날짜 설정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시계는 윤년과 비윤년을 구분하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시간 데이터(시, 분, 초)와 날짜 데이터(년, 월, 일)를 모두

수신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특정 신호 조건으로 인해 수신이 시간 데

이터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 교정 신호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우 시계는

"사양"에 명시된 정밀도로 시간을 유지합니다.

시각 보정 신호 수신에 문제가 있거나 신호 수신 후 시간 설정이 잘

못된 경우 현재 도시 코드와 DST(서머 타임) 설정(K-54페이지) 및 자

동 수신 설정(K-27페이지)을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전원 수준이 레벨 5로 떨어지거나 충전식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때마다 고향 도시 설정이 TYO (도쿄) 의 초기 기본값으로 되돌아

갑니다 . 이 경우 홈 도시를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하십시오(K-12페이

지).

송신기

이 시계가 수신하는 시간 보정 신호는 현재 선택된 홈 시티 코드(K-12

페이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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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간대가 선택되면 시계는 미국(Fort Collins)에서 전송된 시간

보정 신호를 수신합니다.

일본 시간대를 선택하면 시계는 일본(후쿠시마 및 후쿠오카/사가)에

서 전송된 시간 보정 신호를 수신합니다.

유럽   시간대가 선택되면 시계는 독일(Mainflingen)과 영국(Anthorn)에

서 전송된 시간 보정 신호를 수신합니다.

중국 시간대가 선택되면 시계는 중국(Shangqiu City)에서 전송된 시간

보정 신호를 수신합니다.

홈 도시가 LON, PAR, ATH(Anthorn 및 Mainflingen 신호를 모두 수신

할 수 있음)인 경우 시계는 먼저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수신한 신호

를 수신하려고 시도합니다. 실패하면 다른 신호를 시도합니다. 홈 도

시를 선택한 후 첫 번째 수신에 대해 시계는 가장 가까운 신호를 먼

저 시도합니다(LON의 경우 Anthorn, PAR 및 ATH의 경우

Mainflingen).

홈 도시가 TYO(40kHz 및 60kHz 신호를 모두 수신할 수 있음)인 경우

시계는 먼저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수신한 신호를 포착하려고 시

도합니다. 실패하면 다른 신호를 시도합니다.

자동 반환

설정 화면(설정이 깜박임)이 디스플레이에 있는 동안 약 2~3분 동안 아

무 조작도 수행하지 않으면 시계가 자동으로 설정 화면을 종료합니다.

스크롤링

C 버튼은 디스플레이의 데이터를 스크롤하기 위해 다양한 모드 및 설

정 화면에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크롤 작업 중에 이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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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고 있으면 고속으로 스크롤됩니다.

초기 화면

세계 시간 모드 또는 알람 모드에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모드를 종료할

때 보고 있던 데이터가 먼저 나타납니다.

시간 기록

현재 카운트가 30~59 범위일 때 초를 00으로 재설정하면 분이 1씩 증

가합니다. 00~29 범위에서 초는 분을 변경하지 않고 00으로 재설정

됩니다.

연도는 2000년부터 2099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계에 내장된 전자동 달력은 다양한 월 길이와 윤년을 허용합니다.

날짜를 설정하면 시계의 배터리를 교체한 후를 제외하고는 날짜를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시 모드 및 세계 시간 모드의 모든 도시 코드에 대한 현재 시간은

거주 도시 시간 설정을 기반으로 각 도시의 UTC(협정 세계시)에 따

라 계산됩니다.

세계 시간

세계 시간의 초 카운트는 계시 모드의 초 카운트와 동기화됩니다.

조명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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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발광 다이오드)와 도광판은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시계 전면을 비춥니다. 어떤 모드에서든 A를 눌러 시계 전면을 약 1초

동안 비춥니다.

빛에 의해 제공되는 조명은 직사광선 아래에서 볼 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조명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조명을 자주 사용하면 배터리 작동 시간이 단축됩니다.

명세서

상온에서의 정확도 : 월 ±15초  

디지털 시간 표시: 시, 분, 초, 오전/오후(P), 요일,  

시간 시스템: 12시간 및 24시간 형식 간에 전환 가능  

캘린더 시스템: 완전 자동 -캘린더는 2000년부터 2099년까지 미리 프

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기타: 거주 도시 코드(29개 도시 코드 중 하나를 할당할 수 있음); 일

광 절약 시간(여름 시간)/표준 시간  

아날로그 시간 표시: 시, 분(10초마다 바늘 이동), 초  

시간 교정 신호 수신: 하루 6회 자동 수신(중국 교정 신호의 경우 하

루 5회) (나머지 자동 성공하자마자 취소됨); 수동 수신 

수신 가능한 시간 보정 신호: 독일 Mainflingen(호출 부호: DCF77,  

주파수: 77.5kHz ); Anthorn, 영국(호출 부호: MSF, 주파수: 60.0kHz  

); 미국 콜로라도 주 포트 콜린스(호출 부호: WWVB, 주파수: 

60.0kHz); 일본 후쿠시마(호출부호: JJY, 주파수: 40.0kHz); 일본 후쿠오

카/  

사가(호출부호: JJY, 주파수: 60.0kHz); 중국 허난성 Shangqiu 시  

https://manuals.plus/m/232342e6a6111509677f2f73b3dbd74f1255e57596b69bcb5d52dfe90c7675ff
https://manuals.plus/m/232342e6a6111509677f2f73b3dbd74f1255e57596b69bcb5d52dfe90c7675ff_opti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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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부호: BPC, 주파수: 68.5kHz) E-77  

세계 시간: 29개 도시(29개 시간대)  

기타: 일광 절약 시간제/표준 시간  

알람: 5개의 일일 알람; 시보 

스톱워치:  

측정 단위: 1/100초  

측정 용량:59′ 59.99”  

측정 모드: 경과 시간  

카운트다운 타이머:  

측정 단위: 1초  

입력 범위: 1분 ~ 100분(1분 단위 증가)  

조명: LED(발광 다이오드)  

기타: 절전, 배터리 전원 표시기, 버튼 작동음 켜기/끄기, 요일 언어

선택

전원 공급 장치: 태양 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 1개

대략적인 배터리 작동 시간: 다음 조건에서 4개월(완전 충전에서 레벨

4까지):

빛에 노출되지 않는 시계

내부 시간 측정

하루 18시간 표시, 수면 상태 하루 6시간

1일 1조명 작동(1.5초)

1일 10초 알람 작동

1일 약 4분의 신호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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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코드 테이블

도시 코드 도시
UTC 오프셋/GMT 차

동

PPG 파고 파고 –11

HNL 호놀룰루 –10

ANC 앵커리지 -9

LAX 로스 앤젤레스 -8

굴 덴버 -7

치 시카고 -6

뉴욕 뉴욕 -5

SCL 산티아고 -4

리오 리오 데 자네이로 -삼

라이 프라이아 -1

UTC  
0

론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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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파리 +1

ATH 아테네 +2

제드 제다 +3

THR 테헤란 +3.5

DXB 두바이 +4

KBL 카불 +4.5

기이 카라치 +5

델 델리 +5.5

KTM 카트만두 +5.75

DAC 다카 +6

RGN 양곤 +6.5

BKK 방콕 +7

홍콩 홍콩 +8

TYO 도쿄 +9

ADL 애들레이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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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O 손목시계 사용 설명서

CASIO 손목 시계 사용 설명서 CASIO 손목 시계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

서 5667 스톱워치 기능 조정하려면…

SYD 시드니 +10

누 누메아 +11

WLG 웰링턴 +12

2009년 12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글로벌 시간(UTC 오프셋 및 GMT 차이) 및 서머 타임을 관리하는 규

칙은 개별 국가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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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O 시계 사용 설명서

CASIO Watch 사용 설명서 디지털 시간 설정

구성 시간 표시 모드에서 B를 최소…

CASIO 시계 5359/5448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5359/5448 귀하의 시계는 그림에

표시된 것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크라운

운영 일부…

CASIO 5619 슬림 케이스 시계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5619 MA1903-EA 귀하의 시계는

그림에 표시된 것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조정하려면…

2021년 12월 29일 카시오 5161 시계 , 카시오

다음 포스트—  

CASIO 3159 G-Shock 시계 사용 설명서

—이전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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