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설명서-

타협하지 않는 최초의 스마트 시계
MyKronoz ZeTime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
께 일반 스마트 시계의 규칙을 깨고 타협하지 않는 동반자로서 기
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ZeTime 소유주의 가족입니다. ZeTime
은 전통 시계 산업의 고국인 스위스에서 탄생하였고, 오직 최
종 소유자만을 고려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ZeTime은 뛰어난 스마트 소재뿐만 아니라 매일 착용하는 것이 자랑
스러운 보석의 아름다운 조각이기도 한 고품질 소재와 기술로 제작되
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시계 케이스: ZeTime은 스타일, 취향에 따라 6 가지 색
상의 고급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공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최고의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천연 사파이어 글래스: 최고의 시계를 제공하기 위해, ZeTime에서 사용
했던 글래스 유형을 희생시키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터
치 패널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특별한 사파이어 글래스를 선택했습니다.
맞춤형으로 제작된 TFT 스크린 & 스마트한 움직임: 혁신적인 스
마트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도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
을 달성해야 했습니다! 전체 원형 TFT 디스플레이가 결합되었고
시계의 CPU에 의해 제어 되는 스마트한 기계적 움직임. 그 결과는 매우
감동적이며 완전히 독특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5 ATM 인증: 시계는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
든 환경에서, 특히 물과 접촉할 때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ZeTime을
구현했습니다.

최대 30 일의 배터리 수명: 독점적인 운영 체제 덕분에 안드로이드 및
iOS 장치와 완벽하게 호환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계에 전례가 없는 배
터리 수명이 제공됩니다. 3일간 스마트 모드에서 완전히 작동하고 일단
화면이 꺼지면 30일이 추가되므로, 매일의 시간 추적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는 것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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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상단 버튼
터치 스크린
색상

스마트 크라운

하단 버튼
I 상단 버튼
		
		
누르면 화면이 켜지고, 모든 메뉴에서 홈 페이지로 복귀하거나 시계를 대
기 모드에 둡니다.

I 하단 버튼
		
		
•누
 르면 화면이 켜지고, 메뉴 구조에서 한 단계 뒤로 이동하며, 메뉴에서
나가기 또는 홈페이지에서 캘린더 일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길게 눌러서 전원 켜기/끄기.
I 상단 + 하단 버튼
		
		
상단 버튼과 하단 버튼을 10 초 동안 누르면 기기가 재설정 됩니다.
		
경고: 장치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I 스마트 크라운
		
		
•크
 라운을 돌리면 메인 메뉴를 탐색 할 수 있습니다.
		
•크
 라운을 눌러 앱을 선택합니다.
		
•수
 동으로 손을 9:15로 이동하려면 두 번 누릅니다.
		
•야
 간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한 번 누릅니다 (대기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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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터치 스크린 작동
I 시계 화면에서

길게 눌러서
시계 화면을 변경
합니다.

오른쪽으로 스
와이프하면활
성 메뉴에 액세
스합니다.

왼쪽으로 스
와이프하면
메뉴에 액세
스합니다.

아래로 스와이
프하면
바로 가기 메뉴
가 표시됩니다.

Marketing weekly
meeting with Fred...
Hi , Jack ! H...
Yes , I’m ve...
NO! Thi...

위로 스와이
프하면
알림 센터가
표시됩니다.

I 모든 화면에서

한 번 탭하여
메뉴를 열거나
항목을 선택합
니다.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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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탭하면
이전 페이지
로 복귀합
니다.

스마트 크라운 작동

ZeTime에는 시계 메뉴 탐색 환경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크라운
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다른 화면에서 일부 설정을 선택, 탐
색 또는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누르면 선택
을 확인합니다.

크라운을 돌리면
메인 메뉴를 탐색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눌러
앱을 선택합니다.
두 번 누르면
모든 화면에서 수동으로 손을 9:15로 이동합니다.
한 번 누르면
대기 화면에서 야간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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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가기

시계의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ZeTime 바로 가기에
액세스합니다.

심박수

심박수 계속 추적하기. 제어하기.

날씨

밝기

비행기 모드 및 블루
투스 상태

진동
버저

현지 날씨 및 다음 3 일
간의 일기 예보에 즉시
액세스합니다.

시야를 확보하기 위
해 화면 밝기를 설정
합니다.

진동 켜기 (기본값).

비행기 모드가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진동 & 버저 켜기.

비행기 모드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에서 맞춤 설정이 활
성화됩니다).

비행기 모드가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

버저 켜기.

모든 알림 음소거.

내 휴대폰 찾기

배터리 레벨

ZeTime은 주변에 있는 한 휴대
전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계의 배터리 잔량이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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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ZETIME 충전하기

ZeTime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약 90 분 동안 ZeTime을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ZETIME

충전기

케이블

1. 충
 전기에 ZeTime을 뒤로 놓습니다.

2. 충
 전기에 USB 케이블을 플러그합니다.

3. U
 SB 케이블의 큰 쪽 끝을 USB 전원에 연결합니다.

4. 배
 터리 표시기가 채워지며 충전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며 완전히 충전되면 녹
색등이 켜집니다.
5. Z
 eTime이 충전된 후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ZeTime은 스마트시계 모드에서 최대 3일 동안 작동하고 일반 모드에서 30일
동안 작동합니다.

i

시계 화면에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면 배터리 부족 표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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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터리 수명

ZeTime은 단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30일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
기 위해, 디지털 화면과 아날로그 이동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방
식으로 단일 배터리로 모두 지원합니다.

CHARGE

완전히 충전된 ZeTime은 스마트시계 전체 작동 모드에서 약 3일간의 배터리 수명
을 제공하며 활동을 추적하고 수신된 알림 또는 통화를 알려줍니다.

일정량의 충전이 완료되면 ZeTime은 스마트 시계 기능을 자동으로 끄고 스마트
한 움직임을 작동하며 30 일간의 배터리 수명을 계속 제공합니다.
이 30일 동안에는 현지 시간만 표시되며 추가 기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모드와 함께 자유롭게 활동 추적을 할 수 있지만 전체 배터리 수명에 영
향을 미칩니다. 이 작동은 모바일 앱 고급 설정 (전원 끄기 모드> 손 실행 + 활동 추
적)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i

3일 스마트 시계 기능은 예상되는 기기의 평균 사용량을 기반으로한 추
정치입니다. HR 추적기 및 터치 스크린과 같은 많은 기능이 더 많은 에
너지를 소비하므로 실제 배터리 수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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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정

ZeTime을 처음 켜면 초기 설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마트 폰에
ZeTime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 ZETIME 설정

1. 블
 루투스가 모바일 스마트 폰에서 활성화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앱 스토어 또는 Google Play에서 Zetime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3. 스
 마트 폰에서 ZeTime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4. ZeTime을 가까이 둔 상태에서 기기 목록에서 ZeTime을 선택합니다.
5. 스
 마트 폰에 패어링 요청이 표시됩니다. 페어링 요청 수락을 위해 Pair을 누릅
니다.
6. 그 다음 ZeTime 화면에 페어링 요청이 수신됩니다. 화면을 눌러 페어링을 수
락합니다
7. Z
 eTime 이 성공적으로 페어링되면, 두 기기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설정 과정이 끝나면 시계 펌웨어의 새 버전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
습니다. ZeTime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은 기기에 최신 소프트웨어가 있고 모든 최신 기능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
합니다. 업데이트하기 전에 스마트 폰에 배터리 잔량이 30 % 이상 있어야 합니다.

i

처음 페어링 후 ZeTime이 켜져 있고 범위 내에 있으면 자동으로 휴대폰
에 연결됩니다. ZeTime을 다른 계정 또는 스마트 폰과 페어링하려면 먼
저 현재 계정과 페어링을 해제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설정으로 이
동하여 ZeTime 페어링 해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위에 설명된 페어
링 절차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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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정

설정하는 동안, 보정을 진행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시계가 스마트 폰과 완벽하게 시간 동기화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필
수 단계입니다.
시계를 보정하기 위해 스마트 폰 화면
의 가상 다이얼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살짝 밉니다. 폰 화면에서 «+ / -»를 사
용하여 손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침을 화면 상단의 빨간색 점과 맞
추고 분침을 시침에 맞춘 후, 다음
을 눌러 스마트 폰과 ZeTime을 동
기화합니다.

설정 과정 후 직접 시계의 설정에서 보정할 수 있고 또는 모바일 앱에서 아래 단계
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앱 실행하기

• 설정을 누른 다음 고급 설정을 누릅니다.

• 그 다음, 보정을 누르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i

다른 시간대를 여행할 때, 시계가 모바일 앱과 동기화되어 현지 시간으
로 자동 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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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스템 요구사항

시계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사용하려면 스마트 폰에 ZeTime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iOS 블루투스 4.0 BLE가 탑재된 iOS 8 이상 기기

iPhone 4S, 5, 5c, 5s, 6, 6s, 6s 플러스, 7, 7 플러스, 8, 8 플러스 & X
iPad (3 4 및 5 세대), iPad Mini,
iPod touch (5 세대)

-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4.0 BLE를 지원하는 Android 5.0 이상 기기 선택

i

호환 가능한 기기의 최신 목록은 www.mykronoz.com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ZeTime 앱이 스마트 폰에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ZeTime이 SMS 알림,
이메일, 소셜 미디어, 캘린더 이벤트 및 개인 일정 정보를 동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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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신 전화

전화가 걸려오면, 알림이 ZeTime에 표시됩니다. 손목에서 바로 받
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통화는 스마트 폰에서만 가능하며 시계에
서는 통화 할 수 없습니다.

ANGELINA
INCOMING CALL

i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시계에서 직접 미리 설정된 짧은 문자 메시지 또
는 이모티콘을 전송하여 수신 전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iOS 사용자
는 가능하지 않음).

7.부재중 전화

부재중 전화는 알림 센터 뿐만 아니라 시계의 부재 중 전화 앱에 표
시됩니다.

JENNIFER

STEPHANE
CINDY
MAXIM

i

부재중 전화를 모두 삭제하려면, 화면을 길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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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자 메시지

ZeTime으로 손목에서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독
점적인 스마트한 움직임 덕분에, ZeTime은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감지하고 손을 수평으로 움직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므로, 문자
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빠른 회신 (안드로이드만 해당): ZeTime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회
신하거나 시계에서 직접 짧은 회신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
바일 앱을 사용하여 직접 미리 설정된 회신 내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i

모든 문자 메시지 알림을 삭제하려면 문자 메시지 목록으로 이동하여 화
면을 길게 누릅니다. 특정 문자 메시지를 지우려면 메시지를 선택하고 손
가락으로 왼쪽으로 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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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알림

ZeTime은 휴대폰에 수신된 모든 알림을 가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
습니다.

각 알림은 서비스를 식별하는 전용 아이콘과 함께 선택한 시계 화면에 표시됩니다.
일부 알림은 파란색 일반 아이콘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읽으려면, 알림 영역에서
화면을 간단히 터치하면 즉시 열
립니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텍스트에서
자동으로 손이 사라집니다.

알림을 삭제하려면
왼쪽으로 스와이프
합니다.

모두 삭제하려면 알림 목록을 길
게 누릅니다.

i

캘린더 이벤트: ZeTime은 캘린더의 일정을 동기화합니다. 다음에 진행
될 16 개의 이벤트를 ZeTime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계가 향후 이
벤트를 알려줍니다. 이벤트를 취소하려면 슬라이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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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설정:

ZeTime 모바일 앱을 열고 설정 메뉴에서 알림을 선택하면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알림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려
면 녹색 버튼을 누릅니다.

각 알림 유형에 대해 원하는 알
림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 진동 또는 무음.
설정하려면, 간단히 알림 유
형을 탭하여 옵션 메뉴를 확
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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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리 알림

미리 알림을 직접 설정하고 관리하려면 ZeTime 모바일 앱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 개의 미리 알림을 만들고 유형, 시간 및 일정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미리 알림에 대해 수신할 알림 유형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 진동 또는 둘 다). ZeTime에서 한 번 탭하
여 미리 알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지 않으면 2분 후에 똑같
은 알림이 반복됩니다.
I 미리 알림 설정

• ZeTime 모바일 앱을 엽니다.
• 미리 알림 탭 클릭합니다.

• 원하는 미리 알림 유형을 설정합니다.

• 미리 알림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 알림 유형을 선택합니다.
I 미리 알림 아이콘

Sport

i

미리 알림을 설정한 후, ZeTime의 해당 메뉴에서 알림을 찾아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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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활동

ZeTime은 자동으로 하루 종일 활동을 추적합니다. 메인 애플리케이
션 화면에서, 설정된 목표에 따라 실시간으로 일상 활동을 보고 모바
일 앱에서 자세한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시계에 3축 가속도계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움직임에 따라 일상 활
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필 정보와 함께, 걸음, 도보
거리, 활동한 시간 및 소모된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
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쪽 손목에, 왼손잡이인
경우 오른쪽 손목에 시계를 착용합니다.

전체 활동

걸음

소모된 칼로리

거리

활동한 시간

I 당신의 ZETIME에서
당신의 활동을 따릅니다:

•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거나 앱 메뉴의 첫 페이지에서 해당 메
뉴를 선택하여 활동 홈 화면에 간단히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아래로 스와이프하여 걸음 수, 거리, 칼로리 및 활동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스
마트 크라운으로 이 메뉴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i

활동 추적기는 자정에 재설정되며 ZeTime은 활동 데이터를 최대 10일
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ZeTime
을 모바일 앱과 동기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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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ZETIME 모바일 앱에서
활동 대시 보드 사용자 정의 :

모바일 앱으로 시계를 설정하면, 활동 페이지를 편리하게 맞춤 설정할 수 있
습니다.
간단히, 3초 동안 활동 막대 중에 하나를 길게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아이콘
을 누르고
전체 섹션을 위 또는 아래로 슬라이드해야 합니다.
3초 동안 활동 막대를 길게 눌러 수정 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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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목표 설정:

모바일 앱 또는 시계 설정의 활동 섹션에서 일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거창하지 않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목표를 높이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적어도30 분 동안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OK

i

ZeTime은 선택한 일일 목표를 향한 진도를 추적합니다. 일부 시계는
동기 유지를 위해 목표 진행률 표시 줄 또는 막대를 표시합니다. 목표
에 도달하면, ZeTime에 진동이 울리고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알림을 표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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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유: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선호하는 소셜 네트워크에 일일 활동이나 특별한 운동
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2.

3.

4.

1.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누르면 가족 및 친구들과 활동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서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공유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 그 다음, 오른쪽 상단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4. 일일 활동 보고서를 공유하려면 선호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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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비활동 알림

이러한 특정 알림 덕분에, 하루 종일 적절한 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습
니다. ZeTime에서 알림을 받을 시기와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 비활동 알림 활성화하기
• ZeTime 모바일 앱의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 고급 설정을 클릭하고 비 활동 알림을 선택합니다.

•비
 활동 알림 패턴을 지정하고 저장을 눌러 활성화 합니다.
비활동 알림을 해제하려면, 간단히 화면을 터치하거나 시계의 아무 버튼
이나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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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심박수

광 심박수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ZeTime은 하루 동안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I 심박수 측정하기
•Z
 eTime을 손목에 단단히 착용합니다.
•시
 계에서 심박수 메뉴로 이동합니다
•화
 면을 터치하거나 크라운을 눌러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시계 화면에 결과를 표시하는 데 약 10 초가 소요됩니다.
모바일 앱에서 자동 측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앱의 설정 메뉴에서 이 기
능을 사용 설정할 수 있고 각 측정 사이의 빈도를 결정하면 됩니다.

Measuring

I 심박수 알림 설정하기

ZeTime은 심박수가 사전에 설정된 수치보다 높거나 낮을 때 알려줍니다. 모바일
앱 설정에서 이 수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i

경고: 매우 정기적으로 자동 HR을 설정하면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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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수면

ZeTime으로 수면한 길이와 질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바
일 앱과 시계 인터페이스에서 상세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LAST NIGHT

OK

I 시계에서 수동으로 수면 모드를 시작/종료 합니다.
•Z
 eTime 메인 메뉴의 수면 앱 아이콘을 누릅니다.
•시
 작을 누르면 수면 모니터링이 활성화됩니다.
•종
 료를 누르면 수면 모니터링이 중지됩니다.
I 시계의 수면 목표

•수
 면 목표는 기본 설정이 8시간입니다.

•최
 적화된 수면 길이를 위해 오른쪽으로 밀어 일일 수면 목표를 설정
합니다.
I ZETIME 앱에서 미리 설정된 수면 모드 시작/종료하기
•Z
 eTime 모바일 앱의 고급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미
 리 설정된 수면을 누릅니다.

•취
 침 및 기상 시간을 활성화 합니다.

종료하기 전에 설정을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i

시계에서 수면 모드 활성화를 잊으신 경우 모바일 앱에서 수동으로 수면
모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ZeTime App 실행 후, 수면을 선택하
고 하단의 +를 누른 후 수면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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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알람

기상시, 또는 희망하는 특정 시간에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 ZETIME 앱에서 알람 설정하기
•미
 리 알림 탭으로 이동합니다.

•깨
 우기 미리 알림을 선택합니다.

•알
 람을 설정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i

알람은 1 분 동안 진동이 울리며 지속됩니다. 깨우기 알람을 여러 번 스
누즈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또는 시계 설정의 고급 설정에서 스누즈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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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카메라 리모콘

ZeTime은 스마트 폰에서 사진을 찍는 리모콘으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그룹 사진을 촬영하거나 셀카를 찍고 싶을 때 이 기능이 유용
합니다.

I ZETIME을 카메라 리모콘으로 사용하기
•Z
 eTime 모바일 앱의 설정 탭으로 이동하여 카메라를 누릅니다.
•시
 계에서 카메라 앱 아이콘을 누릅니다.

• 그 다음 화면을 눌러 카운트 다운을 시작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i

ZeTime에서 찍은 각 사진이 스마트 폰의 이미지 갤러리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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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음악 제어

ZeTime으로 스마트 폰에 좋아하는 음악 플에이어를 제어할 수 있습
니다. Spotify 또는 Deezer와 같은 타사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먼
저 음악 설정 메뉴에서 ZeTime 모바일 앱과 계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I 음악 제어하기
•먼
 저 휴대폰에서 플레이어를 시작합니다.
•Z
 eTime에서 음악 앱으로 이동합니다.
•손
 목에서 바로 재생, 일시 중지, 트랙 건너 뛰기 및 볼륨을 조절합니다.
볼륨은 디지털 크라운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IOS 기기에서

i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ZeTime에서 아티스트 및 트랙 이름과 같은 현재 재생중인 트랙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중인 앱이 트랙 정보를 방송하지 않는 경우,
ZeTime (iOS만 해당)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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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분실 방지 기능

이 알림은 ZeTime이 휴대폰의 범위 (BT 범위 10m)를 벗어나면 시계
설정에 따라 진동이나 소리로 알려줍니다. 앱의 알림 메뉴에서 분실
방지 알림을 비활성화하여 이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분실 방지
알림은 기본적으로 OFF로 설정되어 있음).

19.일기 예보

모바일 앱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ZeTime에서 원하는 위치의 일기 예
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또는 메인 메뉴 페이지에서 일기 예보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GENEVA
SUNNY

GENEVA
WEATHER FORECAST

I 일기 예보를 설정하기

•모
 바일 앱의 고급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날
 씨를 누릅니다.
•자
 동 모드를 선택하여 GPS 위치에 따라 일기 예보를 가져옵니다.
•원
 하는 위치를 선택하려면 수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 ZeTime은 선택한 위치의 일기 예보를 표시합니다. ZeTime은 현
재 날씨와 앞으로 3 일간의 일기 예보를 두 번째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i

온도 단위를 변경하려면 날씨로 이동하여 °C 또는 F°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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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스톱워치

I 스톱워치 사용하기:
•시
 계

메뉴에서 스톱워치 앱을 실행합니다. 녹색 재생 아이콘을 눌
러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측정하는 동안 둥근 녹색 버튼을 눌러 개
별 랩 성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카
 운트를 중지하려면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화
 면 상단의 랩 카운터를 눌러 전체 랩 별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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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타이머

I 타이머 사용하기:

•시
 계 메뉴에서 타이머 앱을 엽니다.
•디
 지털

크라운으로 카운트 다운 길이를 조정하고 녹색 버튼을 눌
러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카
 운트 다운이 끝나면 시계는 소리와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22.내 휴대폰 찾기

휴대 전화를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내 휴대폰 찾기 기능이 울리거나
진동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휴대 전
화와 시계가 서로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10m).
I 이 기능 활성화하기

시계에서 바로 가기 또는 메인 메뉴에서 내 휴대폰 찾기 앱 아이콘을 누르
고 화면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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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계 맞춤 설정

24
min

I ZETIME에서 시계 화면 변경하기

•현
 재 시계 화면을 길게 누릅니다.
•좌
 우로 스와이프하여 사용 가능한 다른 시계 모드로 이동합니다 (크라운 사
용가능).
•원
 하는 화면을 눌러 선택하고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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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앱에서 시계 화면 변경하기

•모
 바일 앱의 설정 탭으로 이동합니다.
•시
 계 화면을 누릅니다.

•선
 택한 시계 화면을 누릅니다.
I 나만의 시계 화면 만들기

• 모바일 앱의 설정 탭으로 이동합니다.
• 시계 화면을 클릭합니다.

• 시계 화면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나만의 시계 화면을 만들고 시계 메모리 안에 최대 4개의 시계 화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선
 택한 배경 화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라이브러리 사진을 사용하거나 카메라
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시계 화면에서 최대 4 개의 위젯을 추가하고 화면에 다이얼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3. 끝
 나면, 간단히 만든 화면을 저장하고 시계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모바일 앱에서 시계 화면을 최대 10개까지 만들 수 있지만, 시계 안에는 4개만 저
장할 수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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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홈 시간대

ZeTime은 동일한 화면에 두 개의 다른 시간대를 표시할 수 있습니
다. 선택한 시계 화면으로, 아날로그 시계는 현지 시간을 표시하고 디
지털 시계는 해당 홈 시간대를 표시합니다. 이 기능은 다른 시간대를
정기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I 홈 시간대 조정하기
• 모바일 앱의 고급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 홈 시간대를 누릅니다.
• 시간대 도시를 선택하고 설정을 저장합니다.

25.손목 스냅

손목 스냅 모드는 간단히 얼굴 쪽으로 손목을 들어 올리면 화면을 밝
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이 기능은 배터리 수명을 절약하기
위해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섹션의 시계 설정 메뉴에
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33 -

26.왼 손 모드

ZeTime은 오른쪽 손목에 착용했을 때 180°로 화면 정보와 아날로그
메커니즘을 모두 회전하여 완전히 왼손 사용자 모드를 제공하는 유
일한 스마트 시계입니다.
I 설정하기
• 모바일 앱의 고급 설정을 엽니 다.
• 왼손 모드를 선택하고 활성화 합니다.

이 기능은 또한 시계 설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7.야간 모드

크라운을 한 번 눌러 야간에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즐겁게 해주는
10 초 조명을 활성화합니다.

I 시계 화면에서 야간 모드 선택하기
•모
 바일 앱의 설정 메뉴를 엽니다.
•고
 급 설정에서 야간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시계 화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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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설정
일반

진동 & 소리

단위:
미터법 또는 영국식 단위 중
선택합니다.

소리:
소리 모드를 설정합니다.

언어:
언어를 설정합니다.

진동:
진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 받고 싶지 않은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블루투스: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규제:
시계 인증.

스누즈:
스누즈 시간을 조정합니다.

시계 정보:
시계의 펌웨어 버전 및 시리얼
번호를 봅니다.

디스플레이

시계 화면:
시계 화면을 설정합니다.

시간

손목 스냅: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간형식:
날짜 및 시간 형식을 변경
합니다.

밝기:
화면 밝기를 변경합니다.

홈시간대:
현지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왼쪽 모드:
시계를 오른쪽 손목에 착용하
여 활성화 합니다.

보정:
아날로그 시계 손의 시간을 설
정합니다.

화면 타임아웃:
대기 모드를 설정합니다.

활동

심박수
최소 및 최대 심박수 빈도를
설정합니다.

야간 모드:
활성화 하고 사용자 정의 시계
화면을 설정합니다.

목표:
목표를 설정합니다.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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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기본 설정값으로 초기
화 합니다.

29.펌웨어 업데이트

MyKronoz는 시계 업그레이드 및 최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무선 및 모바일 앱을 통
해 ZeTime에 이러한 모든 업데이트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업데이트
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수행됩니다. 업데이트하기 전에,
휴대폰과 시계에 배터리가 30 %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I 시계 업데이트 방법:

•Z
 eTime을 모바일 앱에 연결합니다.
• 새 업데이트가 있으면 홈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업
 데이트를 시작하려면 수락해야 합니다.

i

업데이트가 되는 동안 시계를 스마트 폰 근처에 두어야 하며 앱이 열
려 있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동안 전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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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계 밴드

ZeTime은 사용자의 스타일과 완벽하게 매치하기 위해서 표준
22mm (일반) 또는 18mm (소형) 교환식 손목 밴드를 사용합니다.

일반
44mm
시계 밴드
22mm

소형
39mm
시계 밴드
18mm

1. 스프링 바를 안쪽으로 밀어서 시계 케이스에서 끈을 분리합니다.

2. 스프링 바를 시계 케이스 양쪽의 구멍에 맞추면서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3. 스프링 바를 풀고 끈을 고정합니다.

4. 끈을 조심스럽게 당겨서 올바르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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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액세서리
2-인-1 충전기

I 2-인-1 충전기 사용 방법

충전 거치대에는 400 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전원 플러그가 없어도 이
동 중에도 ZeTime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내장된 배터리로 ZeTime을 최대 2
회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튼을 뒤쪽으로 눌러 작동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USB 전원에 연결하면 충전 거치대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충전기에 시계 없이, 내장된 배터리가 충전됨에 따라 빨간색 LED가 표시됩니다.
완전히 충전된 후 파란색 LED가 켜집니다.
•충
 전기에 있는 시계로, 10초 동안 빨간색 LED가 표시됩니다. 완전히 충전되면,
10초 동안 녹색 LED가 표시됩니다.

USB 전원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
•충
 전기에 시계가 없으면, 항상 파란색 LED가 표시됩니다. (충전기 뒤에 있는 뒤
버튼으로 충전기를 꺼둘 것을 권고합니다).
•충
 전기의
시계로,
10초
동안
빨간색
LED가
표시됩니다.
완전히 충전되면, 10초 동안 녹색 LED가 표시됩니다.

표준 충전기

스탠드형 충전 거치대

충전 솔루션인 스탠드형 충전 거치
대는 옵션으로 제공되며 ZeTime
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알루미늄 재질로 침대 옆
또는 탁상용 충전기입니다.

ZeTime의 완벽한 동반자 충전
기. 얇고 매끄러운 디자인으로 언
제 어디서나 시계를 충전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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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기술 사양
규격:
		

일반: 44 X 12.8 mm
소형: 39 X 12.6 mm

재질:

 테인레스 스틸 시계 케이스, 실버, 블랙,
스
티타늄, 핑크 골드 및 옐로우 골드

중량:
		

일반: 90g
소형: 80g

시계 밴드 사이즈:
		

일반: 22 mm
소형: 18 mm

배터리 타입:
		

일반: Li-iOn 200 mAh
소형: Li-iOn 180 mAh

연결:

배터리 수명:
		
기계 핸드

진동 & 버저

블루투스 BLE 4.2

최대 30 일 (시계 모드)
최대 3 일 (스마트 시계 모드)

충전 시간:

90 분

디스플레이 타입:

구멍이 있는 TFT 컬러 터치 스크린

메모리:

		
디스플레이
크기
		 해상도:
및
센서:

작동 온도:
방수 기능:

국제 품질보증:

박스에 포함된 내용물:

i

10 일

일반: TFT 1.22 인치 / 240*240 픽셀
소형: TFT 1.05 인치 / 240*240 픽셀
3축 가속도계, 광학 심박수 센서

-10°C 에서 + 55°C
5 ATM*
1년

충전기 거치대, ZeTime, 사용 설명서

* ZeTime 은 최대 50 미터까지 방수됩니다. ZeTime은 물 튀김, 비, 침
수 및 샤워에 강한 방수 제품입니다. ZeTime은 수영과 같은 수심이 얕은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파도나 폭포와 같이 높은 수압에 노출되어서
는 안됩니다. 스쿠버 다이빙 및 수상 스키 활동 중에는 ZeTime을 사용하
지 마십시오. 비누 물, 향수, 세제, 로션, 자외선 차단제 및 빠른 속도의 물
에 ZeTime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밴드는 물에 닿지 않는 것이 좋
습니다. (예: 가죽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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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I 충전 케이블을 잘못 연결하면 기기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오

용으로 인한 손상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ZeTime이 완전히
충전된 후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I ZeTime 기기 및 충전 거치대에는 심박 조율기, 신용 카드, 시계 및 기
타 자석에 민감한 물건을 방해 할 수 있는 강한 자석이 내장되어 있습니
다. 심박 조율기 또는 다른 전자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ZeTime을 착
용하거나 취급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I 이 제품은 의료 기기가 아니므로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I ZeTime은 최대 50 미터까지 방수됩니다. ZeTime은 물 튀김, 비, 침수
및 샤워에 강한 방수 제품입니다. ZeTime은 수영과 같은 수심이 얕은 장
소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파도나 폭포와 같이 높은 수압에 노출되어서
는 안됩니다. 스쿠버 다이빙 및 수상 스키 활동 중에는 ZeTime을 사용
하지 마십시오. 비누 물, 향수, 세제, 로션, 자외선 차단제 및 빠른 속도의
물에 ZeTime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밴드는 물에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가죽 밴드).

이 설명서 정보

ZeTime 의 기능과 사용 설명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제
품의 사용법에 대한 최신 설명은 www.mykronoz.com에서 제공하
는 온라인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MyKronoz는 최종 사용자가 만든 시계 화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
다. MyKronoz는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게시한 모든 컨텐츠에 대해 책
임이 없습니다. MyKronoz가 게시한 페이지의 콘텐츠에 대해서만 책
임이 있습니다.

지원

제품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www.mykronoz.com/support/
를 방문하거나 support@mykronoz.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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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지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배터리

• Z eTime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직접 배터리를 분해하지 마
십시오. KRONOZ LLC는 배터리 또는 부품의 제거로 인한 어떠한 손상이나 신
체 상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제
 품을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충전 중 과도한 온도는
배터리의 열, 연기, 화재 또는 변형을 일으키거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
다. 배터리를 햇빛, 과도한 연기 또는 먼지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시원하고 통
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 2 차 전지 또는 배터리를 열거나, 부수거나, 구부리거나, 변형시키거나 구멍을
뚫거나, 자르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깨지거나, 누출된 경우 액체와 피부 또는 눈
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즉시 물로 그 부위를 씻
어 내리거나 (눈을 비비지 마십시오) 의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단
 락시키지 마십시오. 동전과 같은 금속 물체가 배터리의 양극 단자와 음극 단
자에 직접 연결되면 단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락은 배터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손상되었거나 소진된 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
 터리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배
 터리를 물 속에 넣지 마십시오. 바다의 파도 또는 폭포와 같은 높은 수압에
제품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사우나 또는 증기 실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
십시오.

•건
 전지를 불 속에 넣지 마십시오.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한 배터리는
해당 지역의 규정 (예: 재활용)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가정의 쓰레기와 함께 버
리지 마십시오.

•배
 터리 충전을 위해 오직 제공된 USB 케이블 만 사용하십시오. 24시간 이상
충전하지 마십시오.
•직
 접 수리하거나 정비하지 마십시오. 공인된 기술자가 서비스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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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통지
미국
FCC 성명

이 기기는 FCC 규정 제 15 조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따릅
니다: (1)이 기기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이 기기는 원하지 않는
작동이 유발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주의

규정 준수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 또는 개조 시
사용자의 기기 작동 권한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FCC 통지

이 기기는 FCC 규정 제 15 조에 따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의 제한 사항을 준수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지역의 라디오 및 TV 간섭에 대해 합당한 보호를 제
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작동 중에도 이 기기는 TV 또는 라
디오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기를 껐다가 다시 켜서 확인할 수 있는 라디
오 또는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장치가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
의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 수신 안테나 위치를 바꿉니다.
• 기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늘리십시오.
• 수신기가 연결된 것과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기기를 연결하십시오.
• 대리점이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캐나다
캐나다 산업 (IC) 성명

이 기기는 캐나다 산업 면허 면제 RSS 표준을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
지 조건을 따릅니다:
(1) 이 기기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리고 (2) 이 기기는 원하지 않는
작동이 유발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CE 지침
EU 지침 2014/53/EC 관련 제품 표준 적합성 선언.
Kronoz LLC는 본 기기가 R&TTE 지침 2014/53/EC의 필수 요구 사항 및 기
타 관련 조항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고객 서비스를 통해 요청 시 제품 적합
성 선언서가 제공 가능합니다. support@mykrono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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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라벨에 필요한 정보 액세스

설정> 일반> 규제로 이동하여 ZeTime의 E-라벨 화면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기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암호를 입력
하는 것 이상의 위의 단계를 수행하려면 특별한 액세스 코드 또는 권한이 필
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규제 정보는 «규정 통지» 문서에 있습니다. 정보는
기기에 저장되며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특별 액세서리 또는 추가 플러그인
(예: SIM/USIM 카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폐기 및 재활용 정보

국내 법률 시스템에서 유럽 지침 2002/96/EU 시행 후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전기 및 전자 기기는 가정 쓰레기와 함께 폐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서비스
수명 종료 시 전기 및 전자 기기를 이 목적 또는 판매 시점을 위해 설정된 공공 수
집 지점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
에 의해 정의됩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 또는 패키지에 있는 이 기호는 이 규정이
제품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재활용을 통해 재료나 다른 형태의 오래된 기기를
재사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17 Kronoz LLC, 모든 권리 보유. Kronoz LLC,
Avenue Louis-Casai 18  - 1209 Geneva - Switzerland
모든 브랜드 또는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그림 및 사양은
계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스위스에서 설계되었고, 중국에서 제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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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그 이상

저희와 함께하세요 @ MYKRON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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