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매뉴얼





Gc는 스위스의 최고급 정밀도와 프랑스 스타일의 정교함을 
결합하여 대담한 디자인의 시계를 제작합니다. 도시적이며 
독특하고 매혹적인 Gc 시계는 이 시계를 착용하는 고객들만큼 
매력적이고 유니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대담한 스타일과 높은 
품질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시계 업계에서 진정한 차별성의 
표시이며 우리 브랜드를 차별화합니다.
Gc는 고객들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리드하는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표현을 
장려하는 유럽의 정신을 반영하여, Gc는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기념하는 시계를 디자인합니다.

“La Précision du Style”은 스위스의 최고급 정밀도와 프랑스 
스타일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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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특징:

스크류 다운 크라운 (해당되는 곳)
스크류 다운 크라운은 방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먼저 나사를 풀지 않은 경우 크라운을 
당기지 마십시오.
• 크라운이 장력 없이 자유롭게 회전할 때까지 (사용자 
쪽으로)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사를 풀어주세요.

• 시계 설정을 위해 크라운을 원하는 위치로 천천히 
당깁니다(다음 페이지의 구체적인 작동 지침 참조).

• 시계 설정이 완료되면 시계 방향으로 크라운을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 크라운을 밀어 넣으며 단단히 조여질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사용자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돌려주세요.

참고: 시계 설정 후 크라운을 단단히 조이지 않으면 방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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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기능 
시계는 케이스 뒷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방수됩니다. 소금 또는 화학 용수 
등에 노출된 경우, 시계를 깨끗한 물로 헹군 후 부드럽고 건조한 천으로 
닦아내십시오. 
가이드라인:
30 미터/3 ATM/100 피트. - 우발적인 물 튀김 수영에 적합하지 않음
50 미터/5 ATM/165 피트. - 얕은 물에서 수영하기에 적합
100 미터/10 ATM/330 피트. - 수영 및 스노클링에 적합

안내

심플한 시각 & 최소한의 세척

시각 설정:
1.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한 쪽으로 돌려 시각을 교정합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크라운 
위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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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 시각 & 심플한 요일/날짜

시각 설정:
1.  크라운을 3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한 쪽으로 돌려 시각을 교정합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날짜 설정:
1.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날짜를 교정합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요일 설정:
1.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요일을 조정합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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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505.24D / 515.24D Cal. 507 / 517Cal. 505.24H / 515.24H

Pos. I  Position of rest (watch running)

Pos. II Quick-change correction for date  
 The date can also be corrected during the day-changing 

phase between 10 pm and midnight. The date of the  
following day has to be set, because no automatic date 
change takes place at midnight.

 – Pull the crown out to position II (watch still running).
 – Turn the crown clockwise until the required date appears.
 – Push the crown back into position I.

 Quick-change correction for 24-hour display
 – Pull the crown out to position II (watch still running).
 –  Turn the crown anticlockwise until the desired time 

appears.
 – Push the crown back into position I.

Pos. III Setting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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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rn the crown, until the current time is displayed  

 (remember the 24-hour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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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hrs for about 2 hours, until the display changes to 
the required language.

 – Pull the crown out to position II (watch still running).
 – Turn crown anticlockwise until the desired day of the 

 week appears in the required language.
 – Push the crown back into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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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decided to buy a watch, which was assembled 
by a watchmaker using a Ronda movement. Please note 
that no watches are produced or distributed under the 
Ronda brand.

In case of repairs, guarantee claims and questions 
concerning the functioning of a watch, purchasers and 
consumers should contact their retailer or the watch 
manufacturer, for which the relevant information can 
be found in the sales or guarantee documentation pro-
vided with the watch.

User's Manual English 
Movements Caliber

– 505.24D / 515.24D
– 505.24H / 515.24H
– 507 / 517
– 509 / 519

RONDA powertech

I II III I II III I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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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투 아이 요일 날짜

시각 설정:
1.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시각을 교정합니다. 요일과 날짜도 변경됩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날짜 설정:
1.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날짜를 교정합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참고: 뾰족한 물체로 삽입 푸셔 A를 눌러 날짜를 "빠르게 변경"합니다. 오후 
11시 30분에서 오전 5시 30분 사이에는 이 푸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요일 설정:

1.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시간을 24시간 앞당겨서 요일을 바꿉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참고: 뾰족한 물체로 삽입 푸셔 B를 눌러 "빠르게 변경"합니다.

삽입 
푸셔 B

요일 날짜

삽입 
푸셔 A

크라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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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 아이 요일/날짜/초 표준시

시각 설정:
1.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시각을 교정합니다. 요일과 날짜도 변경됩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두 번째 표준시 설정:
1.  크라운을 1번 위치로 설정합니다.
2.  푸셔 B를 단계별로 눌러 원하는 시간이 설정될 때까지 두 번째 

표준시의 시침을 앞당깁니다.
3. 설정이 끝나면 누르고 있던 버튼에서 손을 떼세요.

참고: 푸셔 B를 사용하여 두 번째 표준시 시간을 설정할 때, 중앙 분침은 어느 
시간이든 55분에서 5분 사이로 설정해야 합니다.

시침

요일

초침

날짜
푸셔 B

크라운 
위치

푸셔 A
분침

24시간./ 두 
번째 표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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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및 날짜 설정:
1.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요일 또는 날짜를 교정합니다. 새벽 4시 30분이 되면 

요일 침이 하루 앞당겨질 것입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참고: 날짜를 "빠르게 변경"하려면 크라운을 1번 위치로 설정하고 푸셔 A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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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쓰리 아이 요일/날짜 및 24시간 카운터

시각 교정
시각 설정:

1.  크라운을 3번 위치로 당깁니다.
2.  정확한 시간이 될 때까지 크라운을 돌리세요.
3 .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참고: 초 단위 시각을 정확히 설정하려면 초침이 "60" 위치에 있을 때 
크라운을 3번 위치로 당깁니다. 시침과 분침이 설정되면 정확한 초에서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다시 누릅니다.

시침

주중 요일
초침

24시간 카운터
날짜

크라운 
위치

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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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설정(빠른 모드):
1.  크라운을 위치 2로 당깁니다(시계는 계속 작동합니다).
2.  정확한 날짜가 나올 때까지 크라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3.  크라운을 다시 1번 위치로 누릅니다.

참고: 오후 9시 45분에서 12시 사이의 날짜 변경 단계에서는 날짜를 다음 
날짜로 설정해야 합니다.

주중 날짜, 요일 및 시간 설정
1.  크라운을 3번 위치로 당깁니다(시계는 멈춥니다).
2.  해당 주의 어제 요일이 나올 때까지 크라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3.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누릅니다.
4.  어제 날짜가 나올 때까지 크라운을 돌립니다.
5.  크라운을 3번 위치로 당깁니다(시계는 멈춥니다).
6.  정확한 시간이 나올 때까지 크라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7.  크라운을 다시 1번 위치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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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그래프 

3,6,9 쓰리 아이 크로노

3,6,9 쓰리 아이 크로노 1/10초 2,6,10 쓰리 아이 크로노 1/5초

12,6,9 쓰리 아이 크로노 1/10초

날짜

푸셔 B

푸셔 A

분

초
날짜

푸셔 B

푸셔 A

크라운 
위치

크라운 
위치

푸셔 B

크로노 시침

스탑워치 분침

크로노 분침 영구적인 초침

푸셔 A

크라운 
위치1/5초

푸셔 B

날짜
요일

영구적인 초침크로노 분침
푸셔 A

크라운 
위치

1/10초

푸셔 B

날짜

영구적인 초침크로노 분침

스탑워치 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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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로노그래프 시계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시각:
시각 설정:

1.  크라운을 3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한 쪽으로 돌려 시각을 교정합니다.(이 기능이 있는 경우 

요일도 동일합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달력:
1.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크라운을 돌려 달력을 교정합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참고: 오후 9시에서 오전 0시30분 사이에는 달력에 "빠른 변경" 교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탑워치:
스톱워치는 다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1분에서 최대 30분. 
2.  크로노그래프 핸드 1/10초 또는 1/5초.

표준 스탑워치 측정:
1.  타이머를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타이머를 멈추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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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경과 시간 측정:
1.  타이머를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타이머를 멈추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타이머를 재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두 번째 타이머를 멈추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분할 시간 측정:
1.  타이머를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분할’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3.  다시 시작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4.  멈추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선수 2명 시간 재기:*
1.  첫 번째 이벤트의 타이머를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첫 번째 이벤트의 타이머를 중지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스톱워치는 내부적으로 계속 실행됩니다.
3.  두 번째 이벤트 타이머를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4.  두 번째 이벤트의 시간을 보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 참고 : 2,6,10 쓰리 아이 크로노 1/5 초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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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탑워치 크로노 핸드의 수정 모드
모든 크로노 움직임에서 가장 큰 핸드가 12시 또는 영점 위치로 완벽하게 
재설정되지 않는 경우:

1.  크라운을 3번 위치로 당깁니다.
2.  중앙 스탑워치 초침 또는 크로노 핸드가 12시 또는 영점 위치로 

재설정되지 않으면 푸셔 A와 B를 동시에 2초 이상 누릅니다.
3.  중앙 스탑워치 초침이 교정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360도 

회전합니다. 
4.  중앙 스탑워치 초침 또는 크로노 핸드가 '12' 또는 '0'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중앙 스탑 초침이 각 간격마다 이동하고 '12' 및 '0'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푸셔 A를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누릅니다. 다음 크로노 
분침, 크로노 시침 또는 크로노 1/10초침의 교정 이동을 활성화하려면 
푸셔 B를 한 번 누릅니다. 크로노 분침, 크로노 시침 또는 크로노 1/10
초침이 각 간격별로 이동하여 '12’ 및 ‘0’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푸셔 A
를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누릅니다.

5.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눌러 교정을 활성화합니다.



16

2.6.10 쓰리 아이 크로노 1/20초

시각:
시각 설정:

1.  크라운을 3번 위치로 당깁니다.
2.  정확한 시간이 될 때까지 크라운을 한쪽으로 돌리세요.
3.  크라운을 다시 1번 위치로 누릅니다.

달력:
1.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당깁니다.
2.  시침을 움직이려면 크라운을 한쪽으로 돌리세요. 12시 위치를 

기준으로 두 바퀴 완전히 돌리면 날짜가 앞 또는 뒤로 이동합니다.
3.  크라운을 다시 1번 위치로 누릅니다.

참고: 날짜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크로노그래프 분 

시침

크로노그래프 초

초 날짜

푸셔 B

크라운 
위치

푸셔 A
분침크로노그래프

1/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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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탑워치:
스톱워치는 다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1/20초에서 최대 1초 
2.  몇 초에서 최대 1분 
3.  몇 분에서 최대 30분

참고: 크로노그래프는 4시간 동안 연속 작동하며, 이후 자동으로 정지 및 
재설정됩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 중에는 초침의 1/20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크로노그래프가 정지되어 있고 아직 초기화되지 않은 경우 1/20초가 
표시됩니다.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크로노그래프 핸드를 "0" 또는 12시 
위치로 조정하십시오.

표준 스탑워치 측정
1.  타이머를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타이머를 멈추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3.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분할 시간 측정
1.  타이머를 시작하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2.  분할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3.  타이머를 재개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4.  타이머를 멈추려면 푸셔 A를 누릅니다.
5.  리셋하려면 푸셔 B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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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모드
1.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당깁니다.
2.  10시 방향에 있는 침이 "30" 위치로 재설정될 때까지 푸셔 B를 

누릅니다.
3. 크라운을 3번 위치로 당깁니다.
4.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0" 또는 "60" 또는 12시 위치로 재설정될 

때까지 푸셔 A를 누릅니다.
5.  2시 방향에 있는 침이 "0" 위치로 재설정될 때까지 푸셔 B를 

누릅니다.
6.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참고: 스탑워치 핸드가 재설정 시 "0"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1.  크라운을 2번 위치로 당깁니다.
2.  핸드를 “0”위치로 움직이기 위해 푸셔 A와 B를 반복적으로 누릅니다.
3.  크라운을 1번 위치로 누릅니다.

INDIGLO® 야간 조명:
크라운이 “1” 위치에 있을 때 크라운을 누릅니다.
전체 다이얼에 불이 들어옵니다.
INDIGLO® 야간 조명에 사용되는 전기 발광 기술은 야간 및 저조도 
조건에서 전체 시계 표면을 밝게 합니다. 

NIGHT-MODE® 기능을 사용하려면:
1.  “1” 위치에 있는 크라운을 4초간 길게 눌러 NIGHT-MODE®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아무 푸셔나 누르면 INDIGLO® 야간 조명이 3초간 
켜집니다.

2.  NIGHT-MODE® 기능은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3.  또는 “1” 위치에 있는 크라운을 4초간 길게 눌러 NIGHT-MODE®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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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관리 및 안전 조치
배터리에는 소량의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재활용하거나 적절히 
폐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watchbatteryrecycle.org을 
참조하십시오.

보증
Gc 시계는 보증 카드에 표시된 구매일로부터 24개월 동안 모든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 국제적인 보증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결함이 발견된 
부품은 무료로 수리 또는 교체됩니다. 이 보증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귀하는 공인 Gc 시계 소매업체가 적법하게 작성, 날짜, 도장 및 서명한 Gc 
시계 국제 보증 인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Gc 시계 국제 보증 인증서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손상, 잘못된 취급, 잘못된 사용 또는 남용(내수성 시계의 경우 노크, 

찌그러짐, 습기), 변경 또는 수리 미실시 Gc 시계 공인 소매점 
-  가죽 스트랩 또는 팔찌 
-  배터리 
-  베이스 메탈, 표면 코팅 시계의 정상적인 마모 
-  시계 전체 또는 부품의 도난 또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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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Gcwatches.com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