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앱에 들어가서 기어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알림(Notifica-
tion)"을 클릭하십시오. 
알림기능을 사용할 
'알림(Notifications)'을 
켜십시오. 일부 알림을 
제거하려면 버튼을 왼쪽으로 
밀어 알림을 
비활성화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계 화면에 계속 
알림이 다시 표시됩니다.

이벤트 리마인더

기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앱에서 "리마인더(Remind-
ers)"를 클릭하여 일일 알림 
메시지를 설정하십시오. 
시계에는 매일 8가지 종류의 
알림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유형, 선호 시간,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벤트 시간이 되면 
시계는 약한 진동과 함께 알림 
아이콘이 표시될 것이다. 
알림을 닫으려면 시계를 
클릭하십시오.

걸음수, 칼로리, 거리 측정

Timepiece는 매일 여러분의 걸음수와 거리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을 
기록할 것입니다.

앱을 통해 언제든지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일별, 주별, 
월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App) 설치하기

iOS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앱 이름 
"Timepiece"를 검색하여 
모바일 장치에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십시오. 
앱은 Android 5.0+, iOS 9+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디바이스 ID 받기

1. 시계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날짜 화면으로 
이동하십시오.

2. 날짜 화면에서 시계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계 장치 
ID(예: "#00208")가 
나타납니다.

페어링(연동) 하기

1.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게 모바일에 블루투스를 
활성화시키십시오.

2. "Timepiece" 앱을 여십시오. 
 장치 관리자(Device Management) > 설정(Setup)으로 
이동하여, 디바이스 ID를 선택하십시오.

3. 블루투스를 연결할 때 시계 화면에 페어링 요청  아이콘이 
표시된다. 시계 버튼을 눌러 요청을 수락하십시오.

4. 시계가 앱과 성공적으로 페어링된 후에는 시계 화면에 성공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모바일 장치에도 페어링된 알림이 
표시됩니다. 페어링에 실패한 경우, 
앱 '장치 관리자(Device 
Management)'로 이동하여 
'연결 해제(Unpair Device)'를 
클릭하십시오. 그다음 페어링 
연결 이전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주십시오. 이 앱은 
하나의 시계만 페어링할 수 
있으므로 새 장치를 앱에 
연결하려면 기존 시계를 
연결을 해지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리셋하기

1. 시계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날짜 화면으로 이동하십시오.
2. 길게 버튼을 누르면, 시계 화면에 디바이스 아이디가 표시됩니다. 
3. 두번째로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에 "Reset" 이 표시됩니다. 
리셋을 취소하려면 빠르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계속 
진행하시려면 다시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4. 시계의 리셋이 진행됩니다. 화면에 기어 아이콘이 보여지면, 
리셋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5. 다시 버튼을 길게 눌러 모든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충전

시계를 충전기에 올려놓고 
Micro-USB를 연결하시오. 
전원 공급 장치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화면에 
전원 충전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충전되면 
아이콘이 배터리가 가득찬 
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 시계는 
완전히 충전하는 데 보통 1시간 
30분이 걸릴 것입니다. 

시간 자동 설정(Auto Calibration)

앱 페이지 화면에서 시계 
시침과 분침을 조정하여 시계와 
동일하게 시간을 맞춘 후, 
'완료(Done)' 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당신의 모바일 
장치 시간과 시계 시간이 
동일하게 조정될 것입니다.

참고사항

1. 배터리 부족 표시가 
보여지면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 지시 사항에 따라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2.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충전하십시오. 
고온의 충전 환경에서는 
기기가 과열, 변형되거나, 
연기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 심지어 폭발할 수 
있습니다.

3. 이 장치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낙하, 
충돌, 압출, 펑크 또는 
절단과 같은 상황을 피하고 
직접 분해하지 마십시오.

4.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 가까운 곳에 두거나 불에 
던져서는 안됩니다.

5.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6. 손상되거나 오래된 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파손되거나 누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물로 헹구거나 병원에 
가십시오. 배터리를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배터리를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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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수 모니터링

시계를 찾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심박수 측정 화면으로 
이동해주십시오.

측정을 시작하려면 버튼을 3초간 누르십시오. 측정은 약 10초간 
지속되며, 측정 진행 화면이 표시될 것입니다.

10초 후, 진동과 함게 측정 결과가 표시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