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을 즐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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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QLOCKTWO CLASSIC의 안전한 사용 및 긴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본 지침
을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사용 지침은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www.qlocktwo.com > Information

1. 안전 설명

1.1 납품 내용물

제품의 포장을 풀고 납품 내용물을 확인하십시오. 장착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부속품이 누락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전문 판매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1.2 운송 및 보관

중요 내용물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십시오.
 ■ 본래의 포장을 사용하십시오.
 ■ 운송 중 충격, 흔들림 및 진동을 피하십시오.
 ■ 온도와 습도가 낮은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십시오.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계를 조립해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
를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경고: 본 제품은 자성재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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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소

전면 덮개는 자석으로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며 청소시에는 제거해야 합니다.

전면 덮개 제거 / 재장착: 
중요 스테인레스 스틸 전면 덮개의 경우: 면봉을 사용하십시오.(배송시 동봉)

 > 전면 덮개를 조심스럽게 케이싱에서 앞쪽으로 당깁니다. 
 > 전면 덮개를 깨끗하고 평평한 표면에 놓고 청소해 주십시오.
 > 전면 덮개를 케이스 전면에 정확하게 다시 위치시킵니다.

주의 연마dyd 천 및 용제(예: 테레빈 오일 또는 벤젠) 및 알코올이 함유 된 세제(예: spirit)는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솔이 달린 스테인리스 정면 덮개(STAINLESS STEEL):  
 ■ 가벼운 얼룩은 미세섬유 천(배송시 동봉)으로 제거합니다.
 ■ 고착된 얼룩은 적절한 스테인레스 스틸용 세제로 제거합니다.

1.3 설치 장소

중요 내용물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십시오.
 ■ 습도가 높은 곳 (예 : 욕실)에는 시계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시계는 어린이 및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 시계를 자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드 드라이브, 컴퓨터, 휴대폰, 신용 카드 또는 기타 

전자 부품 바로 옆, 또는 그 위에 놓지 마십시오.
 ■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미끄럽지 않으며 단단한 표면을 선택하십시오.
 ■ QLOCKTWO CLASSIC를 의도하지 않은 충격을 받거나 케이블이 당겨졌을 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배치해 주십시오.
 ■ 라디에이터와 같은 직접적인 열 방사로부터 피해 주십시오.
 ■ 직사 광선을 피하십시오.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 전면 덮개(BLACK-, WHITE-, RED-, GREY PEPPER,  
HAZELNUT): 
적은 양의 식기 세척기 세제를 묻힌 부드러운 천과 물로 흙을 제거하십시오.

전면 덮개 GOLD, SILVER & GOLD, PLATINUM, RUST, RAW IRON, VINTAGE COPPER, 
METAMORPHITE, GLINTSCAPE:
부드럽고 먼지에 오염되지 않은 건조한 무명 천이나 부드럽고 가는 브러시로 표면을 조심스
럽게 닦으십시오. (GOLD, SILVER & GOLD, PLATINUM)

1.5 유지 보수 및 수리

절대로 QLOCKTWO CLASSIC을 직접 수리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전문 대리점, 또는 제조업체에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용 설
명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6 보증

보증 기간은 2 년입니다. QLOCKTWO CLASSIC에는 오리지널 부속품만 사용하십시오. 
QLOCKTWO CLASSIC의 사용, 또는 개조, 수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본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7 폐기

중요 부적절한 폐기는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전기 제품: 전기 제품은 가정 쓰레기
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 폐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대리점
은 전기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부품은 고철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녹여서 재사용
할 수 있는 귀중한 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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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립 및 연결

QLOCKTWO CLASSIC 은 독립형 모델 및 벽면 설치용으로 적합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플러그는 주전원에서 연결을 끊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소켓은 QLOCKTWO CLASSIC 에 가까이 있어야 하며, 쉽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 내용물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소형 USB 플러그를 케이스 후면의 USB 연결 소켓에 연결할 때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모든 스테인레스 스틸 전면 커버: 면 장갑(배송시 동봉)을 사용하십시오. 

 

2.1 독립형 사용

중요 골드, 실버, 골드,락 플래티넘 전면 커버가 있는 QLOCKTWO CLASSIC (GOLD, SILVER 
& GOLD, PLATINUM, METAMORPHITE, GLINTSCAPE) 은 독립형 모델로 사용하기에 적합
하지 않습니다.

그림 1  ~ 3  의 장책 템플릿를 참조하십시오. 
 

2.2 벽 설치

중요 내용물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케이싱 뒤쪽의 고정 나사를 수동으로 조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선택한 벽의 내 하중 성능을 확인해 해당 벽에 적합한 체결구를 선택하십시오. 

(예: 벽돌 작업용 나사 및 나사못)
 ■ 드릴 구멍 근처에 공급 라인이 없을 수 있습니다.
 ■ QLOCKTWO CLASSIC을 벽 장착 브래킷에 걸을 때(예: 케이블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 

는 QLOCKTWO CLASSIC을 제 위치에 무리하게 힘을 가해 누르거나 돌리지 마십시오.

벽면 연결부로부터의 전원 공급:
벽 장착 + 전기 연결에 대해서는 그림 1  ~ 10  의 조립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벽면 연결부로부터의 전원 공급:
벽 장착 + 전기 연결에 대해서는 그림 1  ~ 10  
의 조립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전기 연결은 벽 장착과 동일합니다. 
장착 템플릿의 그림 1  과 3  을 참조하십시오. 

 > 벽면 장착 브래킷의 케이블 덕트를 통해  
메인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클럭을 위로 올려 놓을 때 메인 케이블이 벽면 장착 
브래킷과 본체 사이에 오면, 제어기를 이용해 메인 
케이블을 케이블 덕트로 다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경고 감전으로 인한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
 ■ 전기 케이블을 잡아당기지 마시고, 플러그만 잡아 당기십시오. 
 ■ 케이블이 구부러지거나 걸리지 않고 경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선하십시오.
 ■ 모든 케이블을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손상된 경우 QLOCKTWO CLASSIC 을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전기 연결은 전기 기술자에 한해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 벽면 장착을 시작하기 전에 전원 공급 장치를 차단하고 전압이 없게 해 

주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 허용되는 전기 자료 조건 준수 사항에 관해서는,  

4 장 "기술 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 젖은 손으로 케이블이나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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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및 제어 요소

3.1 시간 표시 및 제어 요소

표시되는 낮 시간: 7.18 오전               제어 요소

3.2 시간 설정에 관한 정보

QLOCKTWO CLASSIC는 전면에서 직관적으로 설장할 수 있습니다. 
[1] 1 분 절차 버튼을 누르면 수 초 동안 내부 카운터를 0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정확하게 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IT IS"디스플레이 켜기 / 끄기:
출하시 설정에서는 1시간 반 동안 "IT IS"라는 안내 정보가 표시됩니다.

 > "IT IS"가 항상 표시되는 경우: [60] 버튼을 약 3초 동안 누릅니다.
 > 초기 설정 복원: [60] 버튼을 약 3초 동안 누릅니다.

초 디스플레이 켜기 / 끄기:
초가 전면 덮개에 큰 숫자로 표시됩니다.

 > 초 디스플레이 켜기: [ ] 버튼을 약 1 초 동안 누르십시오.
 > 초 디스플레이 끄기: 임의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밝기 설정:
밝기 레벨은 "자동 모드"(출고시 설정)에 있을 때, 주변 조명에 맞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밝기 수준은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버튼 [ ]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설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시간 표시
[60] 버튼으로 설정

5분 절차로 표시
[5] 버튼으로 설정

각 조명 위치 
= 1분 후
[1] 버튼으로 설정

[ ] 버튼
밝기 설정

[1] 설정
1분 절차

[5] 버튼
5분 절차

[60] 버튼
시간별 절차

 ■ 최대 밝기
 ■ 강한 밝기
 ■ 중간 밝기
 ■ 낮은 밝기
 ■ 자동 모드(모서리에있는 미세한 점들이 잠시 점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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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면 덮개 교환

전면 덮개의 문자열은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전면 덮개는 다른 언어가 표시 될 경우,  
교환할 수 있는 부속품으로 표시됩니다.

인쇄일에 사용할 수있는 언어:

AR 아랍어(동일 언어에 대해서만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A 카탈로니아어
CH 스위스 독일어
CN 중국어(간체/번체)
CZ 체코어
D2 독일어(대체 표시)
D3 독일어(스와비아 방언)
D4 독일어(대체 표시)
DE 독일어
DK 덴마크어
E2 영어(대체 표시)
EN 영어

ES 스페인어 
FR 프랑스어
GR 그리스어
HE 히브리어
IT 이탈리아어
JP 일본어
NL 네덜란드어
NO 노르웨이어
PE 포르투갈어
RO 루마니아어
RU 러시아어
SE 스웨덴어
TR 터키어

언어 설정:
전면 덮개를 교환할 때는 케이스 뒷면의 키를 사용하여 각 언어를 설정해야 합니다.

 > [ ] 버튼과 [60]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약 3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언어는 대문자로 표시됩니다.

 > 적절한 언어 버전이 나타날 때까지 [ ]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 [60] 버튼을 눌러 언어 버전을 저장하십시오.

3.4 정전

정전 발생시 약 24시간 동안 하루를 나타내는 시간이 계속 변경됩니다.  
전원 공급 장치가 복원되면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3.5 앱으로 해당일 시간 설정

무료 FLASHSETTER 앱을 사용하면 다양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QLOCKTWO CLASSIC 
에 하루 중 시간을 쉽고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www.qlocktwo.com/flashsetter

4. 기술 자료

모델:  QLOCKTWO CLASSIC
QLOCKTWO CLASSIC 규격(높이 × 너비 × 길이):  450 × 450 × 22 mm
벽 장착 브래킷 크기(높이 × 너비 × 길이):   240 × 240 × 25 mm
직립 설치를 위한 아크릴 유리 지지대 크기 
(높이 × 너비 × 길이):   140 × 140 × 20 mm
중량: 약 4,8 kg
주변 온도: +15 °C ~ +30 °C
USB 전원 공급 포트: 110 V − 240 V ~ 50/60 Hz，200 mA
USB 전원 공급 포트: 5 V  1 A
QLOCKTWO CLASSIC 포트: 5 V  550 mA
전력 소모량:   2-3 watts
정밀도: ± 8 초/월

기술 데이터 오류 및 수정 사항은 예외입니다.
인쇄 오류 및 기타 오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5. 부속품

다양한 색상, 언어 및 재료의 전면 덮개 및 채색된 섬유 케이블.  
보다 상세한 정보는 전문 대리점, 또는 www.qlocktwo.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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