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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G-1000  간단 조작 가이드
MUDMASTER

Technology Sales Points 

와이드 페이스 / 3D 인덱스

체커링 버튼

Design  Sales Points 

모드의 종류 및 전환
 B를 누를 때마다 모드가 전환합니다.  A나  C를 누르면 센서 모드로 바뀝니다. 
시각 모드에서  D를 누를 때마다 액정 화면이 바뀝니다. D

A CB

월드 타임 모드 기압 계측 모드 온도 계측 모드수신 모드

스톱워치 모드 고도 기록 확인 모드타이머 모드

자연 재해 등 파편이나 장애물이 산란된 극한 상황에서
복구 및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사용을 상정하여 탄생. 

<중요>

어느 모드에서도    B를 약 2초간 
계속 누르면 시각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B

알람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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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 : 내충격 기능・방진·진흙 방지 구조·내진동 구조·20기압 방수·전파 수신 기능(멀티밴드6)·터프솔라·1/100초 스톱워치·타이머·5개 시각 알람·29개 도시월드타임·배터리 표시 기능  

・파워 세이빙 기능

A

     요일

L

기압 경향 그래프 월/일

시 : 분 초*PM 표시기

라이트

* 12시간제로 표시되는  
경우, 오전은 [A], 오후는   
[P]를 표시합니다. 

Module  No.   5463

카본 파이어 재질의 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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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G-1000 간단 조작 가이드

MUDMASTER

바늘 퇴피 기능

고도 계측

시각, 고도 계측, 방위 계측 모드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A를 누르면, 계측 결과가 표시됩니다. 

1

2 A

L을 누르면서   B를 누르면 바늘이 2시 위치로 퇴피합니다. 

A, B, C, D 중 임의의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각으로 되돌아갑니다. 

1 BL

* 바늘이 퇴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작을 하지않아도, 약 10초 후에 현재 시각으로 되돌아갑니다. 

2 B C DA

고도의 자동 계측

고도 계측 모드에서 용두를 당기고, B  를 누릅니다. [INT]가 표시되고, 

용두를 돌려서 [0’05]또는 [2’00]를 선택합니다. 

용두를 되돌려서 설정 완료. 

1

3

2

B

고도 경향 그래프 고도

AB

방위 계측

N:0°
NW
315°

<위치각 보는 방법>

C

B목표 방위 목표 위치각 

목표

NorthNorth

• 도중에 계측을 중지하고 싶을 때에는 B     를 누르면 시각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중요!>

B

• 시계를 벗어 수분을 닦고, 환기가 잘 되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 약 20~30분 후 주위의 온도를 계측할 수 있습니다. 

<중요!>

시각, 방위계측, 고도계측 모드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계측하고 싶은 목표에 시계의 12시 위치를 향하게 합니다. 

시계를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C 를 누릅니다.

1

2

3

4

C

온도 계측
시각 모드에서 B 를 2번 누릅니다. “TEMP”가 표시되고 약 1초후에  

계측 결과를 표시합니다. 

* 다시 계측할 때는 A를 누릅니다. 
* 계측 개시부터 3분간은 약 5초마다, 그 후에는 약 2분마다 계측합니다. 

* 계측 범위는  -10.0°C ~~60.0°C입니다.계측 범위를 넘었을 때에는 

[--.-]를 표시합니다. 

B

A

기압 경향 정보 알람

• 주의해야 할 기압의 변화가 없을 때는, 기압 경향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이 설정에서는, 전파 수신과 파워 세이빙 기능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 이 설정은 24시간 계속된 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중요!>

기압 경향 모드에서 D를 2초 이상 계속 누릅니다. 

화면 왼쪽에 [INFO]가 점등하고,  오른쪽에 [ON]또는  

D1

2

급상승 

(기압이 급격히 
상승) 

급하강

(기압이 급격히 
하강) 

기압 경향 그래프

기압 경향 정보가  
설정되었을 때에 점등

기압 변화로 표시가 바뀝니다. 

저기압 통과

(기압이 하강을 계속
한 후, 상승으로 
바뀜)

고기압 통과

(기압이 상승을 계속 
한 후, 하강으로  
바뀜)

+

B B

D C

A

B

L

L

액정 표시상에 바늘이 겹쳐져서 보기 힘들 경우에 
바늘을 액정 표시에서 일시적으로 퇴피시킬 수 있습니다.

  수동

고도 계측, 기압 계측, 온도 계측에서 시분침이 
액정 표시에 겹쳐졌을 때에, 바늘이 일시적으로 
4시 위치 또는 8시 위치에 자동 퇴피. 
바늘은 약 3초 후에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자동

2 o’clock 2 시 위치 

4 시 위치 
position

8 시 위치

퇴피전 퇴피후

        표시예 : 고도 계측 시 

화면 표시

0’05

2’00

계측 간격

고도를 자동 계측할 간격을 이하의 2종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측 종료 후, 시각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1초 간격으로 3분간 계측 후, 5초 마다 약 1시간 자동 계측

B

D

B A

용두

  온도

<중요!>

• 계측 개시부터 약 3분간은 1초마다 계측 결과가 갱신됩니다. 

• 다시 계측할 때에는 A     를 누릅니다. 

• 시각 모드로 되돌아갈 때에는 B    를 누릅니다. B

A

Module  No.  5463

주의해야 할 기압의 변화를 검지했을 때에 삑삑하는 소리와 약정 화면 화살표의 
점등으로 주의를 환기합니다. 

[OFF]가 점멸한 후, 설정/해제가 전환됩니다. 

1초 간격으로 3분간 계측 후, 2분 마다 약 12시간 자동 계측

[0’05]또는 [2’00]가 점멸 표시됩니다. 

초침이 한번 12시 위치를 가리킨 후, 북방위를 가리킵니다. 

• 1초마다 약 60초간의 위치 계측이 끝나면, 시각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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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DESIGN Sales Points

사이즈: 59.5 x 56.1 mm (H x W)
두께 : 18.0 mm   Weight: 119 g

MUDMASTER

고도 버튼

라이트 버튼

정보 
디스플레이

더블 LED 라이트 & 축광 인덱스

용두부 머드 레지스트 구조

컴퍼스 버튼

사이에 패킹을  
봉입하여, 진흙
침입 방지를 확보.

용두의 잠금/
해제 상태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

모드 버튼

텍스처 밴드

내진동 구조

소재에 비중이 작은 일본제 카본 바늘을 채용하고, 초침의 대형화를

실현. 방위 계측시의 재빠른 바늘 움직임을 확실하게 표시하게 한다.

방풍과 기스에 강한 사파이어 글래스를 채용. 무반사 코팅을 

중장비의 그립이나 발판의 미끄럼 방지를 모티브로 한 
거칠고 울퉁불퉁한 텍스처를 밴드에 표현.

각 버튼부 
머드 레지스트 구조

버튼 파이프와 버튼 사이에 패킹을 
삽입하여서 진흙의 침입을 가드.
또한, 버튼 파이프 밑 쪽에 공기 구멍을
뚫어서 기압 변화에 따른 버튼의 
오동작을 방지.

모듈 밑면과 측면에 αGEL®*를 내장.
진동에 의한 파손 등으로부터 시계를 보호.
또한, 밴트 부착부에 와셔를 채용하여 
진동에 의해 나사가 느슴해지는 것을 억제. 

* 실리콘을 주원료로하는 뛰어난 충격 흡수성을 가진 부드러운 젤 소재. 
* αGEL® (Alpha GEL)은 주식회사 타이거의 등록 상품입니다. 

GWG-1000 간단 조작 가이드Quick Operation Guide
Module  No.  5463

무반사 코팅 사파이어 글래스

하여, 깨끗한 시야를 확보.

용두와 케이스 

빨간 경고 표시로

카본 파이어 재질 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