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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높고 가벼운 ‘레진’
아름답고 강한 ‘메탈’

레진의 가벼움과 메탈의 강도를 뛰어넘은
제 3의 소재로 혁신적인 내충격 구조가 탄생하다.

첫 내충격구조를 
레진 외장으로 실현

스테인레스 외장
최초 내충격 풀메탈

카본 코어 가드 구조

티타늄 케이스&밴드 DLC코팅 
티타늄 케이스 & 밴드

자라츠 폴리싱 

글래스 파이버 강화 레진 
이너 케이스 

풀컬러 레진 
케이스 & 밴드

혼합 성형 컬러 
케이스 & 밴드

소프트 우레탄 밴드 글래스 파이버 인서트 밴드 



카본의 6가지 특징

경도 

열변화에 강함 지속력이 강함 변형에 강함

강도 무게 

탄성 비교 : 메탈의 7배

급격한 온도 변화에 견디는 특성 경년변화에 견디는 특성 높은 척도 안정성

인장 강도 : 메탈의 10배 비중 : 메탈의 1/4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한 강인함과 성능

내충격 버튼 

카본 코어 가드 구조

카본 레진 백 케이스 

쿼드 센서 탑재 

방진구조 (먼지, 진흙 유입 방지)

카본 파이버 인서트 베젤 

슈퍼 일루미네이터 (고휘도LED라이트)  

카본 소재를 채용한 새로운 구조의 개발에 의해, 가혹한 사용에 견디는 견고성, 기능성, 착용성을 추구. 

센서 기능,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탑재하여, 극한 상황에서의 정확한 판단과 행동을 지원. 

케이스 강도 향상과 

신개발 구조에 의해

버튼 가드가 없는

디자인을 실현. 

카본 파이버 강화 레진 케이스로 
모듈을 보호하는 새로운 내충격 구조.

기밀도가 높은 카본 케이스와 
진흙의 침입을 막는 필터를 채용. 

·먼지, 진흙 유입 방지 ·방위 계측 기능 ·고도 계측 기능 ·기압 계측 기능 ·온도 계측 기능 ·보행수 계측 기능 ·일몰 · 일출 시각 표시
·스톱워치(1/100초) ·시각 알람 ·더블 LED 라이트 (오토라이트, 슈퍼 일루미네이터) ·20기압 방수 기능

※[Bluetooth]는 미국 Bluetooth SIG,Inc.의 등록상표입니다. 

- 자동 시각 수정(1일 4회) 
- 월드타임 도시 설정(300개 도시 이상)
- 홈타임/월드타임 시각표시 전환
- 알람/타이머 설정
- 휴대폰 찾기 기능 

- 미션 로그 기능 
시계에서 취득한 고도와 스마트폰의 GPS로 취득한 경로를 앱에 기록

- 소비 칼로리 표시 
고도 + 보행수 계측값에서 소비 칼로리를 산출하여, 활동 로그로 기록

- 로케이션 인디게이터
시계 조작으로 현재 위치를 앱 상에 기록. 기록 지점까지의 방위를 초침, 거리를 액정에 표시

- 모드/표시 전환 커스터마이징 
앱 상에서 모드의 ON/OFF, 표시 전환의 설정이 가능 

[스마트폰 앱］

파인레진에 카본파이버 시트를 
삽입한 3중 구조를 채용.



새로운 강인함, 신선한 스타일

소재·구조·외장 설계에 새로운 발상을 도입하여, 새로운 강인함을 추구.
밴드 교체에 의한 커스터마이징에도 대응하여, 디자인 면에서도 새로운 시도에 도전. 

카본 코어 가드 구조

이중 구조의 백판

디스크 핸즈

대형 프론트 버튼 

교환용 밴드

슬라이드 레버식 2컬러 성형 밴드 

슈퍼 일루미네이터 (고휘도 더블 LED 라이트) 

바늘퇴피기능

내충격 버튼 
카본 파이버 강화 레진 케이스로 
모듈을 보호하는 새로운 내충격 구조.

스테인레스 소재의 패널 백과 글래스 섬유의
파인레진 소재 백 커버를 장착.

케이스 6시 방향에 대형 버튼을 배치. 
라이트의 조작이 가능하며, 
디자인 포인트로 터프니스를 표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교환용 밴드 2개 포함. 

앞뒤가 다른 컬러를 배색.
간단한 레버 조작으로 밴드의 교체가 가능. 

바늘이 액정 표시와 겹칠 경우, 
버튼 조작으로 바늘을 액정 표시
위에서 일시적으로 퇴피. 

케이스 강도 향상과 
신개발 구조에 의해
버튼 가드가 없는
디자인을 실현. 

·월드타임 ·스톱워치(1/100초) ·시각 알람 ·더블 LED라이트(슈퍼일루미네이터) ·전지 수명 약 3년 ·20기압 방수 기능

※[Bluetooth]는 미국 Bluetooth SIG,Inc.의 등록상표입니다. 



카본 코어 가드 구조

카본 모노코크 케이스 

카본 베젤

슈퍼 일루미네이터 (고휘도LED라이트) 무반사 코팅 사파이어 크리스탈 인다이얼 솔라

카본 파이버 인서트 밴드 TRIPLE G RESIST

내충격 버튼 카본파이버 강화 레진 케이스로  
모듈을 보호하는 새로운 내충격 구조.

케이스와 뒷판을 일체형 구조로 하여, 
강도, 기밀성을 확보. 

※밴드만 Toray주식회사 탄소 섬유 TORAYCA를 사용. 52층의 카본 시트를 적층 절삭 성형. 충격·원심중력·진동에 견디는 구조.

*이미지는 GPW-2000-1A  

케이스 강도 향상과 
신개발 구조에 의해
버튼 가드가 없는
디자인을 실현. 

파일럿이 요구하는 강함과 가벼움

새롭게 개발된 카본 모노코크 케이스를 비롯하여 곳곳에 강함과 가벼움을 지니면서 고기능 소재인 카본을 사용하여,
파일럿 워치에 요구되는 내충격성과 GRAVITYMASTER 최고 경랑인 72g을 동시에 실현.

- 자동 시각 보정(1일 4회) 
- 월드타임 도시 설정(300개 도시 이상)
- 휴대폰 찾기 기능
- 홈타임/월드타임 시각표시 전환 
- 알람/타이머 설정 

- 플라이트 로그 기능
시계 버튼 조작을 통해 이동 이력을 지도상에
기록·표시. 

[스마트폰 앱］

· 녹방지 사양  · 듀얼 타임  · 스톱 워치 · 시각 알람  · LED 라이트 (슈퍼 일루미네이터) · 20기압 방수 기능

※[Bluetooth]는 미국 Bluetooth SIG,Inc.의 등록상표입니다. 



카본과 메탈을 융합한 스타일리쉬 터프니스

고강도 카본 소재를 사옹하여, 보다 와이드한 페이스, 보다 컴팩트한 사이즈를 실현. 
스테인레스 베젤과의 조합으로, 스타일리쉬한 외장 디자인으로 완성. 

카본 코어 가드 구조 내충격 버튼
카본 파이버 강화 레진 케이스로 
모듈을 보호하는 새로운 내충격 구조.

파이프 형상의 파츠로 버튼을 보호하고, 
파인레진 완충재로 시계 내부로 유입되는
충격을 방지. 

착용감이 향상된 사이즈

터프 솔라(태양광 충전 시스템) 

풀 도트 STN 액정

슈퍼 일루미네이터
(고휘도 풀오토 더블 LED 라이트)

소재·구조의 강화에 의해 케이스 두께를 슬림화. 
다이얼은 넓히고, 케이스의 슬림화를 실현.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스마트폰 앱］

-시각 알람 설정
앱 상에서 최대 5개의 알람 설정 (년월일, 시각, 타이틀, 원타임/리피트)이 가능.

- 자동 시각 수정 
- 월드타임 도시 설정(300개 도시 이상)
- 홈타임/월드타임 시각표시 전환
- 휴대폰 찾기 기능

· 월드타임 · 스톱워치(1/1000초(1시간 미만) / 1/10초(1시간 이상)) · 시각 알람 · 더블 LED라이트(슈퍼일루미네이터) · 20기압 방수 기능

※[Bluetooth]는 미국 Bluetooth SIG,Inc.의 등록상표입니다. 



・내충격 구조
・방진 구조
・스마트폰 링크 기능 : 
   - 자동 시각 수정 
   - 월드타임 도시 설정(300개 도시 이상) 
   - 홈타임/월드타임 시각표시 전환 
   - 시각 알람 설정
   - 미션 로그 기능
   - 모드/표시 전환 커스터마이징 
   휴대폰 찾기 기능
・방위 계측 기능 
・고도 계측 기능 
・기압 계측 기능
・온도 계측 기능
・보행수 계측 기능
・일출, 일몰 시각 표시 
・월드 타임
・스톱워치(1/100초)
・시각 알람
・더블 LED 라이트
   (오토라이트, 슈퍼일루미네이터) 
・20기압 방수 

・내충격 구조
・월드 타임
・스톱워치(1/100초)
・시각 알람
・더블 LED 라이트(슈퍼 일루미네이터)
・전지 수명 약 3년
・20기압 방수 

・내충격 구조
・TRIPLE G RESIST
・녹방지 사양
・전파 수신 기능(멀티밴드6)
・스마트폰 링크 기능 : 
   - 자동 시각 수정 
   - 월드타임 도시 설정(300개 도시 이상) 
   - 홈타임/월드타임 시각표시 전환 
   - 시각 알람 설정
   - 플라이트 로그 기능
   - 휴대폰 찾기 기능 
・터프 솔라(태양광 충전 시스템)
・바늘 위치 자동 보정 기능 
・하이브리드 마운트 구조
・스마트 엑세스 
・듀얼타임
・스톱워치
・시각 알람
・고휘도 LED 라이트(슈퍼 일루미네이터)
・20기압 방수

・내충격구조
・스마트폰 링크 기능 : 
   - 자동 시각 수정 
   - 월드타임 도시 설정(300개 도시 이상) 
   - 홈타임/월드타임 시각표시 전환 
   - 시각 알람 설정
   - 휴대폰 찾기 기능 
・터프 솔라(태양광 충전 시스템) 
・월드 타임
・스톱워치
   (1/1000초(1시간 미만) / 1/10초 (1시간 이상))
・시각 알람
・더블 LED 라이트 (슈퍼일루미네이터 / 풀 오토 라이트)
・20기압 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