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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지침 및 기능 탐색

Amazfit Neo에는 STN 화면과 4개의 물리적 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키 작업

키 이름: SELECT 

키 기능: 확인 또는 선택

1. 페어링 페이지: 확인

2. 공장 출고 시 설정으로 재설정 페이지: 확인

3. 특정 페이지에서 키의 기능:

스톱워치 페이지: 시작, 일시 정지 또는 계속

운동 보조 화면: 일시 정지 또는 계속

일회적인 심박수 측정: 측정 시작.

DND 모드: 전환 및 확인

4. 전원 켜기/끄기: SELECT 키를 2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키 이름: BACK 

키 기능: 돌아가기 또는 종료

1. 워치 페이스 이외 페이지: 눌러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2. 특정 페이지에서 키의 기능:

운동 보조 화면: 운동 일시 정지 페이지에서 BACK 키를 눌러 운동을 종료합니다.

3. BACK 키를 2초 동안 길게 눌러 백라이트 기능을 실행하거나 종료합니다.

키 이름: UP

키 기능: 페이지 위로 이동

1. 페이지 위로 이동: UP 키를 눌러 여러 기능 페이지 간에 전환합니다.

2. 스톱워치 페이지:

a. 카운트 기능

b. 스톱워치가 일시 정지된 후에 UP 키를 눌러 카운트 기록을 확인합니다.

키 이름: DOWN

키 기능: 페이지 아래로 이동

1. 페이지 아래로 이동: DOWN 키를 눌러 여러 기능 페이지 간에 전환합니다.

2. 스톱워치 페이지: 스톱워치가 일시 정지되면 이 키를 눌러 카운트 기록을 확인합니다.



키 조합: 키 조합을 2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1. 다시 부팅: SELECT + UP

2. 공장 출고 시 설정으로 재설정: BACK + DOWN

3. 규정: SELECT + DOWN

4. 휴대폰 찾기: BACK + UP

워치 착용 및 충전

매일 착용: 광학 심박수 모니터가 심박수를 제대로 측정하도록 워치를 손목에서 손가락 두 

개만큼 떨어진 거리에 적당히 꼭 맞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착용: 운동 중에는 워치를 편안하게 착용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꼭 맞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치가 너무 조여 있거나 너무 느슨하면 운동 데이터 모니터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전

1. 소켓, PC나 보조 배터리 등 USB 전원 공급을 지원하는 기기에 워치 충전기를 

연결하세요.

2. 워치를 충전대에 고정합니다. 워치의 방향과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워치 뒷면의 금속 

접점이 충전대에 닿도록 하세요.

3. 워치를 올바른 위치에 놓으면 화면에 충전 상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워치 사용

Amazfit Neo를 사용하기 전에 휴대폰에 Zepp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워치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고 워치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려면 Zepp 앱을 통해 

휴대폰을 워치와 페어링해야 합니다.

워치 페어링 및 페어링 해제

1. 사용 설명서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Zepp 앱을 다운로드하고, 계정을 등록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앱을 열고 프로필 > 나의 기기 > 워치 > QR 코드가 없는 워치를 선택하여 근처의 기기를 

검색합니다.

3. 앱이 워치를 찾으면 워치의 프롬프트를 따라 페어링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4. 페어링한 후에는 워치를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워치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모바일 네트워크 및 블루투스를 실행하고, 워치와 휴대폰을 함께 두어 워치가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세요.

5. 워치가 페어링 및 업그레이드된 후에는 워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워치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6. 휴대폰에서 워치를 페어링 해제해야 하는 경우, 앱을 시작하고 기기 페이지에서 페어링 

해제를 탭합니다.

기능 페이지

UP 또는 DOWN 키를 눌러 여러 기능 페이지 간에 전환합니다.

걸음 수 카운트: 현재 걸음 수를 표시합니다.



거리: 현재 거리를 표시합니다.

소모량: 현재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합니다.

날씨: 오늘의 날씨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날씨 데이터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워치를 

휴대폰의 앱에 연결하고 날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세요.



DND:

ON: DND 모드가 실행되면 워치는 휴대폰에서 푸시하는 알림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OFF: DND 모드가 종료되면 워치는 휴대폰에서 푸시하는 알림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SMART: 스마트 DND 기능을 사용 중입니다. 워치가 수면 상태를 감지하면 DND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스톱워치: 결과가 0.01초 단위까지 정확합니다.

1. 시작: SELECT 키를 눌러 시간 재기를 시작합니다.

2. 카운트: 시간 재기 프로세스 중에 UP 키를 눌러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최대 

9회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3. 일시 정지: 시간 재기 프로세스 중에 SELECT 키를 눌러 스톱워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재설정: 스톱워치가 일시 정지되면 BACK 키를 눌러 스톱워치를 재설정하고 스톱워치 

홈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5. 스톱워치 기록: 스톱워치가 일시 정지되면 UP 또는 DOWN 키를 눌러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 앱에서 알람 시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워치가 다음 알람 시간을 표시합니다.

닫기: 워치에서 알람 시계가 울리면 아무 키나 눌러서 알람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PAI: 누적된 값이 표시됩니다. PAI 값은 하루 종일 심박수 감지가 실행될 때 생성됩니다.



심박수:

1. 심박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워치가 자동으로 심박수를 감지합니다. 측정 프로세스 

동안에는 워치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워치가 안정적인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워치 뒷면을 피부에 가깝게 유지하세요.

2. 일회적인 심박수 측정을 시작하려면 SELECT 키를 누릅니다.

3. 하루 종일 심박수 감지를 실행하려면 앱을 열고 프로필 > Amazfit Neo > 심박수 감지를 

선택하고 자동 심박수 감지를 선택합니다.

참고: 자동 심박수 감지가 실행되면 예정된 시간에 워치가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심박수 

페이지를 다시 방문하면 최근 심박수 측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운동 보조 화면

워치가 휴대폰과 연결된 경우, 특정 운동을 시작하면 워치에서 앱의 운동 페이지에 운동 

데이터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운동 중에는 키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정지/계속: SELECT 키를 누릅니다.

2. 종료(뒤로 가기): 일시 정지 페이지에서 BACK 키를 누릅니다.

알림

알림 기능 실행

알림 기능을 사용하려면 앱에서 앱 알림 기능을 실행하고 워치가 휴대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SMS 및 수신전화 알림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이 iOS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블루투스를 통해 워치를 휴대폰과 페어링하세요.

2. 휴대폰이 Android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앱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하거나 앱을 

자동 실행 허용 목록에 추가하여 휴대폰을 통해 워치에 알림이 전송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알림 보기

1. 알림을 수신하면 워치가 진동하고 알림 정보를 표시합니다.

2. 아무 키나 눌러 알림 페이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운동 미리 알림

운동 중에 워치는 킬로미터/마일마다 알림을 생성합니다.



내 휴대폰 찾기

Amazfit Neo에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을 찾는 기능이 있습니다. 워치에서 BACK 및 UP 

키를 눌러서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앱이 실행 중이며 워치가 휴대폰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앱이 실행 중이 아니거나 워치가 휴대폰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내 휴대폰 찾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워치가 자동으로 휴대폰을 찾습니다. 60초 이내에 

휴대폰을 찾지 못하면 워치에 실패 메시지가 표시되며 다시 시도하도록 요청합니다.

3. 휴대폰을 찾는 데 성공하면 휴대폰의 알림이 울립니다. 아무 키나 눌러 휴대폰의 알림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언제든지 내 휴대폰 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도록 자동 실행 허용 목록에 앱을 추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워치가 휴대폰과 

연결이 해제되므로 내 휴대폰 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장 출고 시 설정으로 재설정

이 기능은 워치의 공장 출고 시 설정을 복원합니다.

공장 출고 시 설정으로 재설정 페이지에서는 키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공장 출고 시 설정 복원: BACK + DOWN 키를 길게 누릅니다.

2. 확인: SELECT 키를 누릅니다.

3. 취소(기존 워치 페이스로 돌아가기): BACK 키를 누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