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ai Stencil의 샘플 혹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marketing@tokyoflash.com. 연
연락주세요. 더 상세한 내용 혹은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www.tokyoflash.com. 

봐주세요. 

감각적인 스타일의 키사이 스텐실은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 시간을 보여주
며, 처음 보면 아리송한 듯 보이지만, 매우 간단하게 읽을 수 있답니다. 

첫눈에 보면 선들과 점들에 초점을 맞추지만 시야를 넓혀 비어있는 공간을 

보면, 디지탈 숫자로 표현된 시간을 볼 수 있답니다. : 시계를 반으로 가로질
러, 위쪽은 시간을 아래쪽은 분을 가르킵니다. 감쪽같이 시간을 숨겨둔 듯 

영리한 시계지만 곧 트릭을 알게되면 놀랍게도 간단하답니다. 

시간과 날짜 기능, 알람, 밤시간대 유용한 EL 백라이트 기능을 갖춘 키사이 

스텐실, 선택 가능한 색깔이 5가지! - 거울식 화면, 블루, 레드, 그린, 그리고 

핑크! 키사이 스텐실의 각 부품은 세세한 부분까지 디자인 되어 만들어졌으
며, 한정품으로 어느 누구와도 똑같은 제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급 광택 소재의 스탠레이스, Kisai Stencil은 좋은 품질의 화이트 혹은 블래 

가죽 손목밴드로 되어 있습니다. .

the time in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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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2월, 일본 도쿄
키사이 스텐실 Kisai Stencil은  도쿄플래시 디자인 스튜디어 블로그에 도쿄플래시의 팬, 미국인 수학교사, Heather Sable의 아이디어로부터 만
들어졌답니다. 선명하고 다양한 색깔의 LCD 화면이 돋보이는 키사이 스텐실은 공간을 활용하여 시간을 보여주는 독특한 디자인 제품!  

상세 기능 

시간 표시  ●10가지 버전의 색상 한정판 선택 가능 ● 손목크기와 상관없이 매치가능한 유니섹스 디자인● 거울식 혹은 다양한 색깔의 LCD “always on” 화면 ● EL (electroluminescent) 

밤을 위한 백라이트●스탠래이스 케이스및 버클 ● 고급가죽소재 밴드 ● 최소 손목밴드 크기: 대략 100 mm ● 최소 손목밴드 크기: 대략 210 mm  ● 케이스 크기: 33 mm x 47 mm x 10 

mm ● 무게: 50 grams ●밧데리: CR2025 표준 교체가능 밧데리 ● 일본어 및 영어 설명 책자 ● 일년 품질 보증 

Concept Becomes Reality
미국인 수학교사 Heather Sable의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팬들의 인기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아서 디자인화된 5번째 시계랍니다.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도전해보세요. 

http://www.tokyoflash.com
mailto:watches@tokyoflash.com?subject=
mailto:marketing@tokyoflash.com
mailto:marketing@tokyoflash.com
http://www.tokyoflash.com
http://www.tokyoflash.com
http://www.tokyoflash.com
http://www.tokyoflash.com
mailto:watches@tokyoflash.com?subject=
mailto:watches@tokyoflash.com?sub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