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코스테 손목시계
작동 설명서 – 디지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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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 개요

기호 설명

A – EL 백라이트/리셋 버튼
B – 모드 선택 버튼
C – 설정 모드 버튼
D – 시작/정지 버튼

MD –  메인 LCD 디스플레이: 시간 디스플레이/기능 아이콘
LD – 하부 LCD 디스플레이: 능동 모드/정보

CH – 차임벨 온 표시기
AL – 알람 온 표시기
24H – 24시간 표시기
PM – 오후 시간 표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라코스테 디지털 손목시계 모델은 다기능 LCD 
디스플레이에 EL 백라이트와 5가지 작동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12시간 또는 24시간 단위로 시간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달력, 알람, 듀얼타임, 카운트다운 및 스톱워치 
기능이 있습니다.

EL 백라이트 사용법:
아무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A 버튼을 누르면 문자반에 
잠시 조명이 들어옵니다.

모드 택하기:
B 버튼을 누르면 작동 모드가 시간 → 알람 → 
듀얼타임 → 카운트다운 → 스톱워치 → 시간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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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 – 시간 설정 모드

기호 설명

A – EL 백라이트/리셋 버튼
B – 모드 선택 버튼
C – 설정 모드 버튼
D – 시작/정지 버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간 설정하기:
1. 시간표시 모드에서 C를 눌러 시간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2. B를 누르면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초 → 시간 → 분 → 
연도 → 월 → 일 → 초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3. D를 눌러 깜박이는 숫자를 조정하여 맞춘 다음 B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C를 눌러 모든 설정을 확인한 다음 시간표시 모드로 
돌아갑니다.

주의:‘시(HOUR)’에서는 A를 사용하여 12시간 또는 시간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단위를 선택하면 PM 

(오후) 시간대에서는 메인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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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 – 알람시계 모드

기호 설명

A – EL 백라이트/리셋 버튼
B – 모드 선택 버튼
C – 설정 모드 버튼
D – 시작/정지 버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알람 켜기:
1. 알람시계 작동 모드에서 A를 눌러 알람 과 차임벨 을 

불러낸 다음 양쪽을 온 또는 오프로 맞춥니다.

알람 설정하기:
1. 알람시계 작동 모드에서 C를 눌러 알람 시간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2. B를 누르면 설정할 수 있는 알람 시간이 시 → 분 → 월 
→ 일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알람 영역이 깜박입니다.

3. D를 눌러 깜박이는 숫자를 조정하여 맞춘 다음 B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C를 눌러 설정을 확인한 다음 알람시계 작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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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 – 듀얼타임 모드

기호 설명

A – EL 백라이트/리셋 버튼
B – 모드 선택 버튼
C – 설정 모드 버튼
D – 시작/정지 버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두 번째 시간대의 시각 설정하기:
1. 듀얼타임 작동 모드에서 C를 눌러 듀얼타임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해당 영역이 깜박입니다.

2. D를 눌러‘시’를 조정한 다음 B를 눌러‘분’으로 
넘어갑니다.

3. D를 눌러‘분’을 조정한 다음 B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C를 눌러 설정을 확인한 다음 듀얼타임 작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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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 – 카운트다운 모드

기호 설명

A – EL 백라이트/리셋 버튼
B – 모드 선택 버튼
C – 설정 모드 버튼
D – 시작/정지 버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운트다운 타이머 작동하기:
1. 카운트다운 작동 모드에서 D를 눌러 카운트다운을 

시작/중지합니다.

2. 카운트다운을 중지한 후 A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주의: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0이 되면 자동으로 멈추고 
알람이 10초 동안 울립니다. 알람을 멈추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십시오.

카운트다운 지속시간 설정하기:
1. 카운트다운 작동 모드에서 C를 눌러 카운트다운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2. B를 누르면 카운트다운 시간 설정이 시 → 분 → 초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해당 영역이 깜박입니다.

3. D를 눌러 깜박이는 숫자를 조정하여 맞춘 다음 B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A를 눌러 카운트다운을 온 또는 오프 상태로 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온 상태가 되면 가 메인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초 단위 아래에 표시됩니다.

5. C를 눌러 설정을 확인한 다음 카운트다운 작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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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F – 스톱워치 모드

기호 설명

A – EL 백라이트/리셋 버튼
B – 모드 선택 버튼
C – 설정 모드 버튼
D – 시작/정지 버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톱워치 모드에서는 시간의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A 와 D 버튼을 사용하여 스톱워치 
타이머를 작동합니다.

스톱워치 작동법:
1. D를 눌러 시간 재기를 시작합니다.

2. D를 다시 누르면 시간 재기가 중지됩니다. 메인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경과된 시간이 표시됩니다.

3. A를 누르면 시간이 0으로 재설정됩니다.

구간 시간 표시하기:
1. D를 눌러 시간 재기를 시작합니다.

2. A를 누르면 메인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구간 시간이 
표시됩니다. 메인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초 단위 아래에 

이 나타납니다.

3. A를 다시 누르면 시간 재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4. 위의 2단계와 3단계를 반복하면 추가로 구간 시간이 
기록됩니다.

5. D를 눌러 시간 재기를 중지합니다.

6. A를 누르면 시간이 0으로 재설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