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쥬시꾸뛰르 시계
작동 설명서, 관리 및 유지, 

보증 및 서비스 정보



쥬시꾸뛰르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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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설명서
(1)  시침/분침만 있는 모델(2개 바늘) 및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모델(3개 바늘) 

기호 설명

1, 2 – 용두의 위치
S – 秒针

용두의 위치: 
위치 1 –      평상 위치.   

용두가 눌려져 케이스에 닿음.
위치 2 –      시간 설정하기: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회전시키십시오.

그림 A

그림 B

S

1  –  2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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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설명서
(2) 요일/날짜/24시간 보조 문자반이 있는 멀티아이 모델 – A형 

S
그림 A

1  –  2  –  3

이러한 쥬시꾸뛰르의 멀티아이 모델은 중앙부에 장착된 시침, 
분침 및 초침과 작은 요일, 날짜 및 24시간 표시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 및 요일 설정:
1. 초침 S가 12시에 도달할 때 용두를 위치 3으로 당기십시오. 

시계(초침 S)가 멈춥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요일 바늘 W가 정확한 요일을 

표시할 때까지 시침 H와 분침 M을 전진시키십시오. 
주의: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는 경우 요일 바늘 W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요일 바늘 W를 빠르게 전진시키려면,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고, 시침 H와 분침 M을 자동 요일 변경 기간(오후 11시에서 
오전 4시까지)이 시작하기 4~5시간 전으로 뒤로 옮긴 다음,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요일 바늘 W가 하루씩 전진할 
때까지 시침 H와 분침 M을 자정을 지나가게 옮기십시오. 정확한 
요일이 나타날 때까지 필요에 따라 반복하십시오.
3.  시침 H와 분침 M을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하기 위해 용두를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주의: 24시간 바늘 F는 시침 H와 동시에 움직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 설정 시, 반드시 오전/오후 시간을 고려하여 24시간 바늘을 
정확하게 설정하십시오.
분 설정 시, 분침 M을 원하는 시간보다 4~5분 빠르게 전진시킨 
다음, 정확한 분을 표시하도록 분침을 뒤로 돌리십시오.
4. 용두를 위치 1로 도로 누르십시오. 시계(초침 S)가 다시 
시동합니다.

기호 설명

1, 2, 3 – 용두의 위치

H – 시침
M – 분침
S – 초침
D – 날짜 표시기
F – 24시간 시침
W – 요일 표시기

H
M

D

W

F

날짜 설정하기:
1.  용두를 위치2로 당기십시오. 
2.  날짜 표시기 바늘 D가 정확한 날짜를 가리킬 때까지 용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중요: 자동 달력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오후 9시부터 오전 1
시까지는 날짜를 조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조정할 경우 날짜가 
다음날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수가 31일보다 적은 달 다음의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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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설명서
(3) 요일/날짜/24시간 보조 문자반이 있는 멀티아이 모델 – B형

기호 설명

1, 2, 3 – 용두의 위치

A – 누름 버튼 – 빠른 날짜 수정
B – 누름 버튼 – 빠른 24시간/제2 시간대 바늘 수정
C – 수정 버튼 – 빠른 요일 수정
H – 시침
M – 분침
S – 초침
D – 날짜 표시기
F – 24시간/제2 시간대
W – 요일 표시기 

이러한 쥬시꾸뛰르의 멀티아이 모델은 중앙부에 장착된 시침, 
분침 및 초침과 작은 요일, 날짜 및 24시간 표시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 분 및 24시간제 시간 설정:
1.  용두를 위치2로 당기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시침, 분침, 24시간제 바늘을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설정하십시오.
3.  용두를 위치1로 도로 누르십시오.

제2 시간대 설정
1.  용두를 위치 1에 놓고, 누름 버튼 B를 눌렀다 놓아 24시간제 

바늘을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설정하십시오. 누를 때마다 
바늘이 1시간씩 전진합니다.

유의: 누름 버튼 B를 사용하여 제2 시간대의 시간을 설정할 때, 
분침은 55분에서 5분 사이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날짜 설정하기:
1.  용두를 위치2로 당기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리십시오: 날짜 바늘은 시침과 분침이 

자정(00:00)을 지날 때마다 1칸씩 전진합니다.  
3.  원하는 날짜에 도달하면 용두를 위치1로 도로 누르십시오.

빠른 날짜 수정:
용두가 위치 1에 있을 때, 누름 버튼 A를 눌렀다 놓아 원하는 
날짜가 표시될 때까지 날짜 바늘을 전진시키십시오. 누를 때마다 
날짜 바늘이 1칸씩 전진합니다.
유의: 날짜는 12:00(정오)가 아니라 00:00(자정)에 전진합니다.

요일 설정:
1.  용두를 위치2로 당기십시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요일 바늘은 시침과 분침이 

오전 4시(04:00)를 지날 때마다 하루씩 전진합니다. 
3.  원하는 요일에 도달하면, 용두를 위치1로 도로 누르십시오.

빠른 요일 수정: 
유의:  펜 끝이나 압정 같은 뾰족한 물체를 사용하여 수정 버튼 C
를 조작하십시오.
용두가 위치 1에 있을 때, 수정 버튼 C를 두 번 눌렀다 놓아 
원하는 요일이 표시될 때까지 요일 바늘을 전진시키십시오. 두 번 
누를 때마다 요일 바늘이 하루씩 전진합니다.
주의: 발생할 수 있는 시계 기계 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요일 변경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오후 10시(22:00)에서 오전 
6시(06:00)까지는 빠른 요일 수정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림 A

H

S

W

F

1   –   2   –  3

M

D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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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설명서
(4) 디지털 모델

현재 설정 보기:
시계가 설정되면, 누름 버튼 C를 한 번 눌러 날짜(월/날짜)를 
표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를 표시하고, 세 번째로는 현재  
시간(시/분) 디스플레이로 복귀합니다.

날짜/시간 설정 조정하기: 
유의:  펜 끝이나 압정 같은 뾰족한 물체를 사용하여 수정 버튼 B
를 조작하십시오.
수정 버튼 B는 다음의 순서로 디지털 디스플레이 설정 모드들을 
순환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월 à 요일 à 시간 à 분 à 종료하기. 
현재 설정 모드에서 활성화된 디지털 필드가 깜빡일 것입니다.
1.  원하는 설정 모드로 나아가기 위해 수정 버튼 B를 눌렀다 

놓으십시오. 
2.  활성 필드에서 깜빡이는 숫자를 조정하려면 누름 버튼 C

버튼를 누르십시오.
3.  수정 숫자가 깜빡이는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면, 수정 버튼 B를 

눌러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4.  필요 시, 상기 절차를 반복하여 디스플레이 설정을 추가로 

조정하십시오. 
주의: 점멸하는 분(Minutes) 디스플레이가 조정되거나 통과되면, 
시계는 평상 시간 디스플레이 모드로 복귀할 것입니다.
설정 모드 동안에, 시간(Hour) 디스플레이는 12A에서 11A(오전 
시간대), 이후 12P에서 11P(오후 시간대)로 순환하여 날짜(DATE) 
디스플레이가 정오가 아니라, 자정에 정확히 변경될 것입니다. 
시계가 설정되면, 누름 버튼 C 를 눌러도 “자동 작동”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B

A

C

기호 설명

A – 누름 버튼 – EL 백라이트
B – 수정 버튼 – 시간/날짜 설정 
C – 누름 버튼 – 디스플레이 모드

이들 쥬시꾸뛰르 디지털 시계 모델은 EL 백라이트를 갖춘 풀 
LCD 디스플레이가 돋보입니다. 12시 형식의 시/분과 함께, 
버튼을 한 번 눌러 월/날짜 및 초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L 백라이트 사용하기:
아무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누름 버튼 A를 누르십시오. 
시계 문자반에 2초간 불이 들어와 낮은 조명에서도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림 A

그림 B

B

A

C



7

3.  쥬얼리 걸쇠를 닫고 걸쇠가 딸깍 소리가 나면서 고정될 
때까지 살며시 그러나 꾹 누르십시오.

특별한 특징
(A) 쥬얼리 걸쇠

배치 버클이 펼쳐져 팔찌가 손가락 마디 위로 흘러내리게 하는 
경우, 쥬얼리 걸쇠에 의해 팔찌가 두 개의 반쪽으로 분리될 수 
있어, 최적의 맞춤새가 구현됩니다. 

쥬얼리 걸쇠는 보통 팔찌의 끝에 위치하며 케이스 6시 방향에 
반쪽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걸쇠 조작하기:

1.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화살표 표시된 방향으로 쥬얼리 걸쇠를 
젖혀 여십시오.

2.  보이는 것과 같이 쥬얼리 걸쇠를 열기 위해 핀 막대를 팔찌 
끝에 놓으십시오.

쥬얼리 걸쇠가 있는 팔찌 
반쪽 (케이스 6시 방향에 
부착됨)

핀 막대가 있는 팔찌 반쪽  
(케이스 12시 방향에 부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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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특징
(B) 메시 팔찌 슬라이딩 걸쇠

엄선된 쥬시꾸뛰르 모델에 있는 메시 팔찌는 걸이형 쥬얼리 
걸쇠가 특징이며, 그 걸쇠에 의해 착용자는 핀 막대가 있는 걸쇠의 
반쪽을 팔찌를 따라 미끄러뜨르듯이 살며시 밀어 넣어서 팔찌의 
크기를 조정하여 맞춤새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위: 미끄러져 움직이는 걸쇠의 핀 막대가 있는 반쪽이 제자리에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메시 팔찌 쪽을 여십시오.

팔찌 크기 조정하기:

1. 일자 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걸쇠의 핀 막대가 있는 
반쪽의 금속판을 팍 열고, 걸쇠 위치 잠금 기계장치를 푸십시오.

2. 걸쇠의 핀 막대가 있는 반쪽을 메시 팔찌를 따라 원하는 위치로 
어느 한 방향으로 미끄러뜨리듯이 살며시 밀어 넣으십시오.

3. 금속판을 닫고, 걸쇠의 핀 막대가 있는 반쪽을 팔찌의 새로운 
위치에서 잠그십시오.

1. Normal Position

Slide Buckle Adjustments

2. Pull the metal plate with tools

3. Move the slide buckle to the correct position

4. Close the metal plate

1. Normal Position

Slide Buckle Adjustments

2. Pull the metal plate with tools

3. Move the slide buckle to the correct position

4. Close the metal plate

1. Normal Position

Slide Buckle Adjustments

2. Pull the metal plate with tools

3. Move the slide buckle to the correct position

4. Close the metal plate

1. Normal Position

Slide Buckle Adjustments

2. Pull the metal plate with tools

3. Move the slide buckle to the correct position

4. Close the metal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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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유지보수

당신의 쥬시꾸뛰르 시계는 품질, 기능 및 디테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다음 정보 및 설명을 주의 깊게 읽고 
시계의 특징, 적절한 관리 및 작동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서비스 및 수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서비스 및 보증”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충격
쥬시꾸뛰르의 모든 시계는 충격방지 무브먼트를 갖추고 국제 충격방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검사를 받습니다.

자기력
강한 자기장에 시계를 노출할 경우 시간이 맞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계가 멈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쿼츠 시계는 
자기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본래의 정확도로 작동을 재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 또는 수동 기계식 시계는 다시 작동하기 
전에 자기 소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수성 
쥬시꾸뛰르의 모든 시계는 최소 3 bar(3 ATM / 30 M)까지의 방수성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용두 및 크리스탈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한 수돗물이나 빗물로 인해 시계가 손상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정 모델들은 문자반이나 케이스 뒷면에 표시된 더 큰 압력/심도에 대해서도 방수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시계가 잠수용 
시계라고 표시되지 않는 한, 수영, 스노클링 또는 스쿠버다이빙 시에 착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주의: 시계가 물 속에 있을 때 크로노그래프나 다기능 모델의 용두나 누름 버튼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조작하면 방수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의: 시계를 착용한 채 샤워하지 않거나 사우나나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기를 권합니다. 

증기, 비누, 곰팡이, 소금물, 향수 및 염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물질이 시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즉시 세턱하지 않을 경우, 
개스킷과 밀봉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 날 수 있고, 먼지나 습기가 케이스를 침투하게 됨으로써 잠재적으로 무브먼트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죽 시계줄을 젖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죽을 물에 노출시키면 그로 인해 마모와 퇴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시계가 
염소 또는 바닷물에 노출된 후에는 민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시계를 조심스럽게 닦으십시오. 

배터리 정보
당신의 쿼츠 아날로그 시계 또는 크로노그래프는 시계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배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정상 사용시 
약 18~36개월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유의: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스톱워치 타이머와 같은, 특수 기능을 자주 사용하면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시기 도달 시 특징: 많은 모델의 초침은 배터리가 거의 소진된 경우, 4초 간격으로 머뭇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배터리 교체: 배터리 교체를 위해 공인 서비스 센터에 시계를 가져가거나 보내십시오. 당신의 오래된 배터리는 적절히 폐기/
재활용될 것입니다. 스스로 배터리를 교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용 기한에 도달한 쿼츠 시계의 수거 및 처리*
본 제품은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제품은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현지의 공인 수거 시스템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EU 회원국 및 상응하는 법이 있는 국가에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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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및 서비스 

시계 보증 정보 

쥬시꾸뛰르의 시계는 각각의 디자인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고급 재료와 부품으로 만들어져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판매하는 모든 쥬시꾸뛰르 시계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쥬시꾸뛰르 시계 한정 보증
쥬시꾸뛰르 시계(JCT)는 원소비자에게, 구매일로부터 2년의 기간동안 고객의 시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재료 및 기량의 결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본 보증에 의해 보장되는 결함에 대한 저희의 책임은 무료로 시계를 수리하거나(쥬시꾸뛰르(JCT)의 단독 재량에 따라) 결함이 
없는 시계로 교체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본 한정 보증은 아날로그 배터리, 시계줄, 팔찌, 크리스탈, 금 또는 이온 도금 또는 PVD코팅, 스크래치나 일반적인 마모에서 
발생되는 표면적인 문제, 또는 사고나 오용 또는 변경, 공인 쥬시꾸뛰르(JCT) 서비스 센터가 아닌 당사자가 행한 개조, 서비스 
또는 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상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보증은 시계가 유효한 구매 증거(소매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판매 또는 선물 영수증 및 쥬시꾸뛰르 시계의 감별 스타일 
번호)에 의해 증빙된 바와 같이, 공인 쥬시꾸뛰르(JCT) 딜러로부터 구매되지 않았을 경우 무효입니다.

소매업자가 제공한 다른 보증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회사도 본 보증의 약관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 보증은 소비자에게 특정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소비자는 주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각기 다를 수 있는 다른 
법정 권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본 한정 보증은 배타적이며 구두이든, 서면이든, 법정이든, 
명시적이든 또는 묵시적이든, 모든 다른 보증들(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을 
대신하며, 이 모든 보증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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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받기

보증 중
보증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당신의 시계를 적절히 포장(아래 참조)하여 쥬시꾸뛰르 시계 서비스 센터들 중 한 곳으로 다음과 
함께 보내십시오: (1) 판매 영수증 원본, (2)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본 파일에 있는 미국/캐나다 또는 국제 
쥬시꾸뛰르 시계 서비스 신청서 작성본, (3) 수표 또는 우편환(적절한 미국 또는 캐나다 통화로) 또는 명시된 운송료/취급료 및 
요청 시 배터리 교체 비용을 충당할 당신의 신용카드 정보. 

당신의 지역에서 공인 서비스 센터를 찾으려면, www.mgiservice.com/juicycouture 홈페이지에서 FIND AN AUTHORIZED 
WATCH REPAIR LOCATION (공인 시계 수리 센터 위치 찾기)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보증 제외
쥬시꾸뛰르 시계 서비스 센터는 보증 기간 만료 이후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쥬시꾸뛰르 시계 보증으로 보호되지 않는 수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계가 보증으로 보호되지 않는 부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견적서를 보내 당신의 
승인을 받아 대금 지불을 확약받을 것입니다. 본 파일에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교체
쥬시꾸뛰르 시계 서비스 센터는 명시된 요금 및 운송료와 취급료를 받는 조건으로 당신의 쥬시꾸뛰르 시계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본 파일에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사용하십시오.

시계 포장
당신의 시계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완충재로 안전하게 포장하십시오. 쥬시꾸뛰르 시계 서비스 신청서 작성본 및 
대금을 반드시 동봉하십시오.

시계 보험
등기 우편을 사용하시고 온전한 교체 가치를 위해서는 보험에 드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추가 설명
결함이 있는 시계를 구매한 상점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계를 본 파일에 있는 미국/캐나다 또는 국제 쥬시꾸뛰르  
시계 서비스 신청서 완성본과 함께 공인 쥬시꾸뛰르 서비스 센터로 보내십시오. 공인 서비스 센터 위치는  
www.mgiservice.com/juicycouture 홈페이지의 링크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 내에 있는 제품이든 보증 제외 제품이든 명시된 운송료 및 취급료를 동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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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서비스 신청서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계 모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품목 가격 총 금액

배터리 $15.00 USD    $                 

운송료/취급료  $14.95 USD    $14.95 USD

 총 금액:  $

   

지불 방법:

___  수표 또는 우편환 계좌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  마스터카드 만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 비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용카드 구매를 위해 필요)

서비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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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비스 신청서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계 모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