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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 확인하기

내용물에 빠짐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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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헤드셋 스테레오 헤드폰 

(이어피스 1쌍)

인쇄물 1 세트프로세서 유닛

AC 전원 코드AC 어댑터USB 케이블HDMI®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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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스테레오 헤드폰을 VR 헤드셋에 연결합니다.

알아두기

•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VR	헤드셋의	이어피스	홀더에	이어피스	부분
을	꽂아	걸리적거리지	않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	동봉된	헤드폰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	헤드셋으로도	3D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중요

헤드폰을	분리할	때는	헤드폰	플러그를	똑바로	뽑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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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헤드폰

VR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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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전원을 끈 상태로 접속합니다. 접속 방법은 동영상( 뒤표지)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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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tation®4
VR 헤드셋

프로세서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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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PS4™에서 HDMI 케이블을 뽑아 프로세서 유닛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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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케이블(PS4™ 동봉)

PS4™에서	HDMI	케이블을	뽑아	프로세서	유닛에	
연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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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PlayStation®Camera를 PS4™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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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tation®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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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HDMI 케이블( )을 PS4™와 프로세서 유닛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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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USB 케이블( )을 PS4™와 프로세서 유닛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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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AC 전원 코드와 AC 어댑터( )를 연결한 후 프로세서 유닛에 연결합니다.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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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VR 헤드셋( )을 프로세서 유닛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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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VR의 전원 켜기

1. TV의 전원을 켭니다.

2. PS4™의 文字文字(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3. VR 헤드셋의 文字文字(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VR	헤드셋의	전원이	켜지고	트래킹	라이트(뒷면)에	불이	켜집니다.

4. PS VR을 설정합니다.
화면에	따라	조작하면	TV에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설정	화면에	따라	VR	헤드셋을	착용해	주십시오.

알아두기

PS4™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PS	VR의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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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영역에 대하여

VR 헤드셋은 플레이 영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	VR의	설정	화면에	따라	카메라의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면	VR	모드를	플레이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플레
이	영역	중앙)로	유도됩니다.

알아두기

•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서	1.5	m-2.0	m	위치가	플레이에	가장	적합합니다.

•	플레이	영역의	높이는	카메라에	비치는	범위입니다.

•	VR	모드	중에	플레이	영역	밖으로	나간	경우에는	VR	헤드셋의	화면에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	VR	헤드셋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DUALSHOCK®4	무
선	컨트롤러의	 (PS)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표시되는	빠른	메뉴에서	
[PlayStation	VR	설정하기]	>	[위치	확인하기]를	선택한	후	카메라의	위
치	및	방향을	조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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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영역

 ：카메라에 비치는 범위

약	1.9	m

약	3.0	m

약	0.7	m

약	0.6	m

0	m

PlayStation®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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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헤드셋 벗기

헤드밴드 릴리스 버튼(A)을 누른 상태로 헤드밴드(B)
를 뒤로 당겨서 벗습니다.

알아두기

•	VR	헤드셋을	일정	시간	내버려두면	VR	헤드셋의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
다.

•	VR	헤드셋의	착용	방법은	PS4™의	기능	화면에서	 (설정)	>	[주변기
기]	>	[PlayStation	VR]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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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VR의 전원 끄기

(전원) 버튼(A)을 "삐"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면 VR 
헤드셋의 전원이 꺼지고 트래킹 라이트(B)가 꺼집니다.

알아두기

VR에	대응하지	않는	게임	등	VR	헤드셋을	사용하지	않고	PS4™로	플레이하
시는	경우에도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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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VR 체험을 위하여

• PS VR을 즐기기 위한 최신 정보 및 팁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rd.playstation.com/psvr/zvr2/

• 시네마틱 모드*에서 VR 헤드셋에 표시되는 화면이 움직이거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때 아래를 시도해 주십시오.

	- 컨트롤러의	OPTIONS	버튼을	계속	눌러서	화면의	위치를	리셋해	주십시오.

	- 상태가	지속되면	전원은	켜둔	채로	VR	헤드셋을	벗어	진동이	없는	안정된	곳에	약	10초간	놓아	두어	
주십시오.

*	 PS	VR은	VR	모드에서	360도	3D	비디오와	이미지를	표시하며	논	VR	콘텐츠는	가상	스크린에	시네마틱	
모드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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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PS	VR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	사항	및	손질	방법	등을	설
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읽어	주십시오.

설정 비디오

접속	방법은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QR	코드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rd.playstation.com/psvr/zvr2/

" ",	"PlayStation"	및	"DUALSHOCK"는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
다.
"SONY"와	" "는	Sony	Corporation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The	terms	HDMI	and	HDMI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and	the	HDMI	Logo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HDMI	Licensing	Administrator,	Inc.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디자인	및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게재된	조작	설명은	PS4™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PS	VR의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러스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4-699-634-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