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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tation®Vita 처음 사용하기

전원 켜기.
처음 전원을 켤 때는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누르고 있습니다. 전원이 켜지면 (전원) 버튼 옆의 
전원 표시등에  초록색 불이 켜집니다.
전원 표시등에  초록색 불이 천천히 깜빡이거나  오렌지색으로 깜빡이는 경우에는 충전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충전하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초기 설정 시작하기.
왼쪽 그림의 화면을 드래그로 벗긴 후 초기 설정을 시작합니다.

터치스크린 조작

드래그

터치한 채로 
움직인다

탭

가볍게 건드린다

플릭

가볍게 
튕긴다

언어, 시간대, 날짜 및 시각 설정하기.
드래그로 스크롤하여 항목을 찾습니다. 
선택한 항목을 탭한 후 [다음]을 탭합니다.
빠르게 스크롤하려면 플릭합니다.

Sony Entertainment Network 계정 등록하기.
계정이 있는 경우
이 설정을 하려면 인터넷에 접속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이 없을 때는 "계정이 없는 경우/나중에 등록할 경우"의 설정을 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이용]을 선택한 후 [다 음]을 탭합니다.

	Wi-Fi 설정 화면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 여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란을 탭하면 키보 드가 표 시되어 문자 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계 후,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권하는 화면이 나오면 초기 설정이 완료된 후 계정을 등록해 
주십시오. [OK] > [나중에 설정하기] > [다음]을 탭한 후 화면에 따라 조작해 주십시오.

Wi-Fi 접속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주변의 액세스 포인트가 검색되어 Wi-Fi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 곳에서 조작해 주십시오. 액세스 포인트와의 접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액세스 포인트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거나 액세스 포인트를 설정한 개인 또는 서비스 
제공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계정이 없는 경우/나중에 등록할 경우

PlayStation™Network를 체험해 보기 위한 설정을 합니다. PlayStation™Network의 기능을 
최대한 즐기시려면 Sony Entertainment Network 계정으로 PlayStation™Network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를 선택한 후 [다 음]을 탭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정해 주십시오.

초기 설정 완료하기.
단계 후에 [OK]를 탭하면 초기 설정이 완료됩니다. 화면에 따라 조작하면 PS Vita의 소개 비디오가 

재생됩니 다.

홈 화면에서 PS Vita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Sony Entertainment Network의 계정 작성하기/등록하기

초기 설정을 완료한 후 (설정) > [시작] > [PlayStation™Network] > [등록]에서 새 계정을 작성하거나 보유중인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PS Vita에는 하나의 계정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정은 PlayStation®4나 PC에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한 계정을 PS Vita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하인 유저가 이용하는 계정(서브 계정)을 작성하는 경우, 먼저 PS4™나 PC에서 보호자의 계정(마스터 계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충전하기

충전하기

왼쪽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충전합니다. 충전중에는 전원 표시등에  오렌지 색 불이 켜집니다. 충전 
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콘센트에

전원 표시등의 불빛으로 PS Vita의 상태 확인하기.

초록색 불 켜짐 전원이 켜져 있음

초록색 불 깜빡임 대기 모드/전원이 꺼지는 중

초록색으로 천천히 깜빡임 배터리 잔량이 적음

오렌지 색 불 켜짐 충전중

(전원) 버튼을 5초 동안 눌렀을 때 전원 표시등이  오렌지 색으로 깜빡이는 경우에는, 배 
터리 잔량이 적어서 PS Vita를 기동할 수 없습니다. 30분 가량 충전하면 기동할 수 있게 됩니 
다.

4-575-208-82(1)안전 가이드

PS Vita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 사항 및 주요 사양, AS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사용자 가이드

(설정)의 LiveArea™에서 (사용자 가이드)를 탭합니다. 각 기능의 사용법 및 설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가이드를 보시려면 인터넷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용자 가이드는 PC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nuals.playstation.net/document/

고객지원 사이트

AS에 관한 안내 및 FAQ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 "PlayStation", 및 "LIVEAREA"는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SONY", 및 "Sony Entertainment Network"는 Sony Corporation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디자인 및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기재된 조작설명 및 화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러스트 및 화면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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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보는 법

PS Vita의 통신 상태

기동 중인 애플리케이션 음성 출력 상태

배터리 잔량

 

 

홈 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탭하면 LiveArea™가 표시됩니다.
게이트를 탭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은 최대 10페이지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LiveArea™  화면 애플리케이션 화면

벗기기
(종료)

PS 버튼
(LiveArea™로 돌아가기)

애플리케이션

게이트

 

인포메이션 바

홈 화면 상단에서 PS Vita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인디케이터
탭하면 메시지 등의 새로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착 정보가 있을 때는 본체 윗면의 전원 
표시등 옆의 알림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천천히 깜빡입니다.

게임 즐기기

PlayStation®Vita 카드 넣기.
PS Vita 규격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PS Vita 카드를 넣으면 홈 화면에 게임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게임 기동하기.
게임 아이콘을 탭하면 게임의 LiveArea™가 표시됩니다.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으면 LiveArea™에 
게임의 최신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PlayStation®Vita 카드 슬롯

탭 탭

플릭

들어 있는 PS Vita 카드

 

게임 플레이 시작하기.
LiveArea™의 [시작]을 탭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저장하기

저장 방법은 게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임의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메모리 카드 및 PS Vita 카드에 저장된 저장 데이터를 다른 PS Vita에서 사용하면 트로피를 획득할 수 
없게 되거나 게임을 저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 데이터 및 트로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게임 종료하기.

 (PS) 버튼을 눌러 LiveArea™로 돌아간 후 화면을 벗겨서 종료합니다.

PS Vita 카드 넣기/꺼내기

PS Vita 카드 
슬롯 커버

PS Vita 카드 (앞면)

PS Vita 카드 액세스 
표시등

PS Vita 카드 슬롯 커버를 위로 열고 PS Vita 카드를 넣습니다.
꺼낼 때는 PS Vita 카드를 눌러서 꺼냅니다.
액세스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을 때는 PS Vita 카드를 꺼내지 마십시오.

PlayStation®Store에서 게임 및 콘텐츠 다운로드(구매)하기

최신 체험판을 비롯, PlayStation®Store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게임이나, 보유하고 있는 게임의 
즐거움을 한층 넓혀줄 추가 아이템, 구매/대여 가능한 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용하시려면 Sony Entertainment Network의 계정 및 인터넷 접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운로드할 콘텐츠에 따라서는 메모리 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사용하기
뒷면

메모리 카드 슬롯 
커버

메모리 카드 
(앞면) 

PS Vita는 내장 메모리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메모리 카드를 필요로 하는 게임 및 애플리케이션을 
즉시 즐길 수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 카드의 용량이 다 찬 경우에는 별매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새 메모리 카드를 구매하신 경우 아래의 순서로 내장 메모리 카드의 데이터를 메모리 카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S Vita의 전원을 끈 상태로 메모리 카드 넣기 
전원이 켜져 있을 때 꺼내면 데이터가 손 상될 수 있습니다.

	PS Vita의 전원을 켠 후 화면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이동하기

  메모리 카드를 넣으면 데이터의 저장 위치가 메모리 카드로 바뀝니다.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을 때는 내장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원 표시등

알림 표시등

전원 끄기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한 채로 화면 끄기(대기 모드)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전원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깜빡인 후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대기 모드를 해제하려면 (전원) 버튼 또는 (PS) 버튼을 누릅니다.

전원을 완전히 끄기

(전원) 버튼을 2초간 누른 후 표시되는 화면에서 [전원 끄기]를 탭합니다.
다음에 전원을 켤 때는 (전원)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