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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음이나 습기가 닿는 장소, 수증기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	불 옆,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 무더운 날의 차량 내부, 발열기구 근처 등 고온인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	천 등으로 감싼 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화재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천둥번개가 치면 본 제품에 손대지 마십시오.

•	본 제품에 전기가 통하는 상태일 때 장시간 접촉하지 마십시오.

•	동봉된 전원 코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과 관리
•	단자부에 다른 금속이 닿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다른 물건을 얹거나 밟거나 깔고 앉지 마십시오.

•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강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불안정한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손질하실 때는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해 주십시오. 시너, 벤젠, 알코올을 사용하거나 

화학처리된 청소용 수건으로 닦지 마십시오.

•	AC 어댑터는 콘센트 가까이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AC 전원 

코드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고 전원을 꺼 주십시오.

주요 사양

입력 AC 100 - 240 V, 50/60 Hz

출력 DC 5 V, 1500 mA (1.5 A)

허용 온도 5 ℃ - 35 ℃

크기(세로×높이×가로) (약) 45 × 22 × 68 mm

무게 (약) 51 g

디자인 및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

본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PlayStation®Vita의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으신 후 사용해 주십시오.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께서 읽어보신 후 안전한 

사용법을 지도해 주십시오.

안전을 위하여
•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작은 부품 등을 잘못해서 삼키거나 케이블을 목에 

감거나 하여 사고나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손질하기 전이나 장기간 본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AC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	젖은 손으로 제품에 손대지 마십시오.

•	변압기나 DC/AC 인버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발열하여 화상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절대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내부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증 규정

고객님께
•	제품 포장의 뒷면에 인쇄된 국내용 보증서를 반드시 보관해 주십시오.

보증 규정
•	보증 기간은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Korea Inc.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에 준합니다.
•	보증 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사용설명서 등의 주의 사항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Korea Inc.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	보증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용이 청구됩니다.

1) 보증서(제품 포장 뒷면에 인쇄)가 없는 경우

2) 보증서에 구입 연월일, 판매점 날인 등이 없는 경우

3) 보증서가 본 제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본 제품의 보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상의 부주의나 당사 제품 및 당사가 인정한 제품 이외의 제품으로 

인한 손상이나 기타 기기로부터 받은 손상

5) 구입 후 이동, 수송, 낙하 또는 액체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서 발생한 고장 

및 손상

6) 화재, 지진, 풍수해, 벼락 등 기타 천재지변이나 공해, 염분에 의한 손상, 

이상 전압 등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7) 일반 가정이 아닌 곳(예를 들어 업무용/상업용/전시용)에서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	소모성 부품은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	본 제품의 보증은 한국에서만 유효합니다.

This warranty is valid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AC 어댑터의 제조년월
AC 어댑터 뒷면 아래 부분에 제조년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 "PlayStation" 및 " "는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SONY"와 " "는 Sony Corporation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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