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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et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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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 the base.
Always attach the base to the console, whether it's in the
vertical or horizontal position.
Place your console on a flat surface when attaching the
base.

1 Place the console with the rear side facing up, and

then remove the screw hole cap.

You'll need to reconfigure the base for the position
of your console. Rotate the top and bottom part of
the base in opposite directions. Keep rotating until
you hear a "click".

2 Attach the screw hole cap to the bottom of the base.
3 Remove the screw from the bottom of the base.

For the vertical position

Bottom of
base

With the base attached

Make sure the hook is in the position
as illustrated below before attaching
the base to the console.
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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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Attach the base, and then secure with a screw. Use a

coin or similarly shaped object to tighten the screw.

Let's get started

2

For the horizontal position
Make sure the hook is in the position
as illustrated below before attaching
the base to the console.
With the base attached

Hook

Connect the HDMI cable and the AC
power 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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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the included cables.
Make all connections before plugging the AC power cord
into an electrical outlet.
Rear view
HDMI OUT port

HDMI IN port

1 Place the console with the rear side facing up. Align

the base with the marked area on the console, and
press the base in firmly.

HDMI™ cable

To an electrical outlet
AC IN
connector

AC power 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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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the LAN cable.
For a wired connection to the internet, use a LAN cable
(not included).
If you're going to use Wi-Fi®, don't connect a LAN cable
and skip to the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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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on your PlayStation®5 console by
pressing the (power) button.
The power indicator blinks blue, and then turns white.
Front view

Rear view
Power indicator

LAN port
(power)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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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urn on your TV and set the input
to HDMI.

If you leave the console idle for 60 seconds after you turn it on,
the screen reader feature turns on. You can listen to on-screen
text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read aloud to help you
accomplish what you want to do.
Screen reader is only available in certain languages.

Let's get started

6

Connect your wireless controller to your
console using a USB cable, and then
(PS) button.
press the
To pair your controller, connect it with a USB cable to
the USB port on your console. When you press the
(PS) button, the controller tur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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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it y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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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 almost done! Follow the on-screen instructions to
• Set up your console
Select your language, configure your internet connection
settings, and manage your power save settings.
Select Optimized Experience in Power Options for Rest Mode
to charge your controller during rest mode or to enable your
update files to install automatically (page 12).

Front view

USB port

USB Type-A port

USB cable

• Set up your account
Create a new account or sign in with an existing
account, such as one you created on a PlayStation®4
console. See also "For PS4 users" (page 6).
• Download your content
Download purchased PS5™ games and media apps. If
you have a PS4™ console, you can transfer the data to
your PS5 console.

(PS) button

You'll know that setup is complete when Welcome to
PlayStation 5 appears on your screen.
Will a child be using your PS5 console? See also "Parental
controls" (page 6).
• The setup options that you see are tailored to your needs,
based on information such as your network environment and
the account that you're signed into.
• You can go back and change any of your settings by selecting
Settings from the home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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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S4 users

Parental controls

Play some PS4 games on your PS5 console

You can manage settings for children who use your PS5
console. Parental controls let you set restrictions on the
games children can play, when and how long they play, who
they communicate with, and more.

Enjoy supported PS4 games* on your PS5 console.
* Some functionalities available on the PS4 console may be absent
when played on the PS5 console. You must update to the latest system
software version. Internet connection required.

Transfer data from a PS4 console to your
PS5 console
Connect your PS4 console and
PS5 console to the same network
to transfer data such as game
save data, user information, and
downloaded content.
If you have a USB drive that you've
been using as extended storage for
your PS4 console, you can continue
using it by simply connecting it to
your PS5 console.

Use the same account you
created on a PS4 console
There's no need to create a new
account for your PS5 console. Just
sign in with your existing account
and your game history, trophies,
profile, and any exchanges you've
had with friends will transfer to your
PS5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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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adult ( ) and child ( ) will need their own separate
accounts. When you create an account for a child, it's
automatically linked to your account, creating a family. You
can set parental controls only for children in your family.
You can use an existing account, such as one you created on a PS4
console, for your PS5 console. Your family and parental control settings
will carry over to your PS5 console.

Parental controls

Create an account for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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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create a child account and set parental controls at
the same time.
(PS) button to open the control center. Select
Press the
your avatar, then select Switch User. From the user selection
screen, select Add User to create an account.

Review and change your parental control settings
We recommend that you check the child's parental controls
regularly. You can review or update them by selecting
Settings > Family and Parental Controls from the home
screen.

Game rating icons
Each game comes with a game rating icon that helps you
determine whether it's age-appropriate for the child.
Singapore
Player's Age

16 and above

18 and above

Game Age Rating

Find out more about parental control features and setup in the User's
Guide (pag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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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on the screen
Home screen
From the home screen, you can go to two types of content: games or media.
In the games home, you'll find your games, PlayStation™Store, and other game-related apps.
In the media home, you'll find music, video, and other non-game related apps.

Switch home screens
Switch between games and media.

Change your settings, and edit your profile.

Hub
Learn more about the game or app you
selected, and find related information.

• On the PS5 console, the

button confirms selected items.

• To return to the home screen while your game or app is running, select Home
the control center, or press and hold the
(PS) button on your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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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What's on the screen

Contro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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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the
(PS) button to open the control center.
You can access a variety of features without leaving your game or app.

Cards
Cards show you features and activities related
to your games and apps that are available
depending on what you're doing at that
moment. Select a card to learn more, or jump
to the next card.

Controls
Select Home to return to your home screen,
and Power to turn off your PS5 console.
Perform other basic functions here, too.
Get quick access to the functions and settings
you use most during game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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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play

Use your controller

You can play a game that you downloaded from
PlayStation Store .
You'll get a notification when the game is downloaded and
ready to play.
Select the game from your games home.

Charge your controller

To purchase and download games, you'll need to connect your
console to the internet and sign in to your account.

With your PS5 console turned on or in rest mode, use a USB
cable to connect your controller to the console. When your
console is in rest mode, the light bar on your controller slowly
blinks orange. After charging is complete, the light bar turns
off.
To charge your controller while your console is in rest mode, go to
Settings
> System > Power Saving > Features Available in Rest
Mode > Supply Power to USB Ports, and select an option other than
Off.

Mute your microphone
Each time you press the mute button, your mic switches
between muted (button lit) and unmuted (button off).
Press and hold the mute button to mute your mic and to
turn off sound output from the speakers on your controller
and TV. Press the mute button again to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Mute button
Lit
: Mic is muted
Off
: Mic is unmuted
Blinking :	Mic and sound output are
muted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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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your controller

Use multiple contro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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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use up to 4 controllers at once. Press the
(PS)
button to assign numbers to your controllers. The player
indicator lights turn on accordingly. Numbers are assigned
in order from 1, and you can determine your controller's
number by the number of lights that turn on.
Light bar
Player indicator

(PS) button

• You'll need to pair your controller when you use it for the first time
(page 5).
• When you play a PS4 game, your controller's light bar glows
blue, red, green, or pink based on the order that the controller is
connected. This is separate from the player indicator.

Turn on your PS5 console with a controller
Press the
(PS) button on a controller that has finished
pairing to turn on your PS5 console.

11

Shutting down
Caution
Disconnect the AC power cord from the electrical outlet only when
the power indicator is off. If you disconnect it while the power
indicator is on solidly or blinking, data might be lost or become
corrupted, and you might damage your console.

Put your console in rest mode
In rest mode, your console stays on, but at a lower power
consumption. You can do things like charge your controller,
automatically update your system software, and keep your
game or app suspended in rest mode.
For some features, you'll need to enable their settings to use them.
Go to Settings
> System > Power Saving > Features Available in
Rest Mode.

Select Power from the control center, and then select
Enter Rest Mode. The power indicator blinks white, and then
(PS) button.
turns orange. To exit rest mode, press the

Turn off your console completely
Select Power from the control center, and then select
Turn Off PS5. The power indicator blinks white, and then the
console turns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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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dicator
White

Console is on.

Orange

Console is in rest mode.

Off

Console is off.

Further information
Safety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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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how to use your PS5 console safely with the supplied
Safety Guide. This printed manual also contains product
warranty terms and information about specifications. Be sure
to read it before using your console.

User's Guide
Find out about everything your PS5 console can do. Learn
how to configure settings and how to use each function.
From your PS5 console's home screen, go to Settings >
User's Guide, Health & Safety, and Other Information >
User's Guide.

Customer Support Website
Find online support information such as step by step
troubleshooting and frequently asked questions by visiting
playstation.com/help.

" ", "PlayStation", "
", "PS5" and "PS4"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
"SONY" and "
"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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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Wi-Fi Alliance®.
Design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Information about system functionality and images published in this document may vary
from those for your console, depending on the system software version in use. Also, the
illustrations and screen images used in this guide may vary from the actu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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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即開始

1

裝設底座。
請一律將底座裝設至主機，無論是直立位置還是水平位置。
裝設底座時，請將主機放在平坦表面上。

1 以背面朝上的方向放置主機，接著取下螺絲孔蓋帽。

您需要針對主機的位置重新設定底座。以相反方向旋
轉底座的頂部與底部部分。持續旋轉直至聽到「卡
嗒」一聲為止。

2 將螺絲孔蓋帽裝設至底座的底部。

直立位置

3 從底座的底部卸下螺絲。

裝好底座的狀態

底座的底部

將底座裝設至主機之前，請確保掛鉤
處於下圖所示的位置。
掛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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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裝設底座，接著用螺絲固定。使用硬幣或類似形狀的物體來旋

緊螺絲。

立即開始

2

水平位置

請使用隨附的連接線。
完成所有連接後，再將交流電源線的插頭插上電源插座。
將底座裝設至主機之前，請確保掛鉤
處於下圖所示的位置。

裝好底座的狀態

連接HDMI連接線與交流電源線。

掛鉤

CT

背面
HDMI OUT連接埠

1 以背面朝上的方向放置主機。將底座對準主機上的標記區域，牢固

HDMI IN連接埠

HDMI™連接線

地嵌入底座。
至電源插座
AC IN端子

交流電源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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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即開始

3

5

連接LAN連接線。
要以有線與網際網路連線時，請使用LAN連接線（未隨附）。
若希望使用Wi-Fi®，請勿連接LAN連接線，直接跳至下一步。
背面

按下PlayStation®5主機的
動電源。

（電源）按鈕以啟

電源指示燈閃爍藍色後會亮白色。
正面

電源指示燈

LAN連接埠

（電源）按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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啟動電視機的電源，將影像輸入切換為
HDMI。

若主機在電源啟動後處於閒置狀態60秒，則螢幕助讀程式將開啟。
畫面上文字及其他重要資訊將被大聲念出，以協助您完成想要執行
的動作。
螢幕助讀程式僅支援特定語言。

立即開始

6

使用USB連接線連接無線控制器與主機後，按
下 （PS）按鈕。
若要為控制器進行配置，請使用USB連接線將其與主機上的
USB連接埠連接。按下 （PS）按鈕時，會啟動控制器的電
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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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需要調整設定。
設定步驟就快完成了！請跟隨畫面指示進行設定。
•• 設定主機
選擇您的語言、設定網際網路連線以及管理省電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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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待命模式下的電源選項］中選擇［最佳體驗］，可在待命模
式期間為控制器充電或自動安裝更新檔案（第24頁）。

正面

USB連接埠

USB Type-A連接埠

•• 設定帳戶
建立新帳戶或以現有帳戶登入，例如使用您在PlayStation®4
主機上建立的帳戶。另請參閱「PS4使用者」（第18頁）。
•• 下載內容
下載已購買的PS5™遊戲與媒體應用程式。若您擁有PS4™主
機，可以將資料傳送到PS5主機。

USB連接線

（PS）按鈕

當畫面上顯示［歡迎使用PlayStation 5］時，即表示設定已經
完成。
會有小孩使用這台PS5主機嗎？另請參閱「家長監控」（第18
頁）。
•• 根據您使用的網路環境及登入帳戶等資訊，會針對您的需求調整
設定選項。
•• 您可以返回並從主頁畫面選擇

［設定］來變更任何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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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4使用者

家長監控

在PS5主機上遊玩某些PS4遊戲

您可以為使用PS5主機的小孩管理設定。家長監控可以限制小孩可
遊玩的遊戲、設定他們可遊玩的時間與時長、可以與誰互通訊息等
等。

在PS5主機上暢玩支援的PS4遊戲*。
* 部分遊戲機能僅可在PS4主機上使用，可能不適用於PS5主機。系統軟件必
須更新至最新版本。需要網際網路連線。

將資料從PS4主機傳送到PS5主機
將PS4主機與PS5主機連線至相同網路，
可傳送遊戲保存資料、使用者資訊及下
載內容等資料。
若您的PS4主機有使用USB硬碟做為擴充
儲存空間，可以直接將其連接到PS5主機
以繼續使用。

使用在PS4主機上建立的相同帳戶
您不必為PS5主機建立新帳戶。只需登
入現有帳戶，即可將遊戲歷史記錄、獎
盃、個人資料以及與好友之間的所有交
換訊息傳送到PS5主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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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位成人（ ）與小孩（ ）都必須擁有自己的個人帳戶。當您為
小孩建立帳戶時，該帳戶會自動連結至您的帳戶，以建立家庭。您
只能為自己家庭的小孩設定家長監控。
您可以使用現有帳戶登入PS5主機，例如在PS4主機上建立的帳戶。PS5
主機會原樣保留家庭及家長監控設定。

家長監控

為小孩建立帳戶
您可以同時建立小孩帳戶並設定家長監控。
按下 （PS）按鈕開啟控制中心。選擇個人造型，接著選擇［切
換使用者］。從使用者選擇畫面選擇［新增使用者］以建立帳戶。

CT

檢視並變更家長監控設定
建議您定期檢查小孩的家長監控。您可以從主頁畫面選擇
定］＞［家庭及家長監控］來檢視或更新設定。

［設

遊戲分級圖示
每款遊戲都帶有遊戲分級圖示，以便您確定該款遊戲是否適合您小
孩的年齡。
對象年齡

0歲以上

6歲以上

12歲以上

15歲以上

18歲以上

遊戲分級

關於家長監控機能與設定的進一步資訊，請參閱用戶指南（第2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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畫面瀏覽
主頁畫面
在主頁畫面可以前往兩種內容：遊戲或媒體。
您可在遊戲主頁找到遊戲、PlayStation™Store及其他遊戲相關應用程式。
可在媒體主頁找到音樂、影片及其他非遊戲相關應用程式。

切換主頁畫面
來回切換遊戲與媒體。

變更設定、編輯您的個人資料。

內容中心
進一步了解所選遊戲或應用程式的詳情，並尋找相
關資訊。

•• 在PS5主機上，

按鈕用於確認選擇的項目。

•• 若要在遊戲或應用程式正在執行的同時返回主頁畫面，請從控制中心選擇
或按住控制器上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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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按鈕不放。

［主頁］，

畫面瀏覽

控制中心
按下 （PS）按鈕開啟控制中心。
可在不離開遊戲或應用程式的情況下存取各種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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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頁卡
根據您當時執行的動作而定，分頁卡會顯示與遊戲
及應用程式相關的可用機能與活動。選擇分頁卡了
解詳情，或跳轉至下一個分頁卡。

控制項
選擇 ［主頁］可返回主頁畫面，選擇 ［電源］
可關閉PS5主機的電源。亦可在這裡執行其他基本
功能。
可以在遊玩過程中快速存取您最常使用的功能與設
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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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們來玩吧

使用您的控制器

您可以遊玩您在 ［PlayStation Store］下載的遊戲。
當遊戲下載完成並可以開始遊玩時，您會收到通知。
從遊戲主頁選擇遊戲。

為控制器充電

若要購買及下載遊戲，需要將主機與網際網路連線並登入您的帳戶。

在PS5主機電源啟動的狀態或處於待命模式時，使用USB連接線連接
控制器與主機。主機處於待命模式時，控制器的光條會緩慢閃爍橘
色。充電完成後，光條會熄燈。
若要在主機處於待命模式時為控制器充電，請進入 ［設定］＞［主
機］＞［省電］＞［待命模式中的機能］＞［為USB連接埠供電］，選
擇為［關］以外的選項。

將麥克風設為靜音
每按一次靜音按鈕，麥克風會切換為靜音（按鈕亮燈）或解除靜音
（按鈕熄燈）。
按住靜音按鈕不放可將麥克風靜音，並且關閉控制器的喇叭與電視
機的聲音輸出。再次按下靜音按鈕返回原始狀態。
靜音按鈕
亮燈：麥克風靜音
熄燈：麥克風解除靜音
閃爍：麥克風和聲音輸出靜音
麥克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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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您的控制器

使用多台控制器
您最多可同時使用4台控制器。按下 （PS）按鈕，可為控制器分
配編號。玩者指示燈會隨之亮燈。編號從1開始依序分配，您可以
依照亮燈數量來確定控制器編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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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條
玩者指示燈

（PS）按鈕

•• 第一次使用控制器時，需先為控制器進行配置（第17頁）。
•• 遊玩PS4遊戲時，控制器的光條會依控制器連接的先後順序，亮藍
色、紅色、綠色或粉紅色的燈。這與玩者指示燈有所不同。

使用控制器啟動PS5主機電源
按下已完成配置之控制器的
源。

（PS）按鈕，即可啟動PS5主機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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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閉電源
電源指示燈

注意
請在電源指示燈熄滅後，再拔除交流電源線的插頭。在電源指示燈亮
燈或閃爍時拔除交流電源線，可能會導致資料毀損、消失，以及主機
故障。

讓主機處於待命模式
處於待命模式時，主機會保持開啟但耗電量降低。您可以執行主機
處於待命模式時為控制器充電、自動更新系統軟件、使遊戲或應用
程式暫停等動作。
某些機能必須啟用其設定後才能使用。進入
［省電］＞［待命模式中的機能］。

［設定］＞［主機］＞

在控制中心選擇 ［電源］，接著選擇［進入待命模式］。電
源指示燈在閃爍白色後會亮橘色。若要解除待命模式，請按下
（PS）按鈕。

完全關閉主機電源
在控制中心選擇 ［電源］，接著選擇［關閉PS5的電源］。電源
指示燈閃爍白色後，主機的電源便會關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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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色

主機已啟動。

橘色

主機處於待命模式。

熄燈

主機已關閉。

更多資訊
安全指南
隨附的安全指南包含安全使用PS5主機的方法。本印刷說明書同時
包含產品保固（適用於台灣）／保用（適用於香港）條款及規格相
關資訊。使用本主機前，請先詳細閱讀安全指南。

CT

用戶指南
可在這裡找到PS5主機所有機能的說明，了解如何進行設定，以及
如何使用每項機能。
從PS5主機的主頁畫面，進入 ［設定］＞［用戶指南、健康與安
全警告以及其他資訊］＞［用戶指南］。

客戶服務中心網站
請參閱playstation.com/help，尋找例如逐步故障排除與常見問題等
線上支援資訊。

" "、"PlayStation"、"
"、"PS5"和"PS4"為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之註冊商標
或商標。
"SONY"和"
"為Sony Corporation之註冊商標或商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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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為Wi-Fi Alliance®之註冊商標。
本公司保留在沒有事先通知情況下，變更設計或規格之權利。
本文書中介紹的系統機能與圖像可能因使用之系統軟件的版本先後，而與您持有之主機不同。
此外本指南使用的插圖和畫面圖片可能會與實際商品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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让我们立即开始吧

1

安装底座。
无论主机处于何种位置（垂直或水平放置），都请务必安装底
座。
安装底座时，请将主机置于平坦的表面。

1 将主机的背面朝上放置，然后取下螺钉孔盖帽。

当您需要根据主机的位置重新配置底座时，请以相反
方向旋转底座的顶部和底部。当听到“咔哒”声时停止
旋转。

2 将螺钉孔盖帽安装到底座的底部。
3 从底座的底部取下螺钉。

垂直放置时

底座底部

已安装底座时

将底座安装到主机之前，请确保挂钩
位于如下所示的位置。
挂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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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安装底座，然后使用螺钉固定。使用硬币或类似形状的物件拧

紧螺钉。

让我们立即开始吧

2

水平放置时

请使用随附的连接线。
在将交流电源线插入电源插座之前，请先连接好所有线缆。
将底座安装到主机之前，请确保挂钩
位于如下所示的位置。

已安装底座时

连接HDMI连接线和交流电源线。

挂钩

CS

背面
HDMI OUT端口

1 将主机的背面朝上放置。将底座与主机上的标记区域对齐，然后用

HDMI IN端口

HDMI™连接线

力压紧底座。
至电源插座
AC IN接口

交流电源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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让我们立即开始吧

3

5

连接LAN连接线。
使用有线连接连接到互联网时，请使用LAN连接线（未随
附）。
如果要使用Wi-Fi®，则请勿连接LAN连接线并跳至下一步骤。

按下PlayStation®5主机的
电源。

（电源）键以启动

电源指示灯闪烁蓝色后会亮白色。
正面

背面

电源指示灯

LAN端口

（电源）键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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启动电视的电源，将视频输入切换至HDMI。

如果开启主机后，主机闲置时间超过60秒，则会启动屏幕阅读器功
能。您可以聆听被大声读出的屏幕上的文字和其他重要信息，以帮
助您完成所需的操作。
屏幕阅读器仅支持某些特定语言。

让我们立即开始吧

6

使用USB连接线将无线控制器连接到主机，然
后按下 （PS）键。
若要配对控制器，请使用USB连接线将其连接到主机的USB端
口。按下 （PS）键时，控制器将打开。
正面

7

按需要调整设定。
设定步骤马上就要完成了！请遵循画面指示
•• 设定主机
选择您的语言、配置互联网连接设定，以及管理省电设定。

CS

选择[适用待机模式的电源选项]中的[最佳体验]可在待机模式为控
制器充电，或自动安装更新文件（第36页）。
USB端口

USB Type-A端口

USB连接线

•• 设定账号
创建新账号或登录已有账号（例如，在PlayStation®4主机上
创建的账号）。另请参阅“适用于PS4用户”（第30页）。
•• 下载内容
下载已购买的PS5™游戏和媒体应用程序。如果您拥有PS4™
主机，则可以将数据传输到PS5主机。

（PS）键

当画面上出现[欢迎使用PlayStation 5]时，则表示设定完成。
会有儿童使用这台PS5主机吗？另请参阅“家长控制”（第30
页）。
•• 您所看到的设定选项是根据您的网络环境和所登录的账号等信息
为您量身定制的。
•• 您可以通过在主屏幕上选择

[设定]随时变更设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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适用于PS4用户

家长控制

在PS5主机上游玩部分PS4游戏

您可以管理要使用您PS5主机的儿童的设定。家长控制功能允许您
对儿童可以游玩的游戏、游玩的时间和时长、通信对象等内容进行
限制。

您可以在PS5主机上游玩兼容的PS4游戏*。
* 有些PS4主机的特性可能在PS5主机上游玩时不能体验。您必须更新到最新
的系统软件版本。需要网络连接环境支持。

将数据从PS4主机传输到PS5主机
将PS4主机和PS5主机连接到同一网络，
可传输如游戏已保存的数据、用户信息
和已下载内容等数据。
如果您曾将USB盘用作PS4主机的扩展存
储，则只需将其直接连接到PS5主机上便
可继续使用。

使用已在PS4主机上创建的同一账号
无需为PS5主机创建新的账号。您只需
登录已有账号，您的游戏历史记录、奖
杯、简介以及与朋友互发的信息都将传
输到您的PS5主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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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个成年人（ ）和儿童（ ）将分别具有独立的账号。当为儿童
创建账号时，它会自动链接到您的账号，从而创建一个家庭。您只
能为您家庭内的儿童设定家长控制。
您可以在PS5主机上使用已有账号（例如在PS4主机上创建的账号）。您
的家庭和家长控制设定将转移到您的PS5主机。

家长控制

为儿童创建账号
您可以在创建儿童账号的同时设定家长控制。
按下 （PS）键打开控制中心。选择您的虚拟形象，然后选择[切
换用户]。在用户选择画面上，选择[添加用户]以创建账号。
CS

检查和变更您的家长控制设定
建议您定期检查儿童的家长控制。在主屏幕上，通过选择
定]>[家庭和家长控制]可以检查或更新设定。

[设

游戏分级图标
每个游戏都带有一个游戏分级图标，可帮助您确定儿童是否符合游
戏的游玩年龄。
新加坡
对象年龄

16岁及以上

18岁及以上

游戏分级

有关家长控制功能及设定的详情，请参阅用户指南（第3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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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何使用画面
主屏幕
在主屏幕上，您可以访问两种类型的内容：游戏或媒体。
在游戏主屏幕上，您可以找到您的游戏、PlayStation™Store，以及其他游戏相关的应用程序。
在媒体主屏幕上，您可以找到音乐、视频和其他非游戏相关的应用程序。

切换主屏幕
在游戏和媒体间切换

变更设定，以及编辑您的简介。

中心
了解有关所选游戏或应用程序的详情，以及查找相
关的信息。

•• 在PS5主机上，

键用于确定选择的项目。

•• 若要在游戏或应用程序正在运行时返回主屏幕，请从控制中心选择
控制器上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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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键。

[主屏幕]，或按住

如何使用画面

控制中心
按下 （PS）键打开控制中心。
您无需离开游戏或应用程序便可访问各种功能。

功能卡

CS

功能卡会为您显示与游戏及应用程序相关的功能和
活动，具体可用内容取决于当时您所执行的操作。
选择功能卡可了解更多信息，或跳转至下一张功能
卡。

控制按钮
选择 [主屏幕]可返回主屏幕，选择 [电源]则可
以关闭PS5主机。还可以在此处执行其他基本操作。
在游戏游玩期间可快速访问常用的功能和设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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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起游玩吧

使用您的控制器

您可以游玩从 [PlayStation Store]下载的游戏。
当游戏下载完成并准备好可供游玩时，您将收到最新资讯。
从您的游戏主屏幕选择游戏。

为控制器充电

若要购买和下载游戏，需要将主机连接到互联网并登录您的账号。

在PS5主机处于开机状态或处于待机模式时，使用USB连接线将控制
器连接到主机。当主机处于待机模式时，控制器上的光条会缓慢闪
烁橙色。充电完成后，光条将熄灭。
若要在主机处于待机模式时为控制器充电，请前往 [设定]>[主机]>[省
电]>[待机模式中可使用的功能]>[向USB端口供电]，然后选择除[关]外的
其他选项。

将麦克风设为静音
每次按下静音键时，麦克风会在静音（键点亮）和静音解除（键熄
灭）间切换。
长按静音键可将麦克风静音，并且关闭控制器扬声器和电视的声音
输出，再次按下静音键将返回之前状态。
静音键
点亮：麦克风静音
熄灭：麦克风静音解除
闪烁：麦克风静音和声音输出关闭
麦克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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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您的控制器

使用多个控制器
一次最多可使用4个控制器。按下 （PS）键可为控制器分配编
号。玩家指示灯也会相应点亮。编号将从1开始分配，您也可以根
据点亮的指示灯数确定控制器的编号。
CS
光条
玩家指示灯

（PS）键

•• 初次使用控制器时，需要进行配对（第29页）。
•• 游玩PS4游戏时，根据控制器的连接顺序，控制器的光条会亮蓝色、
红色、绿色或粉色。其独立于玩家指示灯显示。

使用控制器打开PS5主机
按下已完成配对的控制器上的

（PS）键可打开PS5主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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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闭电源
电源指示灯

注意
请在电源指示灯熄灭后，再拔除交流电源线的插头。在电源指示灯亮灯
或闪烁时拔除交流电源线，可能会造成数据损坏、丢失或主机故障。

让主机处于待机模式
在待机模式下，主机保持开机状态，但耗电量降低。您可以在待机
模式下执行如为控制器充电、自动更新系统软件，以及暂停游戏或
应用程序等操作。
某些功能必须启用其设定后才能使用。前往
[待机模式中可使用的功能]。

[设定]>[主机]>[省电]>

从控制中心选择 [电源]，然后选择[进入待机模式]。电源指示
灯在闪烁白色后亮起橙色。若要解除待机模式，请按下 （PS）
键。

完全关闭主机
从控制中心选择
色后主机关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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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电源]，然后选择[关闭PS5]。电源指示灯闪烁白

白色

主机已启动。

橙色

主机处于待机模式。

熄灯

主机已关闭。

更多信息
安全指南
使用随附的安全指南可了解如何安全使用PS5主机。该印刷版说明
书还包含产品保修条款和规格信息。使用本主机前，请先详细阅读
安全指南。
CS

用户指南
可在这里找到PS5主机所有功能的说明。了解如何进行设定，以及
如何使用每项功能。
从PS5主机的主屏幕，前往 [设定]>[用户指南、健康与安全以及
其他信息]>[用户指南]。

客户服务中心网站
通过访问playstation.com/help可查找在线支持信息，如逐步故障排
除和常见问题解答。

“ ”、“PlayStation”、“
”、“PS5”和“PS4”为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的注册
商标或商标。
“SONY”和“
”为Sony Corporation的注册商标或商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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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为Wi-Fi Alliance®的注册商标。
本公司保留在没有事先通知的情况下，变更设计或规格的权利。
本指南中介绍的系统功能与图片可能因使用的系统软件的版本先后不同，而与您持有的主机不
同。此外本指南使用的插图和画面图片可能会与实际商品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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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용하기

1

받침대를 부착합니다.
수직 또는 수평 방향 위치에 관계 없이 항상 받침대를 콘솔에 부착해 주
십시오.
받침대 부착 시 콘솔을 편평한 바닥에 두십시오.

1 뒷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콘솔을 위치시킨 다음 스크루 구멍 캡을 제

거합니다.

콘솔 위치 조정을 위해 받침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받침대의
상단 및 하단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십시오.

2 스크루 구멍 캡을 받침대 하단에 부착합니다.

수직 위치의 경우

3 받침대 하단에서 스크루를 제거합니다.

받침대가 부착된 상태

받침대 하단

받침대를 콘솔에 부착하기 전에 아래 그림
에 표시된 것처럼 후크가 제자리에 위치했는
지 확인합니다.
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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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받침대를 부착한 다음 스크루로 고정합니다. 동전 또는 유사 물체를 사

용하여 스크루를 조입니다.

처음 사용하기

2
수평 위치의 경우

HDMI 케이블과 AC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동봉된 케이블을 사용해 주십시오.
모든 부분을 연결한 후 AC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연결해 주십시오.

받침대를 콘솔에 부착하기 전에 아래 그림
에 표시된 것처럼 후크가 제자리에 위치했
는지 확인합니다.
받침대가 부착된 상태

후크

뒷면
HDMI OUT 포트

HDMI IN 단자

KR

HDMI™ 케이블

1 뒷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콘솔을 위치시킵니다. 받침대를 콘솔에 표시된

부위와 정렬하고 받침대를 단단히 누릅니다.
콘센트에 연결
AC IN 커넥터

AC 전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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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용하기

3

5

LAN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인터넷에 유선 연결하는 경우 LAN 케이블(별매)을 사용해 주십시오.
Wi-Fi®를 사용하는 경우 LAN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건너뜁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PlayStation®5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켜진 다음 흰색으로 켜집니다.
앞면

뒷면
전원 표시등

LAN 포트
(전원) 버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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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켜고 입력을 HDMI로 설정합니다.

콘솔을 켠 후 60초 동안 그대로 둘 경우 스크린 리더가 켜집니다. 화면상의
텍스트 및 기타 정보를 소리 내어 읽어주는 것을 듣고 원하는 조작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 리더는 일부 언어에서만 가능합니다.

처음 사용하기

6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무선 컨트롤러를 콘솔에
연결한 다음 (PS) 버튼을 누릅니다.
컨트롤러를 페어링하기 위해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콘솔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PS)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가 켜집니다.

7

초기 설정을 합니다.
인터넷 접속 및 날짜/시각 설정 등을 합니다. 화면에 따라 설정합니다.
•• 콘솔 설정
언어를 선택하고, 인터넷 접속 설정을 구성한 후 절전 모드 설정을 관
리합니다.

앞면

USB 포트

USB Type-A 포트

대기 모드 동안 컨트롤러를 충전하거나 업데이트 파일을 자동으로
설치하려면 [대기 모드의 전원 옵션]에서 [최적화된 체험]을
선택합니다(48페이지).

KR

•• 계정 설정
새 계정을 만들거나 PlayStation®4에서 만든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해 주십시오. "PS4 유저의 경우"를 참조해 주십시오(42페이지).

USB 케이블

(PS) 버튼

•• 콘텐츠 다운로드
구매한 PS5™ 게임 및 미디어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PS4™를 사용
하는 경우 데이터를 PS5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PlayStation 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가 화면에 나타나면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PS5를 자녀분이 사용하나요? 그렇다면 "자녀보호 기능"을 확인해 주
십시오(42페이지).
•• 표시되는 설정 옵션은 네트워크 환경 및 로그인한 계정과 같은 정보를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맞춤 구성됩니다.
•• 홈 화면에서

[설정]을 선택하면 언제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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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4 유저의 경우

자녀보호 기능

PS5에서 일부 PS4 게임 플레이하기

PS5를 사용하는 자녀에 대한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보호 기능을
통해 자녀가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플레이 시간, 커뮤니케이션하는 상대방
등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PS5에서 지원되는 PS4 게임*을 즐기세요.
* PS5에서 플레이할 때, PS4에서 가능한 일부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속이
필요합니다.

PS4에서 PS5로 데이터 이전하기
PS4 및 PS5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게임 저장 데이터, 유저 정보 및 다운로드한
콘텐츠와 같은 데이터를 이전합니다.
PS4용 확장 스토리지로 사용 중인 USB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 간단히 PS5에
연결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4에서 만든 동일한 계정 사용하기
PS5를 위해 새로운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게임
이력, 트로피, 프로필 및 친구들과 교환했던
내용이 PS5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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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과 자녀( )는 각각 계정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가
사용하는 계정을 만드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계정에 연결되어 패밀리를
구성합니다. 패밀리에 속해있는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PS4에서 만든 기존 계정을 PS5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및 자녀보호
기능 설정이 PS5로 이전됩니다.

자녀보호 기능

자녀 계정 만들기
자녀 계정을 만들고 동시에 자녀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센터를 열려면 (PS) 버튼을 누릅니다. 아바타를 선택한 다음
[유저 전환하기]를 선택합니다. 유저 선택 화면에서 [유저 추가하기]를
선택하여 계정을 만듭니다.
KR

자녀보호 기능 설정 검토 및 변경하기
자녀의 자녀보호 기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 화면에서
[설정]> [패밀리 및 자녀보호 기능]을 선택하면 검토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게임 별점주기 아이콘
각 게임마다 자녀 나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임
별점주기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유저연령

6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

게임연령등급

사용자 가이드에서 자녀보호 기능 및 설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십시오(4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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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내용
홈 화면
홈 화면에서 게임 또는 미디어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의 콘텐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임 홈에서 게임, PlayStation™Store 및 기타 게임 관련 앱을 제공합니다.
미디어 홈에서는 음악, 비디오 및 게임과 관련이 없는 앱을 제공합니다.

홈 화면 전환
게임과 미디어를 전환합니다.

설정을 변경하고 프로필을 편집합니다.

허브
선택한 게임 또는 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PS5에서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게임 또는 앱을 실행하는 동안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컨트롤 센터에서
컨트롤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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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홈]을 선택하거나

화면 내용

컨트롤 센터
컨트롤 센터를 열려면 (PS) 버튼을 누릅니다.
게임 또는 앱을 끄지 않고 다양한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카드
카드는 해당 시점에 수행하는 항목에 따라 사용 가능한
게임 및 앱과 관련된 기능과 활동을 표시합니다. 카드를
선택하여 자세한 정보를 보거나 다음 카드로 점프합니다.

KR

컨트롤
[홈]을 선택하여 홈 화면으로 돌아가고 [전원]
을 선택하여 PS5를 끕니다. 여기서 기타 기본 기능을
수행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 및
설정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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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즐기기

컨트롤러 사용하기

[PlayStation Store]에서 다운로드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준비가 되면 알림이 표시됩니다.
게임 홈에서 게임을 선택합니다.

컨트롤러 충전하기

게임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하려면 콘솔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해당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PS5를 켜거나 대기 모드 상태에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콘솔에 연결합니다. 콘솔이 대기 모드 상태인 경우 컨트롤러의 라이트 바가
천천히 주황색으로 점멸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라이트 바가 꺼집니다.
콘솔이 대기 모드 상태에서 컨트롤러를 충전하려면 [설정] > [시스템] > [절전
모드] > [대기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 [USB 단자에 전원 공급하기]로
이동한 후[꺼짐] 이외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마이크 음소거
음소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마이크의 음소거(버튼 켜짐)와 음소거 해제
(버튼 꺼짐)가 전환됩니다.
마이크를 음소거하고 컨트롤러의 스피커와 TV에서 나오는 음성 출력을
끄려면 음소거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음소거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음소거 버튼
켜짐 : 마이크 음소거
꺼짐 : 마이크 음소거 해제
점멸 : 마이크 및 음성 출력이 음소거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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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사용하기

여러 개의 컨트롤러 사용하기
최대 4개의 컨트롤러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번호를
지정하려면 (PS) 버튼을 누릅니다. 그에 따라 플레이어 표시등이
켜집니다. 번호가 1부터 순서대로 지정되며 켜지는 번호에 따라 컨트롤러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바

KR

플레이어 표시등

(PS) 버튼

•• 컨트롤러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컨트롤러를 페어링해야 합니다(41
페이지).
•• PS4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 컨트롤러 라이트 바가, 컨트롤러가 연결된
순서를 기준으로 파란색, 빨간색, 녹색 또는 분홍색으로 켜집니다. 이는
플레이어 표시등과 별개입니다.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PS5 켜기
페어링을 마친 컨트롤러에서

(PS) 버튼을 눌러 PS5 콘솔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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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하기
주의
반드시 전원 표시등이 꺼진 후에 AC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서 분리합니다.
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거나 점멸하는 도중에 분리할 경우 데이터가 손실 또는
손상되거나 콘솔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콘솔을 대기 모드 상태로 두기
대기 모드에서는 전력 소비는 적은 상태로 콘솔이 켜져 있습니다. 컨트롤러
충전,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 게임 또는 대기 모드에서 앱 일시
중단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능의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 > [시스템] >
[절전 모드] > [대기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센터에서 [전원]을 선택한 후 [대기 모드로 전환하기]를
선택합니다. 전원 표시등이 흰색으로 점멸한 다음 주황색으로 켜집니다.
대기 모드를 종료하려면 (PS) 버튼을 누릅니다.

콘솔을 완전히 끄기
컨트롤 센터에서 [전원]을 선택한 후 [PS5 끄기]를 선택합니다. 전원
표시등이 흰색으로 점멸한 다음 콘솔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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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표시등
흰색

콘솔이 켜집니다.

주황색

콘솔이 대기 모드 상태입니다.

꺼짐

콘솔이 꺼집니다.

자세한 정보
안전 가이드
제공한 안전 가이드를 통해 PS5 콘솔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 봅니다. PS5
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품 보증 조건, 주의 및 사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콘솔을 사용하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사용자 가이드

KR

PS5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확인해 주십시오. 설정 구성
방법 및 각 기능 사용 방법에 대해 확인해 주십시오.
PS5 콘솔의 홈 화면에서 [설정] > [사용자 가이드, 건강 및 안전, 기타
정보] > [사용자 가이드]로 이동합니다.

고객지원 웹사이트
playstation.com/help에서 단계별 문제 해결 및 자주 묻는 질문과 같은
온라인 지원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 ", "PlayStation", "
", "PS5" 및 "PS4"는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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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는 Wi-Fi Alliance®의 등록상표입니다.
디자인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서에 게시된 시스템 기능 및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사용 중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콘솔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가이드에서 사용된 그림 및 화면 이미지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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