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yStation®Camera를	연결/설치합니다(CUH-1105A	A
에	한함).

카메라의 보호 시트를 벗긴 후 TV 앞(중앙)에 설치해 주십시오.

 •  카메라의 듀얼렌즈 부분이 더러워진 경우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  카메라는 상하 방향으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때는	LAN	케이블(별매)을	연결합
니다.

	 TV에	연결합니다.

~ 의 순서로 연결합니다.

 •  무선(Wi-Fi)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때는 PlayStation®4에 LAN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LAN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으면 유선 접속이 우선시됩니다.

 •  PS4™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즐기시려면 인터넷 접속을 권합니다.

처음	사용하기

	 TV의	전원을	켠	후	TV의	입력을	HDMI로	전환합니다.

	 (전원)	버튼을	터치하여	전원을	켭니다.

전원 표시등에  파란불이 깜빡인 후  흰색불이 켜집니다.

	 DUALSHOCK®4	무선	컨트롤러를	연결한	후	 (PS)	버
튼을	누릅니다.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컨트롤러의 기기등록(페어링)이 완료되고 (PS)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의 전원이 켜집니다.

빠른	시작	가이드
한국어

CUH-1105A A / CUH-1105A B

	 초기	설정을	합니다.

인터넷 접속 및 날짜/시각 설정 등을 합니다. 화면에 따라 설정하신 후 설정 완료 
화면에서 [지금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접속 설정을 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합니다.

Welcome to the World of PlayStation

전원이 켜진(전원 표시등:  흰색 불) 상태에서 화면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거나 영상이 흔들릴 
때는 (전원) 버튼에 7초 이상("삐" 소리가 두 번 날 때까지) 손을 대어 전원을 끈 후 전원을 다시 
켜 주십시오. 

 •  컨트롤러 기기등록(페어링)은 컨트롤러를 처음 사용할 때나 다른 PS4™에서 사용할 때 등 
처음에 필요한 조작입니다.

 •  컨트롤러의 기기등록(페어링)이 완료된 후에는 USB 케이블을 뽑아 컨트롤러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에서 설정한 항목 및 [나중에 설정하기] 또는 [넘어가기]를 선택한 항목은 기능 화면의 
(설정) 에서 변경/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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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tation®Camera

설치할	위치에	카메라를	고정할	때는
①동봉된 양면 테이프(PlayStation®Camera 전용)의 하얀 시트를 

벗긴 후, 카메라의 밑면에 붙여 주십시오.
②노란색 시트를 벗긴 후, TV장 등에 장착해 주십시오.

설치 위치에 페인트 칠이 되어있는 경우, 도장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
습니다.



(PlayStation®Store)에서	게임을	다운로드하기
최신 체험판을 비롯, PlayStation®Store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게임 및 소장한 게임의 
즐거움을 한층 더할 수 있는 아이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려면 PSNSM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또한 큰 사이즈의 콘텐츠도 다운로드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	체험	공유하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임의 스크린샷이나 비디오 클립(게임 플레이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게임 플레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려면 Sony Entertainment Network(SEN)의 마스터 계정으로 PSNSM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모노	헤드셋	사용하기
모노 헤드셋은 컨트롤러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구매 초기의 설정으로는 대화 
음성만이 헤드셋에서 출력됩니다.

여러	대의	컨트롤러	사용하기
컨트롤러는 4 대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등록이 완료된 컨트롤러의 (PS) 버튼을 누르면 유저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유저를 선택하면 파랑, 빨강, 초록, 핑크 순으로 색이 할당되고 라이트 바가 
켜집니다.

전원	끄기

충전하기
컨트롤러를 무선으로 사용하실 때는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PS)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화면 상에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4™를	전원	켜짐(전원	표시등:	 	흰색)	또는	대기	모드(전
원	표시등:	 	오렌지색)로	합니다.

	 PS4™와	컨트롤러를	USB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컨트롤러	사용하기

	 디스크를	넣습니다.

홈 화면의 콘텐츠 영역에 게임이 표시됩니다.

	 게임을	선택합니다.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	즐기기화면	보는	법

위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위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기능	화면
기능 아이템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새로 온 알림을 확인하거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는 인터넷 접속 또는 
PSNSM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	화면

콘텐츠	영역
최근 기동한 콘텐츠가 왼쪽부터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콘텐츠	정보	화면
선택한 콘텐츠에 관한 최신 정보가 
표시됩니다. 최신 정보를 표시하시려면 
PSNSM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게임중에	홈	화면으로	돌아가기
(PS) 버튼을 누르면 게임을 

종료하지 않고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콘텐츠 영역에서 게임을 선택하면 
재개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꺼내기
(꺼냄) 버튼을 터치합니다.

게임	종료하기
(PS) 버튼을 누른 채로 있으면 

표시되는 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 
종료하기]를 선택합니다.

꺼냄 버튼

전면
" ", "PlayStation", "DUALSHOCK" 및 " "는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또한 
" "와 "PSN"은 같은 회사의 상표입니다.

"SONY"와 " "는 Sony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또한 "Sony Entertainment Network"는 같은 회사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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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및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게재되어 있는 조작 설명 및 화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러스트 
및 화면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 모드 중에 충전하시려면 (설정) > [절전 모드 설정] > [대기 모드 시의 기능 
설정하기] > [USB 단자로 전원 공급하기]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면

마이크

MIC 스위치

모노 헤드셋

스테레오 헤드폰/마이크 단자 클립

라이트 바

PS4™에

USB 단자

USB 케이블

전원	표시등의	불빛

 흰색 불 켜짐 전원 켜짐

 오렌지색 불 켜짐 대기 모드

불빛 꺼짐 전원 꺼짐대기	모드로	전환하기
대기 모드 중이라도 USB 단자에서 컨트롤러를 충전하거나 PSNSM에 로그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능 화면에서 (전원)을 선택한 후 [대기 모드로 전환하기]를 선택합니다. 화면이 
꺼지고 전원 표시등이  흰색으로 깜빡인 후  오렌지색으로 켜집니다.
해제하려면 컨트롤러의 (PS) 버튼을 누릅니다.

전원을	완전히	끄기
기능 화면에서 (전원)을 선택한 후 [PS4의 전원 끄기]를 선택합니다. 화면이 꺼지고 
전원 표시등이  흰색으로 깜빡인 후 꺼집니다.

	주의
AC 전원 코드 플러그는 전원 표시등이 꺼졌을 때 콘센트에서 빼 주십시오. 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거나 깜빡이고 있을 때 빼면 데이터의 파손 및 손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자	가이드
기능 화면에서 (설정) > (사용자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각 기능의 사용 방법 
및 설정 방법, 컨트롤러의 예상 충전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가이드는 
PC 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http://manuals.playstation.net/document/

안전	가이드
PS4™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 및 사양, AS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읽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