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or unit

Using PS VR
• Used with your PS4™ system and PlayStation®Camera, PS VR brings
you the excitement of virtual reality. You can interact with games
more directly because the camera captures the position, angle, and
movement of the VR headset.
• Be sure to always update your PS4™ system software and PS VR
device software to the most recent version.
• Be sure to connect your VR headset to the supplied CUH-ZVR2
processor unit. The headset will not work if connected to a
CUH-ZVR1 processor unit.

光刺激誘發的癲癇（光敏性癲癇）

結露現象

Design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unctional descriptions and illustrations in this document may vary
from your PS4™ system software and/or PS VR devise software,
depending on the version in use.

若您有癲癇狀況或曾經癲癇發作，遊玩前請洽詢醫生。有些人看到閃光或
亮光，或是遊玩遊戲時電視機出現其他光線刺激，可能會產生眼睛痠痛、
視力失常、偏頭痛、肌肉抽動、抽搐、暫時性眼前昏黑、失去意識或迷失
方向等症狀。若您在遊玩時出現上述任何一項症狀，請立即停止使用並洽
詢醫生。

若把PS VR從寒冷的地方直接搬放到溫暖的場所，VR頭戴裝置及訊號處理
器內可能會凝結水氣。此現象可能會導致產品無法正常運作。此時，請關
閉VR頭戴裝置的電源並從電源插座拔除交流電源線。水氣尚未蒸發時，切
勿使用本產品（水氣蒸發可能需要數小時）。若產品仍無法恢復正常，請
「更多資訊」）。
瀏覽官方網站（

VR headset
Screen

1920 × RGB × 1080
(960 × RGB × 1080 per eye)

若您感到下列症狀時請立即停止遊玩：
除上述症狀以外，遊玩時您若感覺頭痛、暈眩、噁心、無力、類似暈車
感，或身體任一部位如眼睛、耳朵、手、手臂、腳感覺不適，請立即停止
使用。若症狀持續，請洽詢醫生。

Sensor

6-axis motion sensing system
(3-axis gyroscope, 3-axis accelerometer)

裝置軟件

Port

Stereo headphone jack

External dimensions

Approx. 187 × 185 × 277 mm
(width × height × depth / excluding
projecting parts / at shortest headband
length)

Mass

Approx. 600 g (excluding cables)

Operating temperature

5 °C to 35 °C

Specifications

Front
A

C

B

Your position while using the VR headset
Remain seated wherever possible. For applications with a standing
mode, follow the application instructions carefully.

PS VR settings
To configure PS VR settings, go to the PS4™ system's function screen,
(Settings) > [Devices] > [PlayStation VR].
and then select

A )	
Status indicator
White: Powered on
Red: Rest mode
B ) AUX port
C ) HDMI output port

Rear

Hints

A

• These settings are available only when PS VR is connected to the PS4™
system.
• You can also configure some settings from the quick menu that appears
(PS) button on the controller.
when you press and hold the

B

C

D

E

EN

WARNING
Before using the product, carefully read this instruction manual and
any manuals for compatible hardware and follow the warnings and
instructions for set up. Retain this instruction manual for future
reference.
• Do not use PlayStation®VR if you are tired, dizzy, light-headed,
nauseous, sick,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or have an
impaired sense of motion or balance. Consult a doctor before using
PS VR if you suffer from a serious medical condition.
• Wearing the VR headset will restrict your view of your actual
surroundings. The VR headset does not detect obstacles. Review
surroundings and clear obstacles from an area larger than the Play
Area before use. Please refer to the "About the Play Area" section in
the Quick Start Guide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set up the
Play Area. Make sure you are not near any walls, stairs, furniture, or
other obstacles that you may collide with or trip over.
• Take steps to prevent pets, persons, or other obstacles entering the
play area during use.
• Remain in the center of the Play Area and do not walk around while
wearing the VR headset. Remain seated whenever possible and
avoid extreme or excessive movements of the head, limbs or body
whilst wearing the VR headset. If an application requires you to
stand while wearing the VR headset, ensure that you follow the
application instructions carefully.
• Before beginning play, check that the VR headset cable is not
wrapped around your body or limbs, and check frequently during
play.
• IMMEDIATELY DISCONTINUE USE and consult your doctor before
resuming gameplay if you or your child experience any of the
following health problems or symptoms: Dizziness, altered vision,
eye or muscle twitches, loss of awareness, disorientation, seizures,
or any involuntary movement or convulsion. RESUME GAMEPLAY
ONLY ON APPROVAL OF YOUR DOCTOR.
• Some people may experience motion sickness, nausea,
disorientation, blurred vision or other discomfort. If experienced,
stop using immediately and remove the VR headset. Rest, and do
not engage in any activities that require unimpaired vision, balance
or coordination until after symptoms have completely disappeared.
• Do not use the product when you are tired or need sleep.
• Do not use the product in a location that may be subject to shaking
or other unstable conditions.
• It may take some time to become accustomed to virtual reality
experiences. During initial use, it is recommended that you use the
product for short periods of time.
• Generally we recommend that you take 15 minute breaks for every
hour of play. However, when viewing virtual reality content, the
length and frequency of necessary breaks may vary from person to
person - please take breaks that are long enough to allow any
feelings of discomfort to subside.
• If you experience any discomfort after use, rest until the discomfort
subsides.

Seizures induced by light stimulation (Photosensitive Epilepsy)
If you have an epileptic condition or have had seizures, consult your
doctor prior to playing. Some individuals may experience eye
soreness, altered vision, migraine, muscle twitching, convulsion,
blackout, loss of awareness or disorientation when exposed to
flashing or flickering lights or other light stimulation on a television
screen or while playing video games. If you experience any of the
above symptoms while playing, discontinue use immediately and
consult your doctor.
Stop playing immediately when you experience the following
symptoms
In addition to the above symptoms, whilst playing if you have a
headache, dizziness, nausea, fatigue, similar symptoms to motion
sickness, or if you feel a discomfort or pain in any body part such as
eyes, ears, hands, arms, feet, discontinue use immediately. If the
condition persists, seek medical attention.

Device software
The device software of the PS VR is licensed to you under the terms of
a separate end user license agreement. For details, visit
doc.dl.playstation.net/doc/psvr-eula/.

Precautions

4-743-854-21(1)

• Follow the precautions below to help prevent the product exterior
from deteriorating or discolouring.
–– Do not use solvents or other chemicals on the product.
–– Do not allow rubber or vinyl materials to be in prolonged contact
with the product.
• Permanent hearing loss may occur if the headset or headphones are
used at high volume. Set the volume to a safe level. Over time,
increasingly loud audio may start to sound normal but can actually
be damaging your hearing. If you experience ringing or any
discomfort in your ears or muffled speech, stop listening and have
your hearing checked. The louder the volume, the sooner your
hearing could be affected. To protect your hearing:
–– Limit the amount of time you use the headset or headphones at
high volume.
–– Avoid raising the volume to block out noisy surroundings.
–– Lower the volume if you can't hear people speaking near you.
• When using the headset or headphones in particularly dry air
conditions, you may sometimes experience a small and quick (static)
shock on your ears. This is a result of static electricity accumulated
in the body, and is not a malfunction of your headset or
headphones.

Use by children
The VR headset is not for use by children under age 12.

Wearing the VR headset
• It is important that you place the VR headset on your head properly
during use.
–– To see instructions on how to wear the headset, go to the
PlayStation®4 system's function screen, and then select
(Settings) > [Devices] > [PlayStation VR].
–– Do not overtighten the adjustment dial (
"Part names").
–– You can wear the VR headset over your glasses but take care
when adjusting the scope (
"Part names"). Having your glasses
touch the lens could result in damage to your glasses, VR headset
lens or both. Do not push in or pull out the scope excessively.
• Regularly check the VR headset's to ensure it is being worn properly.

The PS4™ system contains settings that parents or guardians can
configure as necessary to restrict use of the product by children. To
configure settings for each child, go to the PS4™ system's function
(Settings) > [Parental Controls/Family
screen, and then select
Management].

Part names

A

Front

• Do not expose the lenses (
"Part names") of the VR headset to
direct sunlight or intense light. Doing so may damage the VR
headset screen and cause a malfunction.
• Keep the VR headset’s attachment sensor (
"Part names") free
from any obstacles. If the attachment sensor is blocked, the screen
will not turn off automatically even if you remove the headset. If an
image appears on the screen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it
might cause a screen burn and a faint image might remain
permanently on the screen.
• Black (dark) pixels and continuously lit pixels may appear in certain
locations on the screen. The appearance of such spots is a normal
occurrence associated with screens and is not a sign of a system
malfunction. Screens are made using highly precise technology.
However, a very small number of dark pixels or continuously lit
pixels may exist and color irregularities or brightness irregularities
may be visible on each screen.

Never disassemble or modify the product or accessories
Use the product and accessorie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in this
manual. No authorization for the analysis or modification of the
product, or the analysis and use of its circuit configurations, is
provided. Disassembling will void the product warranty. Additionally,
there is a risk of fire, electrical shock or malfunction if the product is
disassembled or modified.

C

E
F

*L
 ow-temperature burns are burns that occur when the skin is in contact
with objects of relatively low temperatures (40 °C or more)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 Do not use the VR headset, stereo headphones, or stereo headset if
they cause discomfort to your skin. If the headset or headphones
cause discomfort to your skin, discontinue use immediately. If
symptoms do not subside even after discontinuing use, seek
medical attention.
• The product and its parts are made from metal and plastic materials.
When disposing of the product, follow local regulations for the
proper disposal of such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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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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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temperature

5 °C to 35 °C

100–240 V
50/60 Hz

A

B

C

1A

Output

12 V

External dimensions

Approx. 108 × 46 × 30 mm
(width × height × depth / excluding
projecting parts)

Mass

Approx. 146 g

3A

Supported video input signals

D E

HARDWARE WARRANTY

Copyright and trademarks
" " and "PlayStation"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
Hint
Install the earpieces firmly to help prevent them from accidentally detaching
during use.
G

F

Headband
Attachment sensor
Lenses
Adjustment dial
Headband release button
Tracking lights (rear)
Earpiece holder

Bottom

C
D

Be sure to follow the instructions below to clean and maintain your
product.
• For safety reasons, unplug the AC power cord from the electrical
outlet and disconnect any other cables before cleaning.
• Do not use solvents or other chemicals to clean the exterior
surfaces.
• Do not use a chemically-treated cleaning cloth to wipe the product.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Processor unit exterior, VR headset exterior, head supports,
connectors

Visit rd.playstation.com/psvr/zvr2/ to view a step-by-step setup video. You
can also access the video using the QR code.

Further information
Step-by-step setup video

Hint
If the connectors on the processor unit, AC power cord, or other parts are
dirty, signals may not be sent or received properly. You may also experience
noise or interruptions in the sound if the connectors on the headphones or
headset are dirty.

Support

Lenses

Official Website

Wipe only with a soft, dry cloth made specifically for cleaning lenses.
Do not use paper products such as paper towels, or tissues not
specifically intended for lenses.

asia.playstation.com/

E

Hint
Prolonged contact with water or dust may damage the lenses and shorten
their life.

Light shield

G

Remove the light shield from the VR headset and wash it with water.
Dry it completely with a soft cloth before reattaching it to the headset.
Reattach the light shield by matching the nubs on the shield to the
13 holes on the VR headset.

H

I

Stereo headphone jack
Headphone attachment hole
(power) button
Light shield
Microphone
Tracking lights (front)
Volume + button
(Microphone mute) button
Volume - button

"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Sony

If they are dirty, wipe them with a soft, dry cloth.

B

A)
B)
C)
D)
E)
F)
G)
H)
I )

"SONY"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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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 and cleaning
A)
B)
C)
D)
E)
F)
G)

多溴聯 多溴二
六價鉻
苯
苯醚
(Cr+6)
(PBB) (PBDE)

鉛
(Pb)

汞
(Hg)

鎘
(Cd)

頭戴裝置單元殼
體

-

○

○

○

○

○

訊號處理器單元
殼體

-

○

○

○

○

○

線路板

-

○

○

○

○

○

有機發光二極體

-

○

○

○

○

○

鏡頭

-

○

○

○

○

○

發光二極體

-

○

○

○

○

○

其他附件（交流
電轉接器等）

-

○

○

○

○

○

備考1.〝超出0.1 wt %〞及〝超出0.01 wt %〞係指限用物質之百分比含量
超出百分比含量基準值。
備考2.〝○〞係指該項限用物質之百分比含量未超出百分比含量基準值。
備考3.〝-〞係指該項限用物質為排除項目。

使用前須知事項
關於安全

Light shield

VR headset

Vents
Remove dust build-up from the vents using a vacuum cleaner or
similar product.

Earpieces
Remove the earpieces from the stereo headphones and wash them by
hand with a mild detergent. Dry them completely with a soft cloth
before reattaching them to the headphones.
For details on removing the earpieces, refer to "Changing the
earpieces".

A
B

出現非正常反應或無法操作的狀況時

C

按下VR頭戴裝置上的 （電源）按鈕（
「各部名稱」）7秒以上以強制
關閉電源，接著重新啟動頭戴裝置。若問題依舊存在，請重新啟動PS4™
主機。

D
E

顯示溫度升高的訊息時
F

• 若訊號處理器內部溫度升高，將顯示溫度升高訊息。此時，請關閉
PS4™主機電源，並請停止使用一段時間。待訊號處理器冷卻後，請將
訊號處理器移動至通風良好處，再繼續使用。
• 請勿在密閉空間或可能無法散熱的場所使用本產品。

使用交流電轉換器及交流電源線

G

• 請使用鄰近的電源插座，以在需要時可迅速拔除交流電源線。若產品機
能出現異常，發出異常聲響、氣味或變得過熱，請立即停止使用，並從
電源插座拔除交流電源線及所有的其他連接線。
• 請在訊號處理器上的狀態指示燈亮紅燈時，從電源插座拔除交流電源
線。若在狀態指示燈亮白燈或閃爍紅燈時拔除交流電源線，可能會導致
故障。
• 請勿使用隨附之交流電轉換器或交流電源線以外的其他轉換器或電源
線。隨附之交流電轉換器及交流電源線是專為本產品所設計，切勿使用
於其他產品。此外，其他交流電轉換器及交流電源線亦不得使用於本產
品。若未遵照這些注意事項，可能會導致產品過熱，亦或引起火災或觸
電。
––連接HDMI™連接線前，請勿將本產品的交流電源線插入電源插座。
––請勿用濕手觸摸交流電源線的端子。
––當交流電轉換器被布料覆蓋時請勿使用。否則可能會過熱，引起火災
或機能異常。
––清潔前或打算長時間不使用本產品時，請從電源插座拔除電源交流
線。
––請勿將交流電源線插入變壓器或反相器。

H

I

A)
B)
C)
D)
E)
F)
G)
H)
I )

立體聲耳機連接端
耳機固定孔
（電源）按鈕
遮光器
麥克風
追蹤燈（背面）
音量 + 按鈕
（麥克風靜音）按鈕
音量 - 按鈕

訊號處理器
儲存環境
• 請勿將本產品或附屬品放在高溫、濕氣極重或受日光直射的地方。
• 請勿將本產品或附屬品放在傾斜、不平穩或易受震動的地方。

正面
A

C

B

使用PS VR
• PS VR配合PS4™主機與PlayStation®Camera使用，能為您帶來虛擬實境
的刺激體驗。攝影機會捕捉VR頭戴裝置的位置、角度和動作，讓您可更
直接地與遊戲互動。
• 請隨時將PS4™主機的系統軟件及PS VR的裝置軟件更新為最新版本。
• 請確定將VR頭戴裝置連接至隨附的CUH-ZVR2訊號處理器。若頭戴裝置
連接到CUH-ZVR1訊號處理器，將無法使用。

使用VR頭戴裝置時的姿勢

A) 狀
 態指示燈
亮起白燈：電源啟動
亮起紅燈：待命模式
B ) AUX 連接埠
C ) HDMI 輸出連接埠

請盡量坐著使用VR頭戴裝置。若應用程式內有站立模式，請小心按照應用
程式的使用說明。

背面
A

B

C

D

E

設定PS VR

For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of respective regions, please refer
to the "Support" page of the official website asia.playstation.com/, or
"Further information").
call our Customer Service Hotline (

Rear

AC adaptor and AC power cord use

• Do not expose the product or accessories to high temperatures,
high humidity or direct sunlight.
• Do not place the product or accessories on surfaces that are
unstable, tilted or subject to vibration.

Approx. 300 g

單元

• 請勿損壞交流電源線及交流電轉換器。
• 關於產品的安全與支援的詳細資訊，請瀏覽官方網站
（ 「更多資訊」）。

The stereo headphones are supplied with M size earpieces attached.
Replace the earpieces with the S or L size earpieces for a better fit. To
remove, twist then pull the earpiece off the headphones.

Press the
(power) button (
"Part names") on the VR headset for
at least 7 seconds to force a shutdown, and then turn on the headset
again. If the problem persists, restart the PS4™ system.

Storage conditions

Mass

Changing the earpieces

Unusual or unresponsive behavior

• Use an electricity supply that is easily accessible, so the AC power
cord can be unplugged quickly if the need arises. Stop use, unplug
the AC power cord from the electricity supply and disconnect any
other cables immediately if the product functions in an abnormal
manner, produces unusual sounds or smells or becomes too hot to
touch.
• Unplug the AC power cord from the electricity supply when the
status indicator on the processor unit is red. Unplugging the cord
while the indicator is white or flashing red may cause a malfunction.
• Do not use an AC adaptor or AC power cord other than those
supplied with the product. The supplied AC adaptor and AC power
cord are designed exclusively for use with this product. They cannot
be used with other products. In addition, other AC adaptors or AC
power cords cannot be used with this product. Failure to follow
these precautions may cause the product to overheat and may lead
to fire or electric shock.
–– Do not plug the AC power cord for the product into an electricity
supply until you have connected the HDMI™ cables.
–– Do not touch the plug of the AC power cord with wet hands.
–– Do not use the AC adaptor when it is covered by a cloth, as it may
overheat, causing fire or malfunction.
–– Unplug the AC power cord from the electricity supply before
cleaning or when you do not intend to use the product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 Do not connect the AC power cord to a voltage transformer or
inverter.

External dimensions

Approx. 150 × 39 × 114 mm
(width × height × depth / excluding
projecting parts)

1.7 A

For information about supported video input signals, visit
rd.playstation.com/psvr/zvr2/.
You can also access this information by using the QR code.

A ) Earpiece
B ) Stereo headphone plug
C ) Fastener

A )	
Tracking lights (front)
Rear lights Blue:
Powered on
Front and rear lights blue: VR mode
Front and rear lights off: Powered off
B ) Scope adjustment button
C ) Front head support
D ) Rear head support
E ) HDMI connector
F ) AUX connector
G ) Scope

If PS VR is brought directly from a cold location to a warm one,
moisture may condense inside the VR headset and the processor unit.
Should this occur, the product may not operate properly. In this case,
turn off the VR headset and unplug the AC power cord from the
electrical outlet. Do not use the product until the moisture evaporates
(this may take several hours). If the product still does not operate
"Further information").
properly, visit our website (

• If the processor unit’s internal temperature becomes elevated, a
message will be displayed. In this case, turn off the PS4™ system
and leave it unused for a while. After the processor unit cools down,
move it to a location with good ventilation, and then resume use.
• Do not use the product in a closed cabinet or other locations where
heat may build up.

12 V

Input

Moisture condensation

• Do not damage the AC power cord and AC adaptor.
• For more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and support, visit our
website (
"Further information").

Approx. 20 W

Input power rating

D

A

High temperature message

Maximum rated power

AC adaptor
B

VR headset screen

Safety

• Before connecting, check that the connectors are free of dust and
small particles.
• Do not swing the VR headset or the AC adaptor around by their
cables.
• Do not unplug the VR headset cable until the tracking lights
(
"Part names") are turned off. Removing or unplugging while the
lights are on may cause a malfunction.
• Do not place objects on the product, throw or drop the product, or
otherwise expose it to strong physical impact.
• Keep the product out of the reach of small children. Small children
may swallow small parts, may pull on cables and cause the
processor unit or VR headset to fall, or may wrap the cables around
themselves, which may inflict injury or cause an accident or a
malfunction.
• Do not touch the AC power cord, AC adaptor or processor unit
during an electrical storm.
• Do not allow liquid or small particles to get into the product (ports,
vents, etc.). If this happens, stop use and disconnect it from the
electrical outlet immediately.
• Do not expose the product to dust, smoke or steam. Dust or other
matter can cause fire or electric shock.
• Avoid prolonged bodily contact with the processor unit, AC adaptor,
or air from the vents when the product is turned on. Extended
contact may cause low-temperature burns*.

HDMI TV port
HDMI PS4 port
(USB) port
DC IN 12V connector
Vent

限用物質及其化學符號

HDMI TV port
HDMI PS4 port
(USB) port
HDMI output port
AUX port

Stereo headphones

F

Use and handling

A)
B)
C)
D)
E)

VR headset

A

使用過度恐傷害視力
製造年月：請見產品本體標示
製造號碼：請見產品本體標示

設備名稱：PlayStation®VR頭戴裝置，型號（型式）：CUH-ZVR2

Input/output

Parental controls

CUH-ZVR2

以下規定僅適用於台灣

Processor unit

• For more information about setting up your PS VR, refer to the user's
(Settings) >
(User’s Guide/
guide for the PS4™ system. Select
Helpful Info) >
(User’s Guide) from the function screen.

Instruction Manual
使用說明書
사용설명서

PS VR的裝置軟件乃受個別終端使用授權承諾條款限制授權。詳情請閱覽
以下網站：doc.dl.playstation.net/doc/psvr-eula/

底面

The official site (see below) for PlayStation® product support provides the
latest questions and answers about your product.

Customer Service Hotline
Mon to Sun: 9:00-20:00
Hong Kong: 852-2341-2356
Singapore: 800-8523-663
Taiwan: 0809-079-888

使用與保養
• 連接前請確認端子沒有任何灰塵或細微異物。
• 請勿抓取連接線來甩動VR頭戴裝置或交流電轉換器。
• 追蹤燈（ 「各部名稱」）熄滅前，請勿拔除VR頭戴裝置線。若在訊
號燈亮燈時移除或拔除，可能會造成故障。
• 請勿在本產品上放置其他物品。並請勿投擲或掉落本產品，或使其受到
強烈的外力撞擊。
• 請將本產品放在兒童拿不到的地方保管。兒童可能會誤吞小零件或拉扯
連接線而使訊號處理器或VR頭戴裝置滑落，或會用連接線纏繞自己，而
導致受傷或意外發生、機器故障。
• 請勿在雷雨天氣中觸摸交流電源線、交流電轉換器或訊號處理器。
• 請勿讓液體、小零件或其他異物掉入本產品（如連接埠或通風孔）。若
不慎發生此情況，請立刻停止使用，並從電源插座拔除連接線。
• 請勿將本產品曝露在灰塵、煙霧或蒸氣中。灰塵或其他異物可能會引起
火災或觸電。
• 請勿讓身體長時間接觸使用中的訊號處理器、交流電轉換器或從通風孔
所排出的氣體。長時間接觸這些可能導致低溫灼傷*。

警告
使用本產品以前，請先詳細閱讀本使用說明書及對應裝置的說明書，並請
遵照各項安裝的警告及使用說明。請妥善保存，以備將來參考之用。
• 在您感覺疲勞、暈眩、輕微頭痛、噁心、不適，或因酒醉、藥物引致的
身體狀態不佳，或有運動或平衡感覺障礙時，請勿使用PlayStation®VR。
若為患有重病者，使用PS VR前請先洽詢醫生。
• 戴上VR頭戴裝置後會阻擋您實際的周圍視線。VR頭戴裝置無法偵測障礙
物。使用前，請在比遊玩空間更大的範圍內進行確認並清除障礙物。關
於設置遊玩空間的方法，詳情請參閱快速參考指南中「關於遊玩空間」
的部分。為避免意外受傷，請確認您周圍是否有可能導致碰撞或絆倒的
牆壁、樓梯、家具或任何障礙物。
• 請事先做好預防其他人、寵物或障礙物在遊玩時進入遊玩空間的措施。
• 戴上VR頭戴裝置後，請留在遊玩空間的中央位置，並避免到處走動。同
時請盡量坐著遊玩，避免過度或激烈的頭部、四肢或身體動作。若應用
程式指示您在戴著VR頭戴裝置時站立，請小心遵照應用程式的指示。
• 開始使用前及遊玩時，請經常確認VR頭戴裝置線沒有纏繞您的身體或四
肢。
• 如果您或您的孩子有以下任何一種健康問題或症狀，請立即停止使用並
洽詢醫生，才能繼續遊玩遊戲：暈眩、視覺障礙、眼睛或肌肉抽動、意
識不清、精神恍惚、突發性疾病或者不自主的動作或肌肉抽動。必須經
醫生許可才能繼續遊玩遊戲。
• 有些人可能會感覺暈眩、噁心、意識不清、視覺模糊或其他不適。若您
感到不舒服，請立即停止使用並脫下VR頭戴裝置。請休息並避免從事任
何需要在正常視力、平衡或協調狀態下進行的活動，直至不適感消退。
• 請勿在疲勞或需要睡眠時使用本產品。
• 請勿在可能產生搖晃或不安定的場所使用本產品。
• 適應虛擬實境效果可能需要一些時間。建議初期使用本產品時，每次時
間不要過長。
• 一般建議每玩1小時休息15分鐘。但觀看虛擬實境效果的內容時，休息
的需要時間及頻率會因人而異。請充分休息以讓任何不適感消退。
• 使用後若感覺不適，請休息至不適感消退。

提示
• 此設定僅在PS4™主機與PS VR連接時顯示。
• 部分項目亦可在按住 （PS）按鈕顯示快捷選單時進行設定。
• 關於PS VR的詳細設定方法，請閱覽PS4™主機的用戶指南。從機能畫面選擇
（設定）＞ （用戶指南／便利資訊）＞ （用戶指南)。

家長監控
PS4™主機內含讓家長或監護人視需要限制兒童使用本產品的設定。前往
（設定）＞［家長監控／家庭管理］。
PS4™主機的機能畫面選擇

A)
B)
C)
D)
E)

HDMI TV 連接埠
HDMI PS4 連接埠
（USB）連接埠
DC IN 12V 端子
通風孔

立體聲耳機

各部名稱

A

* 低溫灼傷是指皮膚長時間接觸低溫物體（40 ℃或以上）所造成的灼傷。

• VR頭戴裝置、立體聲耳機或立體聲耳機組對皮膚造成不適時請停止使
用。若耳機組或耳機對您的皮膚造成不適，請立即停止使用。停止使用
後，若症狀仍舊沒有改善，請立即就醫。
• 本產品及零件使用金屬或塑膠製造。若要丟棄本產品，請遵循當地法規
正確處理。
• 請遵循以下使用說明，以避免產品外殼變形或變色。
––請勿在本產品上使用溶劑或其他化學藥劑。
––請勿讓橡膠或乙烯基材質長時間接觸本產品。
• 若使用耳機組或耳機時音量調整過高，可能會導致永久失聰。請將音量
調整至安全水平。持續聆聽一段時間後，即使是音量不斷增大的嘈吵聲
音，聽起來可能會與一般無異，但實際上卻可能會損害聽覺。若您感到
耳鳴或耳部不適，或出現口齒不清的情況，請立即停止使用耳機組或耳
機，並洽詢醫生檢查聽覺。音量越高，會越快對聽覺造成影響。為保護
聽覺：
––使用耳機組或耳機時請盡量避免將音量調整過高。
––避免調高音量來阻隔身邊的聲音。
––若無法聽清楚身邊的人的說話聲，請調低音量。
• 當在空氣乾燥的氣候下使用耳機組或耳機時，耳朵可能會感到輕微並短
暫的（靜電）觸電。此情形並非耳機組或耳機發生故障，而是人體內累
積靜電所造成。

關於兒童使用
未滿12歲的兒童請勿使用此VR頭戴裝置。

配戴VR頭戴裝置

CT

在PS4™主機的機能畫面上，選擇
（設定）＞［周邊機器］＞
［PlayStation VR］，再選擇想設定的PS VR項目。

• 在您使用VR頭戴裝置時，正確配戴是非常重要的。
––若要確認如何配戴頭戴裝置，請到PlayStation®4主機的機能畫面，選
擇 （設定）＞［周邊機器］＞［PlayStation VR］。
––請勿過度旋緊調整旋鈕（ 「各部名稱」）。
––當您戴著眼鏡時仍可配戴VR頭戴裝置，但調整眼罩時請小心
（ 「各部名稱」）。若您的眼鏡碰觸到VR頭戴裝置的鏡片，可能
會造成眼鏡、鏡片或兩者發生損壞。請勿過度向內或向外調整眼罩位
置。
• 戴上後，請定期確認VR頭戴裝置是否配戴舒適以確保配戴方法正確。

VR 頭戴裝置
正面
A

B

C

D

E
F
G

A ) 追蹤燈（正面）
後方亮起藍燈： 電源啟動
前後方亮起藍燈： VR模式中
前後方熄燈：
電源關閉
B ) 眼罩調整按鈕
C ) 前方頭部支撐墊
D ) 後方頭部支撐墊
E ) HDMI端子
F ) AUX端子
G ) 眼罩

切勿分解、改造本產品或附屬品
使用本產品與附屬品時請務必遵守本使用說明書所記載的指示說明。嚴禁
擅自分解或改造本產品，並禁止分解和使用其電路結構。擅自分解產品將
喪失所有保證權益。此外，若分解或改造本產品，可能會有引起火災、觸
電或故障的危險。

C

A ) 耳塞
B ) 立體聲耳機插頭
C ) 固定栓

更換耳塞
立體聲耳機上最初裝附M尺寸的耳塞。若感覺耳塞大小與耳朵不合，請更
換為隨附的S尺寸或L尺寸耳塞。更換時，請扭動耳塞並從耳機取下。

背面
A

B

C

D E

提示
請牢固地裝上耳塞以確保使用時不會意外脫落。

VR頭戴裝置螢幕
• 請勿讓VR頭戴裝置的鏡片（ 「各部名稱」）受到日光或強光直射。
否則可能會損壞VR頭戴裝置螢幕及導致機能異常。
「各部名
• 請不要讓任何障礙物阻礙到VR頭戴裝置的安裝感測器（
稱」）。若安裝感測器受到阻礙，即使取下頭戴裝置，螢幕也不會自動
關閉。若讓螢幕長時間顯示畫像，可能會導致影像烙印，使螢幕永久留
下模糊殘像。
• 螢幕上部分位置可能會出現黑點或持續發亮的光點，此屬於螢幕的正常
現象並非故障。螢幕採用高精密度技術製作，但每個螢幕都可能發生看
到非常小量的黑點或經常發亮的點出現，或是顏色濃度、明亮程度不一
的情況。

B

保養與清潔
G

A)
B)
C)
D)
E)
F)
G)

頭帶
安裝感測器
鏡片
調整旋鈕
頭帶解鎖按鈕
追蹤燈（背面）
耳塞槽

F

請遵照下列說明來保養及清潔您的產品。
• 為安全起見，清潔前請務必先從電源插座拔除電源交流線插頭，並請勿
連接任何連接線。
• 請勿使用溶劑或其他化學物質來清潔外殼表面。
• 請勿使用經化學處理的擦布擦拭本產品。

訊號處理器表面、VR頭戴裝置表面、支撐墊及端子類
若髒汙時，請用柔軟的乾布擦拭。
提示
若訊號處理器或交流電源線的端子或其他部分髒汙，可能會無法正常收發訊號。
此外，耳機或耳機組的端子若髒汙，也可能導致雜音或聲音斷續的現象。

鏡片
請用鏡片專用的柔軟乾布擦拭。請勿使用非鏡片專用的餐巾紙或紙巾等紙
製品。
提示
若鏡片長期沾水或灰塵，可能會造成損壞或縮短鏡片壽命。

遮光器

KR

請從VR頭戴裝置取下遮光器，並用清水清洗。用柔軟的乾布擦拭至完全乾
燥，然後重新裝到頭戴裝置上。
將遮光器上突起的部分對準VR頭戴裝置上的13個小孔以重新裝上。

遮光器

VR頭戴裝置

通風孔
請用吸塵器等清除堆積的灰塵。

耳塞
從立體聲耳機組上取下耳塞，使用以清水稀釋的中性清潔劑進行手洗。
接著用軟布擦拭至完全乾燥，再重新裝上。關於取下耳塞的方法，請閱覽
「更換耳塞」。

規格
本公司保留在沒有事先通知的情況下，變更設計或規格的權利。
本說明書中介紹的功能與插圖，可能因您使用的PS4™主機之系統軟件，
及／或PS VR之裝置軟件版本先後，而與實際不同。

VR頭戴裝置
1920 × RGB × 1080
（左右眼各為960 × RGB × 1080）

螢幕
感測器

6軸動態感應系統
（3軸迴轉儀·3軸加速度計）

連接埠

立體聲耳機連接端

外觀尺寸

約187 × 185 × 277 mm（寬×高×深／
不包括突起部分／頭帶最短長度）

重量

約600 g（不包括線）

操作溫度

5 ℃～35 ℃

輸入／輸出

HDMI TV連接埠
HDMI PS4連接埠
（USB）連接埠
HDMI輸出連接埠
AUX連接埠

最大額定電力

約20 W

額定電壓，額定輸入電流

12 V

外觀尺寸

約150 × 39 × 114 mm
（寬×高×深 / 不包括突起部分）
約300 g
5 ℃～35 ℃

빛의 자극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발작에 대하여
간질이나 발작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은 플레이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간
혹 TV 화면이나 비디오 게임 플레이 중에 깜빡이는 화면이나 그 외 빛의 자극에 의
해 눈의 통증, 시야 흐려짐, 편두통, 근육 경련, 경기, 실신,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
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레이 중에 이런 증상을 경험한 분은 즉시 사용을 중
지하고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PS VR에 탑재되는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는 개별 유저 라이선스 이용약관에 따릅니
다. 자세한 내용은 doc.dl.playstation.net/doc/psvr-eula/를 참조해 주십시오.

• AC 전원 코드나 AC 어댑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제품의 안전 및 고객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웹사이트(
를 참조해 주십시오.

輸入
輸出

12 V

外觀尺寸

約108 × 46 × 30 mm
（寬×高×深 / 不包括突起部分）

3A

約146 g

重量

支援的影像輸入訊號
關於支援的影像輸入訊號，請前往rd.playstation.com/psvr/zvr2/。
您亦可從QR代碼前往查看相關資訊。

硬件保用
有關各地區的保用條款及細則，請瀏覽官方網站asia.playstation.com/ 的
「更多資訊」）。
「支援」頁面，或致電客戶服務熱線（

版權與商標
" "和"PlaySta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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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有其他商標皆屬相關原著作權人所有。

更多資訊
設定指南影片
請到rd.playstation.com/psvr/zvr2/觀看指南影片確認連接方法。您亦可從
QR代碼存取網址。

支援
官方網站（見下文）的PlayStation®產品支援網頁，提供產品的最新常見問
題和解答。

官方網站
asia.playstation.com/

客戶服務熱線
週一至週日：9:00-20:00
香港：852-2341-2356
新加坡：800-8523-663
台灣：0809-079-888（限市話），(02)2735-5398

이상하게 동작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빛 가리개

C

VR 헤드셋의 (전원) 버튼(
"각부 명칭")을 7초 이상 눌러서 강제종료한 후 전
원을 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PS4™를 재기동해 주십시
오.

D
E

VR 헤드셋에서 빛 가리개를 분리하여 물에 씻어 주십시오.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없애고 잘 말린 후 VR 헤드셋의 13군데 구멍에 빛 가리개의 돌기를 맞춰 고정해 주
십시오.

온도 상승 메시지가 표시된 경우에는
F

• 프로세서 유닛 내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온인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환풍구가
막힌 상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대로 계속 사용하면 조작
할 수 없게 됩니다. PS4™의 전원을 끈 후 잠시 두었다가 다시 전원을 켜 주십시
오.
• 제품을 폐쇄된 캐비넷이나 열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빛 가리개

G

AC 어댑터 및 AC 전원 코드의 사용에 대하여
• 문제가 있을 때 즉시 AC 전원 코드를 뽑을 수 있도록 전원은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쪽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품의 작동이 이상하거나 이상한 소리나 냄새가 나거나
너무 뜨거워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AC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은 후 즉시
다른 케이블도 분리해 주십시오.
• AC 전원 코드의 플러그는 프로세서 유닛의 상태 표시등에 빨간색 불이 켜져 있을
때 콘센트에서 빼 주십시오. 상태 표시등에 흰색 불이 켜져 있을 때나 빨간색 불
이 깜빡이고 있을 때 빼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동봉된 AC 어댑터와 AC 전원 코드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동봉된
AC 어댑터와 AC 전원 코드는 본 기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AC 어댑터나 AC 전원 코드를 본 기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제품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
고 화재/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HDMI™ 케이블을 연결한 후 AC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연결해 주십시오.
–– 젖은 손으로 AC 전원 코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 AC 어댑터를 천 등으로 덮은 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과열되어 화재 및 고장
의 원인이 됩니다.
–– 손질하기 전이나 장기간 본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AC 전원 코드를 콘센
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 변압기나 DC/AC 인버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H

• 연결할 때에는 단자부에 먼지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 VR 헤드셋 및 AC 어댑터를 케이블을 잡고 휘두르지 마십시오.
"각부 명칭")가 꺼져 있을 때 분리해 주
• VR 헤드셋 케이블은 트래킹 라이트(
십시오. 트래킹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 분리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무거운 물체를 올리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
십시오.
•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 주십시오. 작은 부품을 실수로 삼키거나 케이블
을 잡아 당겨 프로세서 유닛이나 VR 헤드셋이 떨어지거나, 케이블을 목에 감는
등 사고나 부상,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천둥번개가 치면 AC 전원 코드, AC 어댑터 및 프로세서 유닛에 손대지 마십시
오.
• 제품 내부(단자, 환풍구 등)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
오.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콘센트를 뽑아 주십시
오.
• 그을음이나 수증기, 습기나 먼지, 담배 연기가 많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원이 켜진 상태의 프로세서 유닛이나 AC 어댑터를 장시간 만지거나 환기구에
서 나오는 바람을 장시간 쬐지 마십시오. 저온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온 화상이란 비교적 낮은 온도(약 40 ℃ 이상)의 물체에 장시간 피부가 닿은 채로 있
을 때 일어나는 화상 등을 말합니다.

• VR 헤드셋이나 스테레오 헤드폰, 스테레오 헤드셋이 피부에 맞지 않을 때는 사용
하지 마십시오. 피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
오. 헤드셋이나 헤드폰의 사용을 중지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는 의사의 진단을 받
아 주십시오.
• 제품 및 부품은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품을 폐기하실 때는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정한 폐기 규정에 따라 주십시오.
• 제품의 표면이 변질, 변색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 솔벤트나 기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고무나 비닐 제품 등을 장시간 접촉시키지 마십시오.
• 헤드셋을 큰 소리로 장시간 계속해서 들으면 청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
전한 음량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큰 소리로 듣다 보면 큰 음성이 보통
으로 느껴지게 되지만 이는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말소리가 작게 들리면 듣기를 멈추고 청력을 확인해 주십시오. 음량
을 크게 들을수록 청력이 더 빨리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는:
–– 헤드셋을 높은 음량으로 듣는 시간의 양을 제한하십시오.
––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음량을 높이지 마십시오.
–– 주변 사람의 이야기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음량을 낮추십시오.
• 공기가 건조한 때에 헤드셋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다보면 귀에 찌릿하는 통증을 느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체에 축적된 정전기에 의한 것으로 헤드폰 또는 헤
드셋의 고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 연령에 대하여
PS VR의 사용 연령은 12세 이상입니다.

VR 헤드셋의 착용에 대하여

A)
B)
C)
D)
E)
F)
G)
H)
I )

먼지가 쌓여 있을 때에는 청소기 등으로 먼지를 제거해 주십시오.

스테레오 헤드폰 단자
헤드폰 고정용 홈
(전원) 버튼
빛 가리개
마이크
트래킹 라이트(뒷면)
음량 + 버튼
(마이크 음소거) 버튼
음량 - 버튼

스테레오 헤드폰에서 이어피스를 분리한 후 희석한 중성세제로 씻어 주십시오. 부
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없앤 후 잘 건조하여 다시 부착해 주십시오.
이어피스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피스 교환하기" 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요 사양

프로세서 유닛

뒷면
B

절대 제품이나 액세서리를 분해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제품 및 액세서리는 본 사용설명서의 안내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제품에 대한 분
석 및 개조, 회로 설정에 대한 분석 및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분해하면
제품의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또한 분해, 개조된 제품은 화재 및 감전, 고장의 위험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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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본 문서에 기재된 조작 설명 및 화면은 PS4™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PS VR의 디
바이스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설정 비디오

VR 헤드셋

접속 방법은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
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QR 코드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rd.playstation.com/psvr/zvr2/

C

B

A ) 상태 표시등
흰색 불 켜짐： 전원 켜짐
빨강 불 켜짐： 대기 모드
B ) AUX 단자
C ) HDMI 출력 단자

A

" "와 "PlayStation"은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의 등록상표 또
는 상표입니다.

추가 정보

디자인 및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

스크린

1920 × RGB × 1080
(좌우의 눈 각각에 960 × RGB × 1080의 영상을
표시)

센서

6축 검출 시스템
(3축 자이로, 3축 가속도)

단자

스테레오 헤드폰 단자

크기

약 187 × 185 × 277 mm
(가로 × 높이 × 세로, 최대 돌출부 제외, 헤드밴드
길이 최단일 때)

무게

약 600 g (케이블 제외)

허용 온도

5 ℃~35 ℃

고객지원 사이트
수리에 관한 안내 및 자주 하는 질문 등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 02-6677-7771 또는 080-723-7235
(접수시간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https://asia.playstation.com/ko-kr/support/
홈페이지 https://asia.playstation.com/ko-kr/(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시
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프로세서 유닛
HDMI TV 단자
HDMI PS4 단자
입출력

PS4™의 기능 화면에서
(설정) ＞ [주변기기] ＞ [PlayStation VR]을 선택
한 후 설정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알아두기
• 이 설정은 PS4™에 PS VR을 접속하고 있을 때만 표시됩니다.
• 일부 항목은 (PS) 버튼을 1초 이상 누르고 있을 때 표시되는 빠른 메뉴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PS VR의 설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S4™의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해 주
(설정) ＞
(사용자 가이드/유용한 정보) ＞
십시오. 기능 화면에서
(사용자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보호자에 의한 이용 제한에 대하여

A)
B)
C)
D)
E)

HDMI TV 단자
HDMI PS4 단자
(USB) 단자
DC IN 12V 단자
환기구

스테레오 헤드폰
A

앞면
C

C

A ) 이어피스
B ) 스테레오 헤드폰 플러그
C ) 고정핀
E
F
G

A ) 트래킹 라이트(앞면)
뒤쪽의 불이 파란색으로 켜짐： 전원 켜짐
모든 불이 파란색으로 켜짐： VR 모드 중
불 꺼짐：
전원 꺼짐
B ) 스코프 조절 버튼
C ) 전면 헤드패드
D ) 후면 헤드패드
E ) HDMI 커넥터
F ) AUX 커넥터
G ) 스코프

이어피스 교환하기
구매 시 스테레오 헤드폰에는 M 사이즈의 이어피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귀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들면 동봉된 S 사이즈나 L 사이즈로 교환해 주십시오. 교환
하실 때는 이어피스를 돌리면서 벗겨 주십시오.

이어피스를 부착하실 때는 사용중에 벗겨지지 않도록 확실히 끼워 넣어 주십시오.

D E

F

제품을 닦거나 관리할 때 아래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 안전을 위해, 손질을 할 경우에는 AC 전원 코드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
십시오.
• 제품 외부의 오염을 제거할 때 솔벤트나 기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닦을 때 화학성 청소용 헝겊으로 닦지 마십시오.

프로세서 유닛의 표면, VR 헤드셋의 표면, 패드, 단자류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헤드밴드
장착 센서
렌즈
조절 다이얼
헤드밴드 릴리스 버튼
트래킹 라이트(뒷면)
이어피스 홀더

약 300 g

허용 온도

5 ℃~35 ℃

100-240 V
50/60 Hz

1A

출력

12 V

크기

약 108 × 46 × 30 mm
(가로 × 높이 × 세로, 최대 돌출부 제외)

무게

약 146 g

3A

최신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QR 코드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
다.
rd.playstation.com/psvr/zvr2/

AS
1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4 교환/수리에 대하여

손질에 대하여

G

무게

1.7A

3 보증 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사용설명서 등의 주의 사항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 상태)에서 고장날 경우에는 당사에서 무료로 수리해 드립니다.

알아두기
C

크기

약 150 × 39 × 114 mm
(가로 × 높이 × 세로, 최대 돌출부 제외)

2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에 준합니다.

뒷면
B

12 V

대응하는 영상 입력 신호에 대하여

D
B

A

약 20 W

전원

입력

VR 헤드셋

B

최대 소비 전력

AC 어댑터

각부 명칭

A

(USB) 단자

HDMI 출력 단자
AUX 단자

자녀가 PS4™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가 필요에 따라 VR 헤드셋의 이용을 제한할
(설정) ＞ [자녀보호기능/패밀리 관리]를 선택한
수 있습니다. 기능 화면에서
후 자녀별로 설정해 주십시오.

A)
B)
C)
D)
E)
F)
G)

AS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당사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페이지
(https://asia.playstation.com/ko-kr/support/)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
"추가 정보")에 문의해 주십시오.
(

그 외 시스템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개발사의 등록상표 혹은 상표입니다.

PS VR에 대하여

• 바른 착용 상태로 사용해 주십시오.
–– 착용 방법은 PS4™의 기능 화면에서
(설정) ＞ [주변기기] ＞
[PlayStation VR]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있습니다.
–– 조절 다이얼(
"각부 명칭")을 너무 바짝 죄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 VR 헤드셋은 안경을 쓴 채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스코프(
"각부 명칭")의
위치를 조절하실 때는 안쪽 렌즈와 안경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착용한 후 정기적으로 착용감을 확인해 주십시오.

• VR 헤드셋의 렌즈(
"각부 명칭")에 직사광선이나 강한 빛이 닿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십시오. VR 헤드셋 화면이 변질되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각부 명칭")를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장착센서가 가
• PS VR의 장착 센서(
려진 상태에서는헤드셋을 벗어도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장시간 같은
화면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미지의 흔적이 남아 화면에 잔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스크린은 고도의 정밀 기술로 만들어졌으나 간혹 불이 들어오지 않는화소나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화소가 보이거나 색이나 밝기가 얼룩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
다. 또한 전원을 껐을 때 몇 초간 화면이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장이 아닙니다.

1） 출장교환/수리는 불가합니다. 서비스를 접수하시면 택배를 연결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2） 부품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3） 본 제품의 보증은 당사 및 당사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고객님의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본 제품의 보증은 한국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This warranty is valid only
in Korea.)
5） 당사는 이 규정을 언제라도 갱신/수정할 수 있으며 AS 시에는 최신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규정에 관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페이지 (https://asia.playstation.com/ko-kr/support/)를
참조해 주십시오.

"SONY"와 "

이어피스

• 제품 및 액세서리를 고온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 제품 및 액세서리를 불안정하거나 기울어진 곳, 진동이 발생하는 곳에 두지 마십
시오.

VR 헤드셋 화면에 대하여

10 주의

저작권/상표

환기구

A

• PS VR은 PS4™와 PlayStation®Camera를 함께사용함으로써 가상 현실을 즐
기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착용한 VR 헤드셋의 위치나 방향, 움직임을 카메
라가 읽어들여 직감적인 조작을 실현합니다.
• PS4™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PS VR의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버전
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VR 헤드셋을 사용하시려면 CUH-ZVR2에 동봉된 프로세서 유닛에 연결해 주십
시오. CUH-ZVR1의 프로세서 유닛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AS 의뢰품의 수리 완료일을 알려 드린 경우(고객님의 사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를 포
함) 수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수리 의뢰품을 찾아가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당사에 AS 의뢰시 등록하신 연락처로 3회 연락을 드린 후 당사에서 이를 처분합니다. 이 때
수리 요금, 보관(보관 장소까지의 운반 비용을 포함하는 제비용) 및 처분에 든 비용 일체를
당사 처분에 따라 신속히 지불해 주십시오.

VR 헤드셋
I

앞면

보관에 대하여

보내주실 때는 운송 중에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포장해 주십시오. 불충
분한 포장에 의해 운송 중에 제품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환/수리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9 AS 의뢰품의 보관에 대하여

알아두기
렌즈에 물방울이나 오염이 묻은 채로 방치하면 변질되거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PS VR 설정하기
"추가 정보")

사용 및 관리
1A

렌즈 전용의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종이 타올 같은 종이 제품이나 렌
즈를 닦는 용도가 아닌 티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B

VR 헤드셋은 앉은 상태로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콘텐츠에 따라서는 선 자세로 사
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交流電轉換器
100-240 V
50/60 Hz

A

PS VR을 찬 곳에서 따뜻한 실내로 옮긴 직후에는 VR 헤드셋 및프로세서 유닛 내부
에 이슬이 맺혀(결로)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있습니다. 결로 현상이 일어났
을 때에는 VR 헤드셋의 전원을 끄고, AC전원 코드의 플러그를 뽑은 상태로 몇 시간
동안 방치해 주십시오. 몇시간이 경과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
"추가 정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희웹사이트(

VR 헤드셋 사용 시의 자세에 대하여

안전

8 포장에 대하여

렌즈

밑면

이런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사용전 주의 사항

1.7 A

操作溫度

경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본 사용설명서와 대응 하드웨어의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신
후 설치를 위한 안내와 경고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읽어보신 후에는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피로, 어지러움, 구역질, 두통이 있거나 알코올이나 약에 취한 상태이거나 움직임
이나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PlayStation®VR을 사용하지 마십
시오. 지병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PS VR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
해 주십시오.
•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주위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VR 헤드셋은 주위의 장애물
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착용하시기 전에 플레이 영역 주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치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플레이 영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빠른 시작 가이드의 "플레이 영역에 대하여"를 참조해 주십시오.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벽이나 계단, 가구, 장애물 등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사용 중에 플레이하는 공간에 반려동물이나, 사람, 기타 장애물이 들어오지 않도
록 공간의 안전 확보를 해 주십시오.
• 플레이 영역의 가운데에 있도록 하시고 VR 헤드셋을 착용한 채로 걸어 다니지 마
십시오. 가능한 한 앉아서 체험해 주시고 VR 헤드셋을 착용중에는 머리나 몸, 팔
다리의 과도한 움직임을 자제해 주십시오.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서서 이용해야
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안내에 잘 따라 주십시오.
• 플레이를 시작하기 전에 VR 헤드셋의 케이블이 몸이나 목, 팔다리에 감기지 않았
는지 확인하시고, 플레이 중에도 자주 확인해 주십시오.
• 본인이나 자녀가 아래와 같은 문제나 증상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
오.
어지럼증, 시야 흐려짐, 눈이나 근육 경련, 의식장애(실신), 방향감각 상실, 발작,
또는 불수의운동이나 경기. 게임 플레이 재개를 위해서는 의사의 승인을 받아 주
십시오.
• 간혹 멀미, 메스꺼움, 방향감각 상실, 시야 흐려짐이나 기타 불쾌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VR 헤드셋을 벗어
주십시오. 휴식을 취하고 손상되지 않은 시각, 균형, 협응이 필요한 활동은 증상
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피해 주십시오.
• 피로하거나 수면 부족인 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흔들림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가상 현실 영상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짧
은 시간 동안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 일반적으로 한 시간마다 15분 휴식을 취해주시기를 권합니다. 가상 현실 콘텐츠
를 볼 때 필요한 휴식 시간의 길이나 빈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불쾌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 사용 후에 불쾌한 증상이 있을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위 증상에 더해 플레이 중에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피로, 멀미와 비슷한 증상을
느끼거나 눈, 귀, 손, 팔, 다리와 같은 신체 일부에 불쾌감이나 통증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사용을 중단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訊號處理器

重量

이슬맺힘(결로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는

알아두기
프로세서 유닛이나 AC 전원 코드 등의 단자가 더러우면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경우
가 있습니다. 또한 헤드폰이나 헤드셋의 단자가 더러우면 잡음이나 소리 끊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장 제품과 함께 보내주신 동봉품은 돌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제품 구입 후에 장착한 물품(스티커 등)은 제거하신 후 보내 주십시오.
2） 보내주신 제품은 당사의 판단에 따라 교환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환의
경우 리퍼비시 제품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3） 교환의 경우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제품(본체, 상자 등) 일체를, 수리의 경우는
수리시 제거한 고장 부품을 당사의 규정에 따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4） 제품의 교환/수리 과정에서 하드 디스크의 초기화 및 재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 백업을 해주십시오. 교환/
수리 후에는 고객님이 직접 재설정하셔야 합니다.
5）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5 보증 기간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상 수리로 처리되어 비용이 청구됩니다.
1） 보증서(제품상자에 인쇄)가 없는 경우
2） 보증서에 구입 연월일, 판매점 날인 등이 없는 경우
3） 보증서가 본 제품의 것이 아니거나 보증서에서 시리얼 라벨이 떨어져 있거나 본
제품의 보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상의 부주의, 다른 제품으로부터 받은 손상
5） 구입 후 이동, 수송, 낙하 또는 액체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서 발생한 고장 및 손상
6） 화재, 지진, 풍수해, 낙뢰 등 기타 천재지변이나 공해, 염해, 이상 전압 등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7） 일반 가정이 아닌 곳(예를 들어 업무용/상업용/전시용)에서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8） 보증서가 임의로 수정된 경우
9） 1)~8)에 해당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6 해외에서 판매된 제품의 경우 한국(SIEK)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증 기간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교환/수리가 불가능합니다.
1） 부당한 수리/분해/개조(소프트웨어 포함)에 의한 고장 및 손상
2） 당사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사용한 제품
3）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보증씰 및 제품에 표시된 시리얼 라벨이 없거나 벗겨낸
흔적이 있는 제품
4） 불충분한 포장에 의해 운송 중에 파손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
5） 제품의 훼손이 심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6） 기록 매체 (하드 디스크 및 기록 미디어)에 있는 손상된 데이터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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