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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PlayStation®2 전용 이더넷용 네트워크 어댑터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PlayStation®2 전용 네트워크 어댑터 응 표시가 있는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 보시고 나중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PlayStation®2 전용 네트워크 어댑터는 PlayStation®2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Network Adaptor (Ethernet)
(for PlayStation®2)
PlayStation®2 전용 이더넷용
네트워크 어댑터

전자제품은 안전을 위하여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나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 사용설명서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주의사항과 제품
의 취급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사용설명서와 PlayStation®2 콘솔의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 보신 다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안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읽으신 후에는 항상 찾기 쉬운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읽어 보신 후 안전한 사용법을
지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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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나 심한 충격을 피하고 비나 수분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액체성분이 들어 있는 용기를 본 기기 위에 올려 놓지 마십시오.

정전기를 피하며 절 로 분해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전문 기술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사용설명서에서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변형 또는 개조로 인한
고장 또는 손상에 한 기기의 보증은 무효화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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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하여

경고 표시의 의미

사용설명서 및 제품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신 다음 본문을

읽어 주십시오.

이 표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와 감

전 등으로 인한 사망 혹은

심한 부상 등과 같은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이 표시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전이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다치

거나 주변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주의 환기의 기호

행동 금지의 기호

행동 지시의 기호

본 제품은 최고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자제품은 잘못 사용하
게 되면 화재나 감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
합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안전을 위하여 주의사항을 지킨다.

5~6페이지의 주의사항을 잘 읽어
주십시오.
본 제품에 한 안전상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동상태가 이상하거나 콘솔 외곽
등이 파손되면 즉시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로 수리를 의뢰해 주십시오.

만일 이상이 생기면

이상한 소리나 냄새, 연기가 나면

1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2 인포메이션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불이 붙으면

•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거나
차단기를 내립니다.

•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 물을 계속 뿌리거나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끕니다.
• 119 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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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감전으로 인한 사망과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습기와 먼지가 많은 장소나
그을음과 수증기가 닿는 곳에는
두지 마십시오.

위와 같은 장소에 두면 화재와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욕실 등에서는 절 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기구에는 먼지가 쌓이기 쉬우
므로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십
시오.

제품 내부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분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화
재나 감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이나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콘솔
뒷면의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뺀
후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
의해 주십시오.

분해와 개조를 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다치는 원인이 됩니다.
내부의 점검이나 수리는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해 주십
시오.

천둥번개가 치면 콘솔과 전원
플러그에 손 지 마십시오.

감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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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다치거나 주변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난방기
구 등과 같은 발열기구 근처에
설치 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화재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를 할 때는 전원 플러그를
뽑습니다.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 플
러그와 이더넷 케이블을 꽂은
채 청소하면 감전 사고의 원인
이 됩니다.

     

NETWORK(네트워크) 접속단
자에 전화선이나 지정하지 않은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
십시오.

본 제품의 NETWORK(네트워
크) 접속단자에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케이블 및 전화선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전류로 인하여 커넥터가 오작동
하거나 과열 또는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용
전화기나 사무용 전화 회선에는
절 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 100 Base-TX 및
10 Base-T 타입이
아닌 네트워크 케이블

• 일반 전화선
• ISDN(디지털) 응 공중전화 잭

• PBX(LAN 전송기) 전화회선
• 홈 네트워크 또는 회사 전화

용 회선
• 기타 전화선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십시오.

유아가 본 제품이나 케이블,
코드 등을 만지고 놀지 않도록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 주십시오.
케이블, 코드 등으로 목을 감거
나 잡아당겨 PlayStation®2
콘솔이나 주변기기가 떨어져
다치거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본 제품과 주변기기를 바닥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발에 걸리거나 밟아서 다치거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콘솔과 포장 등은 주의하여
폐기해 주십시오.

본 제품과 주변기기 등은 금속
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
므로 태우면 위험합니다.
폐기할 때에는 충분히 주의
해서 각 지역에서 정한
폐기 규정에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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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하여

응 기종
PlayStation®2 전용 이더넷용 네트워크 어댑터는 한국시장용
PlayStation®2 콘솔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 소프트웨어
본 제품은 PlayStation®2 전용 네트워크 어댑터 응 표시가 있는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댑터의 사용 방법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릅니다. 하드웨어 요구 사항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본 제품의 사용에는 PlayStation®2 전용 네트워크 어댑터 응
표시가 있는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 본 제품은 이더넷(Ethernet) 연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화
접속 네트워킹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별매의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
(메모리 카드)(8MB)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PlayStation®2 전용 이더넷용 네트워크 어댑터에는 “ ”표시
가 있습니다. 이는 PlayStation®2 전용 내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
브(별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내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발매는 미정이므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이 본 제품을 사용할 때는 보호자께서 항상 자녀
들의 안전한 제품 사용법과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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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안전성
본 제품은 최고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전자제품도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나 감전사고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준수해 주십시오.

• 모든 경고, 주의 및 지침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이상한 소리 또는 냄새가 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 본 설명서에서 지정한 종류가 아닌 케이블을 NETWORK(네트워
크) 접속단자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제 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용 및 취급

•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불안정한 곳, 경사진 곳, 진동이 있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 네트워크 어댑터가 장착된 콘솔의 전원이 켜져 있을 때 이동
시키거나 위치를 바꾸지 마십시오.

• 고온 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에 노출하지 마십시오(5°C~35°C
범위 내에서 사용).

• 기온이 급격히 변화하는 곳(예를 들어 1시간당 10℃ 이상의
기온차)에 두지 마십시오.

•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네트워크 어댑터에 수분이나 미세한 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자석, 확성기, TV와 같이 자기가 발생하는 자기장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 절 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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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의 금속 단자부분을 만지거나 커넥터 안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두십시오.

•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는 플러그 부분을 잡고 뽑으십시오.
코드만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 PlayStation®2 전용 내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외의 내장형
주변 기기는 연결하지 마십시오.

• 장시간 동안 네트워크 어댑터의 표면에 고무나 비닐로 된 물체를
접촉시키지 마십시오. 플라스틱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슬이 맺히는 경우
찬 곳에서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가지고 가면 네트워크 어댑터의
외부 또는 내부에 이슬이 맺힐 수 있습니다(결로현상). 이로 인해
네트워크 어댑터가 제 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는 수분이 증발할 때까지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을 켜지 마십시
오(수분 증발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제 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네트워크 어댑터 청소하기
안전을 위해 네트워크 어댑터를 청소하기 전에 (1) 콘솔 뒷면의
MAIN POWER(주전원) 스위치로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을 끕
니다. (2)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습니다. (3) 네트워크 어댑터에서
네트워크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신나, 용제 또는 기타 화학 물질을 사용
하여 네트워크 어댑터의 외부를 닦지 마십시오.
시중에서 판매되는 청소포를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 네트워크 어댑터의 외부가 더러워진 경우 물로 희석한 중성세제
를 부드러운 천에 살짝 적신 다음 꽉 짜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 헝겊으로 외부의 더러운 부분을 닦아 내고 마른 헝겊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용상 주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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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어댑터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시에 따라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
하십시오. 네트워크 어댑터의 분해나 개조는 허가되지 않으며
제공된 회로 설정을 개조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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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PlayStation®2 전용 이더넷용 네트워크 어댑터 (1)

내용물 확인하기

• 사용설명서 (1)

내용물 중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13

3121 2 3 4

LINK ACT

NETWORK

각 부분 명칭

앞면

1 고정나사
PlayStation®2 콘솔에
네트워크 어댑터를 고정
시킵니다.

2 LINK(링크) 표시등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을
때 불이 켜집니다.

3 ACT(액티브) 표시등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을 때 불이 켜집니다.

4 NETWORK(네트워
크) 접속단자
이더넷(Ethernet) 연결용
네트워크 케이블(100
Base-TX/10Base-T)을
꽂습니다.

1 PlayStation®2 콘솔
커넥터
PlayStation®2 콘솔의
확장 버스 커넥터에 연결
합니다.

2 HDD 전원 커넥터
PlayStation®2 전용 내장
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HDD 전원 커넥터에 연결
합니다.

3 HDD 인터페이스
커넥터
PlayStation®2 전용 내장
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HDD 인터페이스 커넥터
에 연결합니다.

뒷면

경고

본 설명서에서 지정한 종류가 아닌 케이블을 NETWORK(네트
워크) 접속단자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상세한 사항은 23페이지
의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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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tation®2 콘솔에
장착하기

주의

• 안전을 위해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PlayStation®2 콘솔에 PlayStation®2 전용 내장형 하드디스
크 드라이브를 장착하는 방법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사
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PlayStation®2 콘솔 뒷면에 있는 EXPANSION
BAY(확장베이) 커버를 떼어 냅니다.
EXPANSION BAY(확장베이) 커버를 떼어낼 때는 커버 위의
옴폭한 부분에 손가락 끝을 걸어서 앞으로 잡아 당기십시오.
커버를 떼어 낸 후에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
오.

PlayStation®2
콘솔 뒷면

EXPANSION BAY
(확장베이)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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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ayStation®2 콘솔 뒷면에 네트워크 어댑터를
장착합니다.

네트워크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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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tation®2 콘솔에 장착하기(계속)

3 PlayStation®2 콘솔에 네트워크 어댑터를 고정
시킵니다.
동전을 사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고정나사를 돌립니다.
너무 단단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주의 사항

• 고정나사를 조일 때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고정나사를 너무 단단하게 조이면 고정나사나 콘솔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4 네트워크 어댑터에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23페이지의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5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습니다.

고정나사



17

6 콘솔 뒷면의 MAIN POWER(주전원) 스위치를
사용하여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을 켭니다.

7 콘솔 앞면에 있는 1 ( 기)/ RESET(리셋) 버튼
을 누르고 화면에 메인메뉴가  나타났는지 확인하
십시오. 이 때 1 LED 표시는 녹색입니다.

네트워크 응 소프트웨어 종료하기

네트워크 응 소프트웨어를 종료할 때 주의할 점
네트워크에 응한 소프트웨어를 종료할 때는 게임 화면
또는 소프트웨어 설명서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종료
할 방법을 모를 경우는 PlayStation®2 콘솔 앞면에 있는
1( 기)/RESET(리셋)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네트워크 응 소프트웨어에서는 1/RESET 버튼을 눌
러도 리셋 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응 소프트웨어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가 종료되지 않을 때는 1/ RESET 버튼을 누
른 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PlayStation®2 콘솔 앞면의
1( 기) LED 표시에 빨간 불이 켜지고 기 상태가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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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tation®2 콘솔에서
분리하기

1 PlayStation®2 콘솔 앞면에 있는
1 ( 기) LED 표시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한 후 콘솔 뒷면의 MAIN POWER(주전원)
스위치로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을 끕니다.

2 콘센트에 연결된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 냅니다.

3 네트워크 어댑터에서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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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나사를 풉니다.
동전을 사용해서 시계 반  방향으로 고정나사를 돌립니다.

주의 사항

고정나사를 풀 때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PlayStation®2
콘솔 뒷면

고정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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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솔에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분리합니다.
콘솔에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앞으로 끌어당겨 분리합니다.

6 EXPANSION BAY(확장베이) 커버를 끼웁니다.
네트워크 어댑터를 분리한 후에는 EXPANSION BAY(확장
베이) 안에 있는 확장 버스 커넥터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EXPANSION BAY(확장베이) 커버를 끼워주십시오.

네트워크 어댑터

PlayStation®2 콘솔에서 분리하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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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어댑터 사용하기

네트워크 어댑터가 장착된 콘솔 설치하기

네트워크 어댑터가 장착된 PlayStation®2 콘솔은 수직이
나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작동 중에는 콘솔의 위치(수직에서 수평으로 또는 그 반 )
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콘솔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착된 콘솔에 심한 물리적 충격이나 진동을 가하여 콘솔을
이동하지 마십시오.



22

네트워크 어댑터가 장착된 PlayStation®2 콘솔을 수직으로
세워 둘 경우에는 별매의 PlayStation®2 전용 수직
받침 (SCPH-10040 G)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PlayStation®2 전용 수직받침 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수직 위치

PlayStation®2 전용 수직받침 가 없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콘솔을 수평 위치로 설치하십시오.

수평 위치

네트워크 어댑터 사용하기(계속)

PlayStation®2 전용
수직받침

PlayStation®2 콘솔

PlayStation®2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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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케이블 연결하기

PlayStation®2 콘솔에 장착된 네트워크 어댑터에 있는
NETWORK(네트워크) 접속단자를 통해 PlayStation®2
콘솔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00Base-TX 케이블을 사용하여 100Mbps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10Base-T 케이블을 사용하여 10Mbps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연결하실
네트워크 장치(예: 라우터, DSL 모뎀, 케이블 모뎀 등)
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NETWORK(네트워크) 접속단자에 부착된 보호 스티커는 적합
하지 않는 케이블 연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NETWORK(네트워크) 접속단자를 처음 사용할 때
이 스티커를 떼어 내십시오. 스티커를 뗀 후에는 케이블을
잘못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NETWORK(네트워크) 접속단자에는 다음과 같은 네트
워크 케이블 및 전화선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전류로 인하여 커넥터가 오작동하거나 과열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용 전화기나 사무용 전화
회선에는 절 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 100Base-TX 및 10Base-T 타입이 아닌 네트워크 케이블
• 일반 전화선
• ISDN(디지털) 응 공중전화 잭
• PBX(LAN 전송기) 전화회선
• 홈 네트워크 또는 회사 전화용 회선
• 기타 전화선

주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프로바이더)에
따라서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예상 밖의 요금이 고객님께 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
시오. 상세한 사항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프로바이더)
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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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라고 생각될 때

네트워크 어댑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페이지를 활용해 주십시오.
또한 PlayStation®2 콘솔 사용설명서의 해당란을 참조하십시오.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품관련 문의사항
인포메이션 센터 :080-723-7235 또는 02-6677-7771

(SCE) (SCEK)

(접수시간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홈페이지 http://www.scek.co.kr

네트워크 어댑터 이외의 부분에 한 문제
본 사용설명서는 PlayStation®2 전용 이더넷용 네트워크 어댑터
전용입니다.
별매의 주변기기나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생기면 해당 설명서나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t PlayStation®2 콘솔의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제 로
꽂혀 있지 않습니다.

플러그가 콘센트에 제 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t 네트워크 어댑터가 콘솔에 제 로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어댑터가 콘솔에 제 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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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네트워크 어댑터에 응한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
가 콘솔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어댑터에 응한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
를 콘솔에 넣어 주십시오.

t 네트워크 어댑터 응이 아닌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댑터에 응한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
를 사용해 주십시오.

t 네트워크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설명서를 참조하여 지시 로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t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습니다.

잠시 후 네트워크 연결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t 네트워크 케이블이 제 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케이블이 제 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t 네트워크 케이블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상세한 사항은
연결하신 네크워크 장치(예: 라우터, DSL 모뎀 등)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t 네트워크 장치(예: 라우터, DSL 모뎀 등)의 포트 또는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장치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제 로 연결하거
나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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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양

크기(약)
133 × 72 × 27 mm(가로×높이×깊이)

무게(약)
150 g

허용 온도
5°C ~ 35°C

앞면의 입력/출력
NETWORK(네트워크) 접속단자 (1)

뒷면의 입력/출력
PlayStation®2 콘솔 커넥터 (1)
HDD 전원 커넥터 (1)
HDD 인터페이스 커넥터 (1)

디자인 및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책

당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해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본 제품의 고장 등으로 인한 손해₩비
용에 해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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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증서

• 상자에 인쇄된 국내용 보증 서류를 참조하십시오.

한국 고객님께:

• 제품을 포장한 상자에는 본 제품의 보증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절 로 버리지 마십시오.
또한 상자는 수리시 제품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수리시에는 상자에 있는 보증서를 잘라내지 마십시오. 본 제품의
해당 보증서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자에 부착된 바코드 라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규정

• 보증기간은 Sony Computer Entertainment Korea Inc.가 별도
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에 준합니다.
• 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사용설명서 등의 주의 사항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Sony Computer
Entertainment Korea Inc.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 보증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1) 보증서(제품 상자에 기재)가 없는 경우
2) 제품 상자에 제조 번호(SERIAL)를 포함한 바코드 라벨이

없는 경우
3) 보증서에 구입 년월일, 고객명, 판매점 날인 등이 없는 경우
4) 보증서가 본 제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 상의 실수나 당사 제품 및 당사가 인정하는 제품 이외의

제품으로 인한 손상이나 기타 기기로부터 받은 손상
6) 구입 후 이동, 수송, 낙하, 또는 액체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서

발생한 고장 및 손상
7) 화재, 지진, 풍수해, 벼락 등 기타 천재지변이나 공해, 염분에

의한 손상, 이상 전압 등에 의한 고장 및 손상
8) 일반 가정이 아닌 곳(예를 들어 업무용)에서의 고장 및 손상

• 본 제품의 보증은 한국에서만 유효합니다.

This warranty is valid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Printed in Japan

“ ”, “PlayStation” 및 “ ”는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SONY” 및 “ ” 는 Sony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