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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PlayStation®2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기기에서는 PlayStation®2 규격 CD-ROM 및
DVD-ROM, PlayStation® 규격 CD-ROM, 지역코
드가 3번인 DVD 비디오 디스크, 음악 CD를 재생하
실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
시고, 나중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MEMORY CARD(메모리 카드) 슬롯

" " 패밀리 로고

1 (대기)/RESET(리셋) 버튼,
1 LED 표시

A (열기) 버튼, A LED 표시

디스크 트레이

컨트롤러 포트

L2 버튼, R2 버튼
L1 버튼, R1 버튼

방향키

f ,a , ✕ ,s 버튼

START(시작) 버튼

ANALOG(아날로그) 모드 버튼

SELECT(선택) 버튼

왼쪽 스틱, 오른쪽 스틱
L3 버튼, R3 버튼

전자제품은 안전을 위하여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 사용설명서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주의사항과 제품의 취급법이 안내되어 있
습니다.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 보신 다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안전을 위하여」 페이지는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읽으신 후에는 항상 찾기 쉬운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읽어 보신 후 안전한 사용법을 지도해 주십시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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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tation®2 는 최고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자제품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재나 감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안전을 위하여 주의사항을 지킨다.
4~7페이지의 주의사항을 잘 읽어 주십시오.
PlayStation®2에 한 안전상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설치할 때 또는 1년에 한 번은 전원 코드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콘센트와 전원 플러그 사이·환기구에
먼지가 쌓여 있지 않는지, 플러그가 제 로 꽂혀 있는지 등을 점검해 주십시오.

고장이 나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동상태가 이상하거나 케비넷 등이 파손되면, 즉시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로 수리를 의뢰해 주십시오.
또한 AC전원 코드가 파손되면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만일 이상이 생기면

이상한 소리나 냄새, 연기가 나면,
➊전원을 끕니다.
➋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으십시오.
➌인포메이션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불이 붙으면
•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내거나 차단기를 내립니다.
•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 물을 계속 뿌리거나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끕니다.
• 119에 통보합니다.

경고 표시의 의미

사용설명서 및 제품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의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 본문을
읽어 주십시오.

이 표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와 감전 등으로 인한 사망 혹은 심한 부상 등과 같은 안
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이 표시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전이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거나 주변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주의 환기의 기호

행동 금지의 기호

행동 지시의 기호

안전을 위하여경고

경고

주의

화재 감전

손끼임

금지 분해금지

접촉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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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VIDEO" 로고는 상표명입니다.

PlayStation®2에서 사용 가능한 디스크 목차

처음에

연결

게임/음악 CD

DVD 비디오

추가정보

DVD 비디오 시스템과 지역제한
•본 기기는 NTSC 방송표준을 우선합니다. 다

른 방송표준(PAL이나 SECAM)으로  녹화된
디스크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DVD 비디오 중에는  과 같이 지역번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표시 속의 숫자는 디스크가
재생될 수 있는 DVD 플레이어의 지역번호를
나타냅니다.
이 표시가 없는 DVD나 숫자 3이 씌어져 있지
않은 DVD 비디오는 본 기기에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 ALL  표시의 DVD는 본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

습니다.
만약 다른 종류의 DVD를 재생할 경우 "This
disc cannot be played due to regional
restrictions "(이 디스크는 지역제한에 의해
재생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
타날 것입니다.

•지역번호 표시가 없는 DVD일지라도 지역제
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영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DVD 비디오 조작시 주의할 점
DVD 비디오는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의도에
의해 재생상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
다. 본 기기는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의도한
디스크 내용에 따라서 재생을 하므로 조작한

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생할 디스크에 제공되는 설
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특수한 모양의 디스크
불규칙한 모양의 디스크(예를 들어 하트나 별모
양의 CD)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콘솔이 제 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로고

디스크컬러

내용

디스크사이즈

PlayStation®2 규격
DVD-ROM

" " PlayStation®2 로고
와 과「FOR

KOREA ONLY」표기

은색

PlayStation®2 규격
CD-ROM

" " PlayStation®2 로고
와  과「FOR
KOREA ONLY」표기

청색

음성+영상

12cm

PlayStation® 규격
CD-ROM

PlayStation® 로고와
 과「FOR

KOREA ONLY」표기

검정색

디스크로고

내용

디스크 사이즈

재생 시간

음악 CD

음성

DVD 비디오

음성+영상

12cm

74분

8cm*
(싱글 CD)

20분

12cm

약 4시간(단면)/
약 8시간(양면)

8cm

약 80분(단면)/
약 160분(양면)

* 8cm의 음악 CD(싱글 CD)와 8cm의 DVD 비디오를 재생할 때는 반드시 콘솔을 수평 위치로 설치해 둔 상태에서 사용해 주

십시오.

안전을 위하여 2
PlayStation®2에서 사용 가능한 디스크 3
사용상의 주의 8
내용물 확인하기 9
콘솔 설치하기 9
TV 수상기에 연결하기 9
디지털 오디오 기기 연결하기 11
다른 디지털 디바이스 연결하기 11
메인메뉴 사용하기 12
게임하기 13
게임하기(아날로그 모드) 14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
와 Memory Card(메모리 카드) 사용하기 15
음악 CD 재생하기 15
DVD 비디오 재생하기 16
제어판 사용하기 17
DVD 플레이어의 설정과 조정 20
고장이라고 생각될 때 24
주요사양 25
용어해설 26
제품보증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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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금지

지시

금지

금지

금지

지시

제품 사용에 하여

본 제품을 사용할 때는 실내를
밝게하고 가능한 화면에서
떨어져 사용해 주십시오.

빛의 자극으로 인하여 근육경련
이나 의식상실 등의 경험이 있는
분은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
해 주십시오.
아주 드물게, 강한 빛의 자극을
받거나 점멸이 반복되는 TV화
면을 보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근육경련과 의식상실 등의 증세
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
습니다. 이러한 증세가 있는 분
은 사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본 제품의 사용
중에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 경우
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의 진단을 받아 주십시오.

장시간동안 연속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눈과 귀의 보호를 위
하여)
• 1시간에 15분 정도의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 피로하거나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용을 피해
주십시오.

• 귀를 자극할 정도의 음량으로
장시간 계속해서 사용하면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특히 TV에 헤드폰을
연결하여 들을 경우에는 주의
해 주십시오. 주위에서 불렀
을 때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음량으로 들읍시다.

피곤하거나 기분이 나빠지면
사용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자각증세가 느껴지
면 본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
해 주십시오.
사용을 중단해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
시오.
• 현기증, 구토, 멀미
• 손과 팔의 피로, 불쾌감, 통증
• 눈의 피로, 건조, 통증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2)의 사용에

하여

머리나 팔꿈치 등에 고 사용하
지 마십시오. *1

머리나 팔꿈치 등과 같이 뼈가 있
는 부분 및 얼굴과 복부 등 신체
일부에 고 사용하면 진동 기능
으로 인하여 몸에 좋지 않는 영
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뼈와 관절, 손과 손가락 등에
질환이 있는 분은 진동기능을
절 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1

뼈와 관절에 질환이 있는 분이나
손가락, 손, 손목, 팔 등이 골절·
탈구했거나 근육경련, 염좌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동 기능
을 절 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진동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맙시다. *2

장시간 계속해서 사용하면 팔과
손목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사용중에 신체의 일부에 불쾌감
이나 통증을 느꼈을 때는 즉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잠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불쾌
감이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 주십시오.
특히 진동 기능을 사용해서 장시
간 연속으로 플레이하지 마십시
오. 30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1)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 이외의 진동

기능이 있는 컨트롤러를 사용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 이외의 컨트롤

러를 사용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타사의 컨트롤러에 해서는 컨트롤러의 사용설명서

를 참고하거나 판매처에 문의해 주십시오.

건강상의 주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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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금지

금지

금지

금지

접촉금지

접촉금지

지시

지시

전원 코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원 코드가 손상되면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콘솔을 벽이나 선반 등 사이에 끼우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를 분해·가공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 전원 플러그 및 전원 코드는 유아의 입과 손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난방기구와 같은 발열기구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가열하지 마십시오.
• 무거운 물건을 얹거나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 PlayStation®2를 이동할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 전원 코드를 뽑을 때에는 반드시 플러그 부분

을 잡고 바로 뽑아 주십시오.
(플러그를 비스듬하게 뽑거나 코드를 잡아당
기지 말아 주십시오.)

전원 코드가 손상되면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AC 어댑
터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전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플러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확실하게 꽂아 주십시오.
플러그를 꽂은 상태가 불완전하면 접속 불량으
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플러그를 한꺼번에 여러 개
꽂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곳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으면 배선이 가열
되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단
하십시오.
콘솔과 주변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콘
솔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거나, 아날로그 컨
트롤러(DUALSHOCK®2) 혹은 아날로그 컨트
롤러(DUALSCHOCK®)의 진동이 계속되는 등
과 같은 이상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콘
솔 뒷면에 있는 MAIN POWER(주전원) 스위
치의 전원을 끈 다음,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고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 상태로 사용을 계속하면 화재나 감전의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해와 개조를 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전, 상처 등을 입게 되는 원인이 됩니
다.
CD와 DVD를 읽기 위한 레이져 광선이 눈에 들
어가게 되면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점검, 조정, 수리는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
해 주십시오.

제품 내부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분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화재나 감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이나 이물질이 들어
갔을 경우에는 즉시 콘솔 뒷면의 MAIN POWER
(주전원) 스위치의 전원을 끄고,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뺀 후,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
해 주십시오.

습기와 먼지가 많은 장소나
그을음과 수증기가 닿는 장소에
는 두지 마십시오.
위와 같은 장소에 두면 화재와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욕실 등에서는 절 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기구에는 먼지가 쌓이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천둥번개가 치면 콘솔과 전원
플러그에 손 지 마십시오.
감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국내 사용 전용입니다.
AC 220V의 전원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해외 등
전원 전압이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화재나
감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에
손 지 마십시오.
감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기구의 청소는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콘솔 앞면의 환기구 및 뒷면의 환기구(환기팬)에
는 먼지가 쌓이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십시오.
환기구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감전으로 인한 사망과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경고

화재 감전

금지

AC 2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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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으로 두기 수직으로 세우기

금지

지시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나
이동할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전원 플러그를 꽂아 둔 채 콘솔을 이동하면 전원
코드에 손상을 입혀 화재나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외출이나 여행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콘솔 뒷면의 MAIN POWER(주전원) 스위치
의 전원을 끄고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꽂아둔 채로 방치하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할 때는 전원 플러그를
뽑습니다.
전원 플러그를 꽂은 채 청소하면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환기구를 막으면 콘솔이 과열되어 화재나 부상,
고장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도록 다음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 벽에서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십시

오.
• 특히 콘솔 뒷면의 환기구(환기팬) 및 앞면의

환기구는 절 로 막지 마십시오.
• 좁고 밀폐된 공간에 두지 마십시오.
• 털이 긴 융단이나 이불 위에 설치하지 마십시

오.
• 커버를 덮거나 벽장 등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평평하고 안정된 장소에 설치
하십시오.
불안정한 선반이나 한쪽이 기울어진 곳에 두면
제품이 떨어져서 망가지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
습니다. 또한, 설치하는 장소의 강도(튼튼함)도
충분히 확인해 주십시오.

콘솔과 코드류는 바르게 배치합
니다.
코드와 케이블이 발에 걸리면 콘솔이 떨어지거
나 넘어져 다칠 뿐 아니라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콘솔과 코드의 배치에는 각별히 주
의해 주십시오.

수평 또는 수직 이외의 설치
방법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수평으로 놓거나 수직으로 세우는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설치하면, 다치거나 제품 고장의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울 경우에는 별매의 PlayStation®2 전용
수직 받침 (SCPH-10040G)를 사용해 주십시
오.

사용 중에는 콘솔의 위치를 바꾸
지 마십시오.
사용중에 콘솔을 수평 위치에서 수직 위치로 세
우거나 혹은 그 반 로 위치를 바꾸면 디스크에
흠집이 생기거나 콘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8cm의 음악 CD(싱글 CD)와
8cm의 DVD 비디오를 재생할 때
는 반드시 콘솔을 수평 위치로 설
치한 상태(가로로 눕힌 상태)로
사용해 주십시오.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난방기
구 등과 같은 발열기구 근처에 설
치 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화재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콘솔을 깔고 앉거나 올라서거나
무거운 물체를 얹지 마십시오.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망가져서 제품 고장의 원
인이 되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콘솔을 다른 기기와 함께 쌓지 마
십시오.
콘솔을 다른 AV 기기 등과 함께 쌓아서 설치하
지 마십시오. 무너지거나 떨어져, 다치거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처를 입거나 주변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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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콘솔과 주변기기를 바닥에 방치
하지 마십시오.
발에 걸리거나 밟아서 다치거나 제품 고장의 원
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설
치하십시오.
유아가 콘솔과 케이블·코드 등을 만지고 놀지
않도록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 주
십시오. 케이블, 코드 등으로 목을 감거나 잡아당
겨 콘솔과 주변기기가 떨어져 상처를 입거나 제
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액정방식 이외의 프로젝션 TV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액정방식 이외의 프로젝션 TV(스크린 투영방식
TV)에는 연결하지 마십시오. 잔상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지 화면을 TV 화면에 표시한 채 장시간
방치하면 잔상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디스크 트레이 앞에 물체를 놓지
마십시오.
디스크 트레이가 열릴 때 물체가 넘어져 다치거
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콘솔 앞
에 물체를 놓지 마십시오.

디스크 트레이에 손이 끼지 않도
록 주의하십시오.
디스크 트레이가 닫힐 때 손이 끼면, 다치거나 제
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형 이외의 디스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원형이 아닌 특수한 모양의 디스크(예를 들어 하
트나 별모양의 CD)를 사용하면, 다치거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이 가거나 변형된 디스크와 보
수한 디스크는 재생하지 마십시
오.
콘솔 내부에서 디스크가 파손되어 상처를 입거
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2)를 방치하지 마
십시오.
사용중인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
를 콘솔이나 책상 등에 올려 놓지  마십시오.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가 진동하
게 되면 떨어져서 상처를 입거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콘솔 뒷면의 MAIN POWER(주전원) 스위치
로 전원을 끄거나,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2)를 콘솔에서 뽑아 주십시오.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사용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콘솔과 포장 등은 주의하여 폐기
해 주십시오.
콘솔과 주변기기 등은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
들어져 있으므로 태우면 위험합니다. 또한 포장
재료의 일부도 발포 스티로폴로 만들어져 있으
므로 태우면 위험합니다. 폐기할 때에는 충분히
주의해서 각 지역에서 정한 폐기 규정에 따라
주십시오.

지시

지시

금지

금지 프로젝션TV

금지

금지

손끼임

금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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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취급에 하여
•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난방기구 근처, 혹은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또한 습
기나 먼지가 많은 곳도 피해 주십시오.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스크를 콘
솔에서 꺼내어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해 주십
시오. 케이스에 넣지 않고 쌓아 두거나 비스듬
히 세워두면 디스크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디스크를 취급할 때는 테두리를 잡고 디스크
표면에는 손이 닿지 않도록 다루어 주십시오.

• 디스크에 종이나 테이프를 붙이지 마십시오.
• 디스크 표면에 펜 등으로 기록하지 마십시오.
• 디스크 표면에 먼지나 지문이 묻으면 영상이

일그러지거나 음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디
스크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기 전
에 항상 청결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 손질할 때는 부드러운 천으로 디스크의 중심
에서 바깥을 향하여 가볍게 닦아 주십시오.

• 신나, 벤젠, 레코드 클
리너, 정전기 방지 스
프레이 등과 같은 약
품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디스크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상자를 버리지 마십시오.
• 상자 외부에는 제품의 보증서가 인쇄되어 있

으므로 절 로 버리지 마십시오. 또한 상자는
수리시 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 수리시에는 보증서를 상자에서 잘라내지 마십
시오. 보증서가 본 제품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
하여 상자에 붙어있는 바코드 라벨이 필요합
니다.

이슬 맺힘(결로현상)이 생기면
디스크나 콘솔을 찬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지
고 가면 디스크 표면이나 콘솔 내부의 렌즈에 이
슬이 맺힐(결로)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콘솔이
제 로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에는 디스크를 꺼내서 수분이 증발할 때까지 디
스크를 넣지 말아 주십시오(수분 증발에는 장시
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 시간이 경과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인포
메이션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심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콘솔이나 주변기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혹
은 다른 물체에 부딪히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
동할 때에는 어떠한 충격도 가하지 마십시오. 디
스크에 손상을 주거나 콘솔이 작동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캐비넷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
시오.
콘솔의 표면에 살충제 등 발화성 물질을 뿌리거
나 고무나 비닐 제품 등을 장시간 접촉시키지 마
십시오. 콘솔의 플라스틱 표면에 손상을 주거나
칠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캐비넷 손질 관리에 해서
손질을 하실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콘솔 뒷면의
MAIN POWER(주전원) 스위치의 전원을 끄
고 AC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
오.
• 벤젠이나 신나 등과 같은 화학약품은 콘솔 손

상과 변질 및 칠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
지 마십시오. 시판되고 있는 청소용 헝겊 등을
사용할 때는 취급설명서를 잘 읽어 보십시오.

• 캐비넷의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물에 희석한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에 적셔 물기를 잘 짜
내고 오염된 부분을 닦아낸 다음, 부드럽고 마
른 천으로 한번 더 닦아서 마무리 하십시오.

• 콘솔 앞면의 환기구 및 뒷면의 환기구(환기팬)
에 먼지가 쌓여 있을 경우에는 청소기 등으로
먼지를 제거해 주십시오.

콘솔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떨어뜨리거나 무거운 물체를 얹지 마십시오.
또한 사용중에는 흔들거나 진동을 주지 마십
시오.
제품에 심한 충격이나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콘솔 고장 및 디스크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
다.

설치 장소에 한 주의사항
먼지와 담배 연기 등이 많은 장소에 두지 마십시
오.
먼지와 담배의 점액이 콘솔 내부의 부품(렌즈 등)
에 부착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온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창문을 닫아 둔 밀폐된 차량 내부 등에 방치하면
(특히 하절기), 캐비넷이 변형되거나 고장의 원
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난방기구 근처 등 고

온인 장소(5℃~35℃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
십시오).

• 직상광선이 닿거나 창문을 닫아 밀폐된 차량
내부.

• 자석과 스피커, TV 바로 옆 등 자기장이 형성
된 장소.

• 먼지가 많은 장소.
• 불안정한 선반이나 기울어진 장소.
• 진동이 많은 곳.
•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
• 물(빗물)이 튀는 곳.

단자부에 손 지 마십시오.
본 기기의 단자를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이물질
을 넣지 마십시오.
또한 EXPANSION BAY(확장베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EXPANSION BAY(확장베이) 속
에 있는 단자(확장 버스 커넥터)를 보호하기 위하
여 반드시 EXPANSION BAY(확장베이)의 커
버를 씌워 주십시오.

고객님께

본 제품은 본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
용방법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콘솔(본체)
을 무단으로 분해하거나 내부 해석, 개조 등과
같은 행위 및 콘솔 내부의 칩 등에 포함되어 있
는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
용하거나 해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상기의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 사용해 주십시
오.

사용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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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이 장은 TV 스피커로 사운드를 듣기 위한 접속방법에 하여 설명합니다.
오디오 장비를 디지털 단자에 연결할 때는, 11페이지의 "디지털 오디오 기기 연결하기"를 참조하십시
오.

TV를 음성/영상 입력 단자에 연결하기
내장된 AV 케이블(음성/영상 일체형)로 PlayStation®2 콘솔과 TV에 연결합니다.
코드를 연결할 때는 코드의 플러그 색깔과 TV의 단자 색깔이 제 로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황색(영
상)은 황색에, 적색(오른쪽 음성)은 적색에, 백색(왼쪽 음성)은 백색에 연결하십시오.

연결후
TV를 적당한 영상 입력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TV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와이드 화면 TV(16:9 화면비율)에 연결할 때
시스템 설정메뉴에서 "Screen Size"(화면크기)를 "16:9"로 설정하십시오. 시스템 설정메뉴에 한
자세한 사항은 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흑백 TV일 경우
적색 플러그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흑백인 TV 수상기로부터 오른쪽·왼쪽 사운드를 모두 들으려면 시판의 스테레오-모노 변

환 타입의 오디오케이블(별매)을 사용하십시오.

• 사용설명서

• 서비스 가이드

다음 내용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콘솔

•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

• AV 케이블(음성/영상 일체형)

• AC 전원 코드

내용물 확인하기

콘솔은 수직 혹은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우실 때는 PlayStation®2 전용 수직
받침 (SCPH-10040G)(별매)를 사용해 주십시
오.
수평위치로 설치할 때는 PlayStation®2 전용
수평 받침 (SCPH-10110G)(별매)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수직이나 수평이 아닌 다른 각도로 설치하면 콘솔에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작동중일 때는 콘솔의 위치(수직에서 수평으로, 혹은 그 반

의 경우)를 바꾸지 마십시오. 디스크의 손상과 기계 고장

의 원인이 됩니다.

디스크 트레이의 ” ”패밀리 로고

디스크 트레이의 " "패밀리 로고는 콘솔이 설
치된 위치(수직 혹은 수평)에 맞춰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콘솔 설치하기

수평위치 수직위치

DIGITAL OUT(OPTICAL)
(디지털 광출력) 단자

~AC 입력 단자

MAIN POWER
(주전원) 스위치

AV MULTI OUT
(AV 멀티 출력) 단자로
연결

AV 케이블(음성/영상 일체형) AC 전원 코드

EXPANSION BAY
(확장베이)

TV 수상기에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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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된 AV 케이블(음성/영상 일체형)을 플러그
색상에 맞춰 PlayStation®2 콘솔과 비디오에 연
결합니다.
비디오가 흑백이라면 적색 플러그는 연결하지 마
십시오.
DVD 비디오를 볼 때에는 본 기기를 비디오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화상이 일그러질 수 있으니
TV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연결후
TV와 비디오의 입력전환을 알맞게 설정하십시
오. TV와 비디오의 사용설명서를 참조 하십시
오.

S 영상 입력 단자가 있는 TV에 연결하기
SCPH-10060G S 영상 입력 케이블(별매)로
TV의 S 영상 입력 단자와 PlayStation®2 콘솔을
연결하십시오. 화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연결후
TV를 적당한 비디오 입력모드(예"S VIDEO")
로 설정하십시오.

컴퍼넌트 영상 입력 단자(Y, CB/PB, CR/PR)가
탑재된 모니터나 프로젝터의 경우 PlayStation®2
전용 컴퍼넌트 AV 케이블(SCPH-10100G)(별
매)을 PlayStation®2 콘솔에 연결하십시오. 최상
의 화질이 제공될 것입니다.

연결전
"System Configuration"(시스템 설정)메뉴
에서 "Component Video Out"(컴퍼넌트 영
상 출력)을 "Y, Cb/Pb, Cr/Pr"로 설정하지 않
고, 컴퍼넌트 AV 케이블을 TV와 PlayStation®2
콘솔에 연결하면 TV화면이 제 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퍼넌트 AV 케이블을 콘솔
에 연결하기 전에 내장된 AV 케이블(음성/영상
일체형)을 연결하여 "Component Video Out"
(컴퍼넌트 영상 출력)옵션을 "Y, Cb/Pb, Cr/
Pr"로 설정해 주십시오.

주의
적합한 소프트웨어와 접속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

우, PlayStation®2 콘솔은 HDTV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TV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콘솔을 처음 켤 때
초기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지시에 따라서 "Language"(언어), "Time Zone"
(시간), "Daylight Savings Time(Summer Time)"(서
머타임)을 설정하십시오.

설정내용은 시스템 설정메뉴에서 다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페이지의 "시스템 설정메뉴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비디오에 연결하기 컴퍼넌트 영상 입력 단자가 있는 TV에 연결하기

DVD 비디오를 재생할 때

비디오

직접연결

TV

PlayStation®2
콘솔

AV MULTI OUT
(AV 멀티 출력) 단자로
연결

S 영상
입력 단자로 연결

음성 입력 단자로 연결
(왼쪽)

음성 입력 단자로 연결
(오른쪽)

음성
입력으로
연결

AV MULTI OUT
(AV 멀티 출력) 단자로
연결

화면이 움직이지 않을 때 주의할 점

PlayStation®2 콘솔을 사용할 때 일부 TV나 모니터에서

화면이 멈춰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PlayStation®2의 생산방식이나 콘솔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TV의 기술적 문제에 의한 것입니다.

정지화면에서 주의할 점

DVD 메뉴, 설정표시, 혹은 "paused"(일시정지)와 같은

정지화면, 움직임이 없는 화상을 장시간 방치해 두면 TV

화면에 잔상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 TV는 다른 디스플레이보다 예민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컴퍼넌트 영상 입력 단자로 연결

TV 수상기에 연결하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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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SB 응기기에 연결하기
콘솔 앞면의  USB 단자에 USB 응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기기의 사용설명서
도 참조해 주십시오.

주의
모든 USB제품이 PlayStation®2 콘솔에서 작동되지는 않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하는 USB 응기기의 사용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MAIN 
POWER

AV MULTI OUT
DIGITAL OUT
(OPTICAL)

DIGITAL INPUT

OPTICAL

AC IN
~

콘솔 뒷면

PlayStation®2
콘솔

수신기, 혹은 앰프, MD
데크, 혹은 DAT데크

스피커

DIGITAL OUT(OPTICAL)(디지털 광출력)
케이블(별매)을 "DIGITAL OUT(OPTICAL)
"(디지털 광출력) 단자와 기기에 연결합니다.

PlayStation®2 콘솔의 DVD 플레이어 설정
연결되는 기기에 따라 DVD 플레이어에 몇몇 설
정이 필요합니다. 설정표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
은 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DTS내장 디코더와 오디오 기기를 연결할 때
"DIGITAL OUT(OPTICAL)"을 "On"으로
설정하고 " Audio Setup"(음성설정)화면에
서 "DTS"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내장 디코더와
오디오 기기를 연결할 때
"DIGITAL OUT(OPTICAL)"을 "On"으로
설정하고 "Audio Setup"(음성설정) 화면에
서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을 "On"으
로 설정하십시오.

• MPEG디코더와 오디오 기기를 연결할 때
"DIGITAL OUT(OPTICAL)"을 "On"으로
설정하고 "Audio Setup"(음성설정) 화면에
서 "MPEG"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주의
연결할 기기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DTS"와 "DTS Digital Out "은 Digital Theater

Systems, Inc의 상표입니다.

**Dolby 음향연구소와 기술제휴로 제작되었습니다.

"Dolby"와 더블 D표시는 Dolby 음향연구소의 공식

등록 상표입니다.

비공개 외비 제작물© 1 9 9 2 - 1 9 9 7  D o l b y

Laboratories. All rights reserved.

이 장은 디지털커넥터(예,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광(AC-3)출력)로 PlayStation®2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오디오장비에 연
결하는 방법에 해 설명합니다. 디지털 수신기
나 앰프를 사용해서 멀티 채널 사운드나 서라운
드 사운드등의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신기나 앰프를 디지털 커넥터
로 "MD"나 "DAT"에 연결하기
시판되는 DIGITAL OUT(OPTICAL)(디지
털 광출력) 케이블(별매)을 사용하고 시스템 설
정메뉴에서 "DIGITAL OUT(OPTICAL) "
(디지털 광출력)을 "On"(켜기)으로 하십시오.
(초기설정)
자세한 사항은 12페이지의 시스템 설정메뉴를 참
조하십시오.

주의
• 연결할 기기의 사용 설명서도 참조하십시오.

• DTS포맷, MPEG AUDIO(MPEG 오디오) 포맷이나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포멧으로 녹음된 디스크

의 음성을 MD나 DAT(Digital Audio Tape) (디지

털 음악 테이프)데크에서 그 로 녹음할 수 없습니다.

DTS*,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MPEG 디코더가 내
장된 오디오 기기에 연결하기
(DVD 비디오일 경우에만)
본 기기를 DTS디코더나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디코더(별매)가 내장된 오디오 기기에 연
결하면,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AC-3)
이나 DTS방식으로 DVD 비디오에 녹음된 사운
드를 극장이나 콘서트홀에서 듣는 것과 같은 박
진감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기기 연결하기 다른 디지털 디바이스 연결하기

 S400 i.LINK 단자

 USB 단자

i.LINK 응기기에 연결하기
콘솔 앞면에 있는   S400 i.LINK단자에
i.LINK 응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기기의 사용설명서도 함께 참조하십시오.

 S400 i.LINK 단자는 외부기기에 전원을 공급
하지 않습니다. 전원공급을 필요로 하는  외부기
기가 PlayStation®2콘솔의  S400 i.LINK단자
에 연결되었을 때는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습니
다.

PlayStation®2  S400 i.LINK 단자는 400M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전송속도는 연결된 i.LINK 응
기기의 전송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i.LINK제품이 PlayStation®2 콘솔에서 작동되지는 않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하는 i.LINK제품의 사용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i.LINK는 IEEE1394-1995표준과 확장사양을 표시하는

호칭입니다.

i.LINK와 i.LINK로고 "  "는 상표입니다.

연
결

DTS디코더나
Dolby Digital
(돌비 디지털)디코
더와 MPEG디코더
가 내장된 오디오
기기

DIGITAL OUT(OPTICAL)
(디지털 광출력) 케이블(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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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켰을 때,
TV화면에 시스템 설정이 나타납니다.

메인메뉴에서 System Configuration(시스템
설정)이나 Browser(브라우저)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인메뉴에서 사용되는 기본 조작버튼
이동：방향키
결정(Enter)：✕버튼
되돌아가기(Back)：a버튼
옵션(Option)：f버튼

시스템 설정메뉴 사용하기
System Configuration(시스템 설정)에서
PlayStation®2 콘솔의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사항들은 콘솔의 전원을 꺼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1 ..... 상하 방향키로 "System Configuration"
(시스템 설정)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
시오.
시스템 설정메뉴가 TV화면에 나타납니다.

2 ..... 상하 방향키로 원하는 사항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초기화면에는 밑줄친 부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x "Clock Adjustment"(시간설정)

1 ..... 방향키로 년도, 날짜, 시, 분, 초를 설정합니
다.
이전 메뉴로 되돌아가고자 할 때는 a버튼
(되돌아가기)을 누르십시오.

2 ..... 정확한 시각에 맞춰서 ✕ 버튼을 누르십시오.

시간설정에서 옵션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상하 방향키로 "Clock Adjustment"(시간설
정)를 선택한 후 f버튼을 누르십시오.
옵션사항을 기본조작 버튼으로 설정하십시오.
Time Format(시간 설정)
•12 hour clock(12시간)
•24 hour clock(24시간)

Date Format(날짜 설정)
•MM/DD/YYYY(월/일/년)
•DD/MM/YYYY(일/월/년)
•YYYY/MM/DD(년/월/일)

Time Zone(시간 )
시간 를 설정하려면 국가와 지역명을 선택하십
시오.

Daylight Savings Time(Summer Time)
(서머타임)
서머타임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 항목을
"Daylight Savings Time(Summer Time)
"으로 설정하십시오.
•Standard(Winter Time)(표준시간)
•Daylight Savings Time(Summer Time)

(서머타임)

x Screen Size(화면크기)
연결할 TV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하
십시오.
•4:3 : 일반 TV를 연결할 때 선택하십시오.
•Full : 일반 TV를 연결할 때 선택하십시오.

화면의 상하부가 검은 여백부로 잘립니다.
•16:9 : 와이드 TV를 연결할 때 선택하십시오.

x DIGITAL OUT(OPTICAL)(디지털 광출력)
DIGITAL OUT(OPTICAL)(디지털 광출력)
단자에서 단자의 출력 신호를 선택합니다.
•On (켜기) : 광디지털 케이블(별매)로 연결할

때 On(켜기)으로 설정합니다. 초기에는 On(켜
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Off(끄기) : DIGITAL OUT(OPTICAL)
(디지털 광출력) 단자에 음성 신호를 출력하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x Component video Out(컴퍼넌트 영상
출력)

TV나 모니터, 혹은 프로젝터에 콘솔의 출력신
호와 일치하는 RGB 입력단자나 컴퍼넌트 영상
입력단자(Y,CB/PB,CR/PR)가 탑재되어 있으
면 이 항목을 설정하십시오. AV 케이블이나
S 영상 케이블(별매)로 연결할 경우는, 이 항목
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Y Cb/Pb Cr/Pr : 컴퍼넌트 영상 출력단자에

연결할 때 설정하십시오.
•RGB: RGB 입력 단자에 연결할 때 설정하십

시오.
주의
RGB나 Y Cb/Pb Cr/Pr포맷 어느쪽에서도 PlayStation®

과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VD영상을 볼 때는 자동적으로 "Component
Video Out"(컴퍼넌트 영상출력)에서 Y Cb/Pb Cr/Pr
출력으로 전환됩니다.

x Language(언어)
화면에 표시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English(영어)
•French(프랑스어)
•Spanish(스페인어)
•German(독일어)
•Italian(이탈리아어)
•Dutch(네덜란드어)
•Portuguese(포르투갈어)

"Browser"(브라우저)화면 사
용하기
Browser(브라우저)화면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 혹은 Memory Card(메모리 카
드)의 게임 데이터의 체크, 복사, 삭제.

•PlayStation® 혹은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
웨어의 시작

•음악 CD의 재생
•DVD 비디오의 재생

상하 방향키로 "Browser"를 선택한 후 ✕버튼
을 누르십시오.
TV화면에 "Browser"화면이 나타납니다.
콘솔에 삽입된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와 Memory Card
(메모리 카드), 그리고 디스크는 아이콘으로 표
시됩니다.

게임 데이터의 체크, 복사, 삭제하기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나 Memory Card(메모리 카드)에
서 다른 메모리 카드로 게임 테이터를 복사할 수
있으며, 저장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의 게임
데이터를 Memory  Card(메모리 카드)
(SCPH-1020FHI)로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M e m o r y  C a r d ( 메모리 카드) 나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
드)(8MB)를 삽입하십시오.

1 ..... 체크, 복사, 삭제하고 싶은 데이터가 저장되
어 있는 Memory Card(메모리 카드)나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의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버
튼을 누르십시오.

2 ..... 화면의 지시에 따라서 게임 데이터를 체크,
복사, 삭제하십시오.

주의
게임 데이터를 복사 혹은 삭제 중에는 Memory Card

(메모리 카드)나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

(메모리 카드)(8MB)를 빼내지 마십시오.

버젼정보 체크하기
콘솔, Browser(브라우저), CD 플레이어,
PlayStation® Driver(드라이버)와 DVD 플레이
어의 버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ystem Configuration(시스템 설정)에서
f버튼을 누르십시오.

자동진단 기능
PlayStation®2 콘솔은 디스크를 최적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진단 기능을 수동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1 ..... 상하 방향키로 "Console"(콘솔)을 선택한
후 f버튼을 누르십시오.

2 ..... "Dignosis On"이 나오면 ✕버튼을 누릅니
다.

3 ..... 상하 방향키로 "On"(켜기)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4 ..... 디스크를 삽입하십시오.
콘솔이 자동적으로 진단합니다.

주의
PlayStation® 규격 디스크, PlayStation®2 규격 디스크, 혹은
DVD 비디오 디스크를 재생하거나 1/RESET(리셋)버튼
을 누를 때 진단기능은 자동적으로 "Off"(꺼짐)(초기설정)
로 됩니다.

PlayStation® Driver(드라이버) 설정
PlayStation® Driver(드라이버)는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를 불러오기 위한 프로그램입
니다.
1 ..... 상하 방향키로 "PlayStation® Driver"(드

라이버)를 선택한 후 f버튼을 누르십시오.

2 ..... 상하 방향키로 원하는 항목을 설정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Disc Speed(디스크 속도)
•Standard(표준): 초기에는 표준으로 설정되

어 있습니다.
•Fast(고속):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의

불러오기 시간이 단축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예
상치 못한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에는 "Standard"(표준)를 선택하십시오.

Texture Mapping(텍스쳐 매핑)
•Standard(표준): 초기에는 표준으로 설정되

어 있습니다.
•Smooth(부드럽게): 특정의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 타이틀로 게임을 할 때, 화면표시
를 더욱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Standard"(표준)
를 선택하십시오.

주의
1/RESET(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콘솔의 전원을 껐을 때
"PlayStation® Driver"(드라이버) 설정은 자동적으로
"Standard"(표준) (초기설정)로 돌아갑니다.

메인메뉴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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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기

게임시작하기

콘솔 뒷면에 있는 M A I N
POWER(주전원) 스위치로
전원을 켭니다.
콘솔 앞면의 1 LED 표시가 콘솔이
스탠바이(대기) 상태임을 나타내며
빨간 불이 켜집니다.

1 (대기)/RESET(리셋) 버튼
을 누릅니다.
1 LED 표시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시
작화면이 나타납니다.

콘솔에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2)나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를 연결합
니다.

1,3

4

2

3 PlayStation® 규격 CD-ROM이 들어 있
습니다.

4 PlayStation®2 콘솔에서 사용할 수 없는
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게임 끝내기
1 .....A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열립니다.

2 ..... 디스크를 꺼냅니다.

3 .....A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닫힙니다.

4 .....1/RESET(리셋)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1LED 표시가 적색으로 바뀌고 콘솔이
스탠바이(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전원을 넣었을 때의 시작화면

디스크를 넣지 않고 콘솔을 켰을때
화면 1이 나타납니다.
•화면 1이 나온 다음 PlayStation®2나

PlayStation® 규격 디스크를 넣었을 때, 화면
2나 3이 나오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 1에서 Browser(브라우저)화면이나
System Configuration(시스템 설정)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12페이지
의 "메인메뉴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디스크를 삽입한 상태에서 콘솔의 전원을 켰
을 때
삽입한 디스크의 종류에 따라 화면 2나 3,
혹은 4가 나옵니다.
만약 화면 4가 나오면, 삽입한 디스크가
PlayStation®이나 PlayStation®2 규격 디스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디스크타입을 확인하십시오.
(3페이지)

1 디스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메인메뉴)

2 PlayStation®2 규격 DVD-ROM/
CD-ROM이 들어 있습니다.

게
임

/음
악

 C
D

A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열립니다.

디스크 트레이에 라벨이 위로
오도록 하여 디스크를 삽입합니
다. (데이터면은 아래로)

A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닫힙니다. 2나 3의
화면이( 나오고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주의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나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소프트웨어에 알

맞은 모드로 설정합니다(14페이지). 상세한 사항은 해당되

는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게임을 다시 시작하려면
1/RESET(리셋) 버튼을 가볍게 누릅니다.
(버튼을 오래 누르지 마십시오. 콘솔이 standby
(대기) 모드로 변합니다.)
게임중이나,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
1/RESET(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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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같이 원을 그리듯이 엄지손가락으로
아날로그 스틱을 회전시키십시오.

1,4

5

2,3

장시간 게임을 하지 않을 경우
콘솔 뒷면의 MAIN POWER(주전원) 스위치
를 끄고, 콘센트에서 AC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
시오.

게임 소프트웨어를 바꾸고자 할
때
게임을 바꾸고자 할 때는 콘솔의 전원을 끌 필요
가 없습니다.

1 .....A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열립니다.

2 ..... 디스크를 꺼냅니다.

3 ..... 디스크 트레이에 다른 디스크를 넣습니다.

4 .....A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닫힙니다.

5 .....1/RESET(리셋) 버튼을 가볍게 눌러
리셋을 합니다.
(경고 : 1/RESET(리셋) 버튼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스탠바이(대기) 모드로 들어
갑니다.)
시작화면이 나온 다음, 13페이지의 화면 2
와 3이 나오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고
멀티 디스크 게임(여러장의 게임)의 경우, 디스크를 바꿀 때

는 1-4까지의 순서를 따르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웨

어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2)와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의 차이점

1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
(제공/별매)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는
PlayStation®2나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모드와 디지털 모드로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
나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가
아날로그 모드일 때,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버튼과 스틱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설명서
를 참조하세요.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
방향키 /f , a , ✕ , s 버튼/왼쪽 스틱/오른쪽
스틱/L1, R1, L2, R2 버튼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
왼쪽 스틱/오른쪽 스틱

•진동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2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
(별매)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는
PlayStation®2나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모드와 디지털 모드로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아날로그 모드일 경우, 오른쪽 스틱과
왼쪽 스틱으로 아날로그 조작을 즐길 수 있습
니다.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
왼쪽 스틱/오른쪽 스틱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
왼쪽 스틱/오른쪽 스틱

•진동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드변경과 모드표시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와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는
ANALOG(아날로그) 버튼을 눌러 모드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ANALOG(아날로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
드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디지털 모드(LED표시: 꺼짐)

        Xx
아날로그 모드(LED표시: 적색)

주의
사용하기 적당한 모드로 변환하십시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ANALOG(아날로그) 모드 스위치

가 변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적으로 모드

가 변환되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

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진동 기능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2)와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는 모두 진동 기능이 지원
됩니다. 진동기능은 소프트웨어의 옵션화면에
서 ON(켜기) 혹은 OFF(끄기)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주의
•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와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솔 전원을 끄거나, 콘솔에 연결된 컨트롤러
코드를 뽑아 두십시오.

• 진동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4페이지의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의 사용에 대하

여"를 꼭 읽어 보십시오.
• 소프트웨어에 따라 컨트롤러의 조작기능이 다를 수 있으

므로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2)와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를 사용하기
전에

L1 버튼

L2 버튼 R2 버튼

R1 버튼

f버튼

✕버튼

방향키

s버튼

a버튼

* 스틱을 눌렀을 때 R3, L3 버튼기능

오른쪽 스틱
/R3 버튼*

LED표시 모드 : 적색ANALOG(아날로그)
모드 버튼

L1 버튼

L2 버튼 R2 버튼

f버튼

✕버튼

방향키

s버튼

a버튼

R1 버튼

LED표시 모드 : 꺼짐ANALOG(아날로그)
모드 버튼

왼쪽 스틱/
L3 버튼*

아날로그 모드(LED표시: 적색)디지털 모드(LED표시: 꺼짐)

SELECT
(선택)
버튼

START
(시작)
버튼

SELECT
(선택)
버튼

START
(시작)
버튼

게임하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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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와 Memory Card(메모리 카드) 사용하기 음악 CD 재생하기

1

2

3

4

5

Memory Card(메모리 카드)나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각기
별매)로 게임이나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
러오기를 한 수 있습니다.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와
Memory Card(메모리 카드)
의 차이점

P l a y S t a t i o n ® 2  규격 소프트웨어에는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1)를 사용합니다.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에는 Memory
Card(메모리 카드)(2)를 사용합니다.

PlayStation® 콘솔에서는 게임 데이터의 단위를
memory blocks(메모리 블럭)으로 표현하고,
PlayStation®2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는 "KB(킬로바이트)"로 부릅니다.

* 8MB=8,000KB

1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
(메모리 카드)(8MB)(별매)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는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
게임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
니다. 한 장 당 약 8MB 의 게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파일 관리를 위해 저장용량이 8MB 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2 Memory Card(메모리 카드)(별매)
Memory Card(메모리 카드)는 PlayStation® 규
격 소프트웨어 게임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
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당 게임 데이터 120KB
(15 메모리 블럭)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
메모리 저장 용량이 부족한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나 Memory Card(메모리

카드)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없습니다.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와 Memory

Card(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과 게임저장에

필요한 용량을 게임을 하기 전에 체크하십시오.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용량은 해당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는 소니가 고안한 저작권 복제 방지 기술입

니다. 마크는 "MAGICGATE"의 상표를

포함하는 다른 상품들과의 호환성을 보증하는 의미는 아닙

니다.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와
MEMORY CARD 삽입하기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와 Memory Card(메모리 카드)를
화살표면이 위로 오게 하여 MEMORY CARD
(메모리 카드) 슬롯에 삽입하십시오.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와 Memory Card(메모리 카드)를
멀티탭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PlayStation®2 전용 멀티탭(SCPH-10090G)
을 사용하십시오.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PlayStation® 전용 멀티탭(예:SCPH-1070등)
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PlayStation® 전용 멀티탭과 거기에 대
응하는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PlayStation® 전용 멀티탭을 컨트롤
러 포트 1에 접속할 경우에는, PlayStation®2
콘솔의 MEMORY CARD (메모리 카드) 슬롯
1에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
(메모리 카드)(8MB)나 Memory Card(메모리
카드)를 삽입하지 마십시오. 컨트롤러 포트 2
에 멀티탭을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데
이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게임 데이터의 복사, 삭제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에서, 혹은 Memory Card(메모리
카드)로부터 다른 Memory Card(메모리 카드)
로 게임 테이터를 복사할 수 있으며, 저장하고 싶
지 않은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의 게임
데이터를 Memory Card(메모리 카드)로 복사
할 수는 없습니다.

Browser(브라우저) 화면에서 게임 데이터를 체
크, 복사, 삭제할 수 있습니다. Browser(브라우
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2페이지의 "게임 데
이터의 체크, 복사, 삭제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Browser(브라우저) 화면에서 게임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게임 데이터의 저장이나 불러오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
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MEMORY CARD
(메모리 카드) 슬롯 2

MEMORY CARD
(메모리 카드) 슬롯 1

음악 CD 재생하기

A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열립니다.

디스크의 상표가 위로 오도록 해
서 디스크 트레이에 디스크를 넣
습니다. (데이터면은 아래로)

A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닫힙니다.

"Audio CD"(음악 CD)화면이
나오면(12페이지) ✕버튼을 누
르십시오.

방향키로 숫자 아이콘을 선택하
고, ✕버튼을 누르십시오.
CD 플레이어 화면이 나옵니다.

CD 플레이어 작동시키기

디스크가 재생되는 동안 오른쪽/왼쪽 방향키로
CD작동화면에서 버튼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
릅니다.

N 재생시작
X 일시정지
x 재생정지
. 현재 혹은 이전 트랙의 첫부분 찾기
M 앞으로 빨리가기
m 되감기
> 다음 트랙의 첫부분 찾기

다양한 모드에서 재생하기
재생모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초기설
정에서는 "Play mode"(재생모드)가
"Normal"(일반)로 되어있으며, "Repeat"(반
복)는 " Off "(꺼짐)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메인메뉴에서 Browser(브라우저)를 선택하여
✕버튼을 누릅니다. "Audio CD" (음악 CD)
화면이 나오면 f버튼을 눌러 설정을 변경하십
시오.

특정 순서로 원하는 트랙 재생하기
1 ..... 위쪽/아래쪽 방향키로 "Play mode"를 선

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2 ..... 오른쪽/왼쪽 방향키로 "Program"(프로그
램)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3 ..... 방향키로 특정 트랙의 숫자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재생하고자 하는 모든 트랙을 선택할 때
까지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4 .....a버튼을 눌러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순서없이 트랙을 재생하기
1 ..... 위쪽/아래쪽 방향키로 "Play mode"를 선

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2 ..... 오른쪽/왼쪽 방향키로 "shuffle"(셔플)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3 .....a버튼을 눌러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반복해서 모든 트랙 재생하기
1 ..... 위쪽/아래쪽 방향키로 "Repeat"(반복)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2 ..... 오른쪽/왼쪽 방향키로 "All"(모두)을 선
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3 .....a버튼을 눌러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트랙을 반복해서 재생하기

1 ..... 위쪽/아래쪽 방향키로 "Repeat"(반복)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2 ..... 오른쪽/왼쪽 방향키로 "1"을 선택한 후 ✕
버튼을 누르십시오.

3 .....a버튼을 눌러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게
임

/음
악

 C
D



16 DVD 비디오 재생하기

DVD 비디오 재생하기

DVD 비디오에 따라서는 특정 조작이 다르거
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콘솔 뒷면의 "MAIN POWER"
(주전원) 스위치로 전원을 켭니
다.
콘솔 앞면의 1LED 표시가 적색으로
바뀌고 콘솔이 스탠바이 모드임을 알
려줍니다.

1(대기)/RESET(리셋) 버튼
을 누릅니다.
1(대기) LED 표시가 녹색으로 바뀌
고 초기 시작화면이 나타납니다.

A(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열립니다.

디스크의 라벨이 위로 오도록 해
서 디스크 트레이에 디스크를 놓
습니다.(데이터는 아래쪽)

A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닫히고 재생이 시작
됩니다.

주의
• DVD에 따라서는 DVD메뉴나 타이틀메뉴가 TV화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8페이지 참조)

• 재생후 A버튼을 누르면 Browser(브라우저) 화면이 나

옵니다.

R2 버튼 :  Search

(찾기)(19페이지)

R1 버튼 : > Next(다음)

f버튼 :  (DVD메뉴)

(18페이지)

a버튼 : Cancel(취소)/

x Stop(정지)

✕버튼 : Enter(결정)

s버튼:  Title Menu

(타이틀메뉴)(18페이지)

R3 버튼*:  Audio Options

(오디오옵션)(18페이지)

START(시작) 버튼 :N Play(재생)/
X Pause(일시
정지)

1

2

3

4

5

재생정지한 마지막 지점에서부터
재생하기(복원재생)
DVD 플레이어는 디스크를 정지한 지점을 기억
하고 있으며 정지했던 지점에서 계속해서 재생
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 디스크 재생중, a버튼을 눌러 재생을 정지
시킵니다.

"Press [Play] to resume viewing. To
start from the beginning, press
[Stop] and then [Play]. "([Play](재
생)를 눌러 장면을 복원합니다. 처음부터 시
작할때는 [Stop](정지)을 누른후 [Play]
(재생)를 누르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TV화면에는 제어판(17페이지)이 나타납니
다.
"Resume funtion cannot be used here.
Play will restart from the beginning.
"(복원기능은 여기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
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생됩니다)라는 메시
지가 나올 경우, 복원재생은 사용할 수 없습
니다.

2 ..... 방향키로 N(Play)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DVD 플레이어는 1단계에서 디스크가
정지한 지점부터 재생을 시작합니다.

디스크의 시작부분부터 재생하기
1단계 다음에, x(Stop)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정지한 지점이 지워집니다.
N(Play)버튼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
오.

주의
• 일부 DVD 디스크에서는 복원재생기능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디스크를 정지한 지점에 따라 다소 다른지점에서 복원재

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재생정지 지점이 지워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스크 트레이를 열었을 때

- 콘솔 앞면의 1/RESET(리셋) 버튼을 계속 눌러

스탠바이 모드로 변경했을 때

- 콘솔 뒷면의 MAIN POWER(주전원) 스위치로

전원을 끈 경우

- 타이틀이나 장을 선택한 후에 재생을 시작했을때

원하는 항목

정지

일시정지

일시정지 후 재생으로 복귀하기

연속재생모드에서 다음 장으로 가기

연속재생모드에서 이전 장으로 되돌아가기

제어판을 이용해서 다양한 DVD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어판 사용하기"(17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 L3, R3 버튼이 없는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에는 제어판기능(17페이지 참조)에서 (자막옵션)기능을 선택하거나 (오디

오옵션)기능을 선택하십시오.

조작

a버튼을 누릅니다.

START(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START(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R1 버튼을 누릅니다.

L1 버튼을 두번 누릅니다.

DVD 비디오 재생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드문 경우이지만 일부 DVD 비디오는 PlayStation®2에서

제대로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DVD 비디오 소

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인코딩이나 여러 제작과정에 기인

하는 것입니다. 재생되지 않을 경우 DVD 비디오를 다시 켜

십시오.

DUALSHOCK 2

L1 버튼:. Previous
(이전)

L2 버튼:  Search

(찾기)(19페이지)

L3 버튼*:  Subtitle options

(자막옵션) (18페이지)

SELECT (선택) 버튼: 제어판보이기

(17페이지)

방향키 : 커서제어

아날로그 컨트롤러( D U A L S H O C K ® 2) 나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로 직접 DVD 플레이어 재생하기
제어판(17페이지)이 표시되지 않았을 때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나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의 버튼으로 DVD 플레이어를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layStation®2 전용
DVD 리모컨(별매)으로 DVD 플레이어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조작방법은 PlayStation®2
전용 IR 수신기가 한 세트인 PlayStation®2 전용 DVD 리모컨 키트(SCPH-10174)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본 기기는 PlayStation®2 전용 DVD 리모컨(이하 DVD 리모컨)과 호환되는 DVD 플레이어 소프트웨
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포트에 IR리모컨 수신기(DVD 리모컨과 함께 제공됨)가 장착되어
있어서 DVD 리모컨을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DVD 리모컨을 사용할 때에는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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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사용하기

제어판 사용하기
제어판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 있습
니다.
디스크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능이 다릅니다.

SELECT(선택) 버튼을 누릅니
다.
제어판이 TV화면에 나타납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
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각 제어판의 표시항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8-23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컨트롤러로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
다.
16페이지 참조.

1

2

3

제어판 항목 리스트

1  DVD Menu(DVD메뉴)(18페이지)

일부 DVD에서는 디스크내용을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VD를 재생할
때는 DVD메뉴에서 자막언어, 음성언어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Title Menu(타이틀 메뉴)(18페이지)

DVD는 "titles"(타이틀)이라는 음악기능이
나 영화의 긴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DVD를 재생할
때는, 타이틀 메뉴에서 원하는 타이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O Return(되돌아가기)(18페이지)

DVD메뉴나 타이틀 메뉴에서 이전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4  Audio Options(오디오 옵션)(18페이
지)

DVD에 다중언어트랙이 수록되었다면,
DVD 재생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Angle Options(앵글 옵션)(18페이지)

한 장면에 대해 여러 각도로 녹화된(다중각
도) DVD에서는 다양한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Subtitle Options(자막 옵션)(18페이
지)

자막이 수록된 DVD에서는 DVD를 재생하
는 동안 언어를 변경할 수 있으며, on(켜기)-
off(끄기)로 자막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7  Go to Title(타이틀로 가기)(19페이지)

찾으시는 타이틀의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8  Setup(설정)(20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초기설정을 할 수 있으며, 화
질과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고, 다양한 출력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막의 언어나 초기
화면, 시청연령제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9  Chapter Display(장표시)(19페이지)

재생중의 타이틀 번호와 장 번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0  Help(도움말)(19페이지)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나 아
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의 방향키
의 항목이 TV화면에 표시됩니다.

qa Go to Chapter(장으로 바로가기)(19페이
지)/Number buttons(숫자버튼)

찾고자하는 장의 숫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qs . Previous(이전)

연속재생모드에서 이전의 장면으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qd /  Search(찾기)(19페이지)

화상을 보면서 특정한 장면을 찾을 때 신속
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qf > Next(다음)

연속재생모드에서 다음 장면으로 갈 수 있습
니다.

qg N Play(재생)

qh X Pause(일시정지)

qj x Stop(정지)

qk  Slow(느리게)(19페이지)

화상을 보면서 느리게 재생을 할 수 있습니
다.

D
V

D
 비

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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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표시하기
자막이 녹화된 DVD에서는 DVD를 재생하는
동안 마음대로 자막을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언어로 자막이 녹화된 DVD에서는
DVD를 재생하는 동안 원할때 마다 자막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행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자막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Subtitle Options(자막 옵션)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막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면, 자막을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언어는 DVD에 따라 다릅니다.

"Subtitle Options"(자막옵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이 표시되지 않을 때 컨트롤러의 L3 버튼
을 누르십시오. 자막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막을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주의
• 자막이 수록되지 않은 DVD를 재생할 때는 자막이 나오

지 않습니다.

• 일부 DVD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DVD에 자막이

수록되어 있어도 자막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DVD에 따라서는 자막을 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막언어의 종류나 숫자는 디스크에 따라 다양합니다.

• 일부 DVD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DVD가 다중자막으

로 수록되어 있어도 자막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 DVD를 재생할 때, 타이틀을 바꿀 때마다 자막설정은

변경됩니다.

타이틀 메뉴 사용하기
DVD는 "title"(타이틀)이라는 음악기능이나
영화의 긴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DVD를 재생할 때
타이틀 메뉴를 사용해서 원하시는 타이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 방향키로  Title Menu(타이틀 메뉴)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타이틀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의 내용은 DVD에 따라 다양합니다.

2 ..... 방향키로 재생할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3 ..... ✕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타이틀이 재생됩니다.

타이틀메뉴를 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이 표시되지 않을 때는 컨트롤러의 s버튼
을 눌러 주십시오.

타이틀메뉴에서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때.
OReturn(되돌아가기)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이 기능은 일부 DVD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 DVD에 따라서는 타이틀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

니다.

• DVD에 따라서는 디스크의 사용설명서에 "Title menu"

(타이틀 메뉴) 혹은 "title"(타이틀)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ress ENTER"(들어가기를 눌러주세요)는

"Press SELECT"(선택을 눌러주세요)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DVD메뉴 사용하기
일부 DVD 디스크는 메뉴에서 디스크 내용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DVD 디스크를 재생할
때에는 자막언어, 음성언어등을 DVD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 방향키로  DVD Menu(DVD메뉴)를 선
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DVD메뉴가 나타납니다.
메뉴의 내용은 디스크에 따라 다양합니다.

2 ..... 방향키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
다.

3 ..... 다른 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 2번을
반복하십시오.

4 ..... ✕버튼을 누르십시오.

DVD메뉴를 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이 표시되지 않을 때는 컨트롤러의 f버튼
을 눌러 주십시오.

DVD메뉴의 언어를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Language Setup"(언어설정)과 "DVD
Menu"(DVD 메뉴)를 선택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VD메뉴에서 이전화면으로 되돌아갈 때
OReturn(되돌아가기)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기능은 일부 DVD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 DVD메뉴는 일부 DVD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 DVD에 따라서는 사용설명서에서 "DVD Menu"(DVD

메뉴)는 "Menu"(메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음성언어 변경하기
DVD에 다중언어가 수록된 경우, DVD를 재생
할 때 듣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언어는 DVD에 따라 다릅니다.

방향키로   Audio Options(오디오 옵션)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버튼을 누를때 마다 언어가 변경됩니다.

"오디오 옵션"을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이 표시되지 않을 때 컨트롤러의 R3 버튼
(오른쪽 스틱)을 누르십시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언어가 변경됩니다.

주의
• DVD 프로그램에 따라 DVD가 다중언어로 수록되어 었

어도 언어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DVD를 재생할 때나 타이틀을 변경할 때, 음성설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장면 Angle(앵글) 변경하기
다양한 앵글(다중각도)에서 장면이 녹화된 DVD
에서는 Angle(앵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움직이는 기차의 장면을 재생하는 동
안 기차의 움직임에 방해없이 기차의 오른쪽, 왼
쪽 창문으로부터, 혹은 기차의 정면으로부터의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Angle Option(앵글 옵션)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앵글이 변경됩니다.

주의
• 촬영앵글의 숫자는 디스크와 장면에 따라 다양합니다.

DVD에 녹화된 촬영앵글의 숫자만큼 앵글장면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 DVD의 프로그램에 따라, DVD가 다중각도로 녹화되었

어도 앵글변경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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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타이틀 찾기(서치)
숫자버튼으로 찾고자하는 타이틀의 번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 ..... 방향키로  Go to Title(타이틀로 가기)
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Go to Title--"이 화면에 나옵니다.

2 ..... 숫자버튼으로 두 자리 수의 타이틀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DVD 플레이어가 선택된 타이틀에서 재생
을 시작합니다.

디스크 재생 중 정보 표시하기
디스크를 재생하면서 현재 타이틀의 번호나
Chapter(장)를 화면에 표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방향키로  Chapter Display(장 표시)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표시된 내용을 on(켜기)-
off(끄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버튼기능의 리스트 나
타내기(도움말)
컨트롤러의 방향키의 사용방법이 일람표시 됩니
다.

방향키로  Help(도움말)를 선택한 다음 ✕버튼
을 누르십시오.

항목을 없애고자 할 때
✕버튼을 누르십시오.

서치기능(원하는 Chapter(장)
찾기)
숫자버튼으로 찾고자하는 Chapter(장)의 번호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숫자버튼으로 2자리의 Chapter(장)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선택한 Chapter(장)에서 DVD 플레이어가
재생을 시작합니다.

디스크의 특정한 지점을 찾기
(찾기)
영상을 보면서, 혹은 뒤로 느리게 재생하면서
디스크의 특정 지점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의
DVD에 따라서는 설명된 조작중에 몇몇 조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속히 해당지점으로 찾아가기(찾기)

1 ..... 디스크가 재생중일 때, 방향키로  (앞으
로 빨리가기)와  (뒤로 빨리가기)를 선택
합니다.

2 ..... 찾고자하는 지점이 나올 때까지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십시오.

원하는 지점이 나왔으면, 정상적인 재생속
도로 되돌리도록 버튼을 놓으십시오.

바로가기 버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컨트롤러의 R2(앞으로 가기)

버튼 혹은 L2(뒤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장면을 보면서 천천히 해당지점으로 찾아가
기(느린동작 재생)

1 ..... 디스크 재생중, 방향키로  Slow(느리게)
를 선택합니다.

2 ..... ✕버튼을 누르십시오.

느린동작 재생이 시작됩니다.
원하는 지점을 찾았다면, NPlay(재생)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정상적인 속도로
재생됩니다.
화면에서 제어판을 지우고(SELECT
(선택) 버튼을 2번 누릅니다), START
(시작) 버튼을 누르면 보통 속도로 복귀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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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면 사용하기
초기화면에서 초기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화질
과 음질 그리고 다양한 출력 옵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막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청연령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제어판을 표시하기 위해
SELECT(선택) 버튼을 누릅니
다.

방향키로  Setup(설정)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TV화면에 초기화면이 나타납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카테고리가 강조됩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
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DVD설정을 변경한 후에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1/RESET
(리셋) 버튼을 누르기 전, 혹은 MAIN POWER
(주전원) 스위치로 전원을 끄기 전에 반드시 DVD
를 꺼내십시오. DVD를 먼저 꺼내지 않고 리셋
하거나 콘솔 전원을 끄면 변경사항이 저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

2

3

4

5

6

설정표시 항목리스트
초기설정에는 밑줄 그어진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On(켜기)

Off(끄기)

 Screen Setup(초기화면) (21페이지)

DNR
(디지털 노이즈 처리)

Off(끄기)

DNR1

DNR2

4:3 Letter Box

4:3 PAN SCAN

16:9

+2

+1

–1

–2

0

TV Type
(TV타입)

Display(화면표시)

Outline Sharpening
(윤곽선 처리)

Dolby Digital
(돌비 디지털)

Audio Digital Out(디지털 음성 출력)

DIGITAL OUT (OPTICAL)(광출력 디지털)

DVD Volume
(DVD음량)

Standard(표준)

+1

+2

Audio Track Auto Select Mode
(음성트랙 자동설정 모드)

On(켜기)

Off(끄기)

DTS

Off(끄기)

On(켜기)

Off(끄기)

On(켜기)

Audio Setup(오디오 설정) (23페이지)

Custom Setup(시청설정) (22페이지)

Pause Mode
(일시정지 모드)

Auto(자동)

Frame(프레임)

Parental Control(시청연령제한) ,

Off(끄기)

On(켜기)

MPEG

Off(끄기)

On(켜기)

Language Setup (언어설정) (21페이지)

Audio
(음성언어)

(DVD Menu와 동일)

Subtitles
(자막언어)

Audio Follow(음성언어와 동일하게)

(DVD메뉴와 동일)

DVD Menu
(DVD메뉴)

Language Options ,
(언어옵션)

Korean(한국어)

Chinese(중국어)

Japanese(일본어)

Italian(이탈이아어)

German(독일어)

Spanish(스페인어)

French(프랑스어)

Dutch(네덜란드어)

Danish(덴마크어)

Swedish(스웨덴어)

Finnish(핀란드어)

Norwegian(노르웨이어)

Portuguese(포르투갈어)

Russian(러시아어)

English(영어)

OSD

Italian(이탈리아어)

German(독일어)

Spanish(스페인어)

French(프랑스어)

Dutch(네덜란드어)

Portuguese(포르투갈어)

English(영어)

DVD 플레이어의 설정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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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Language Setup : 표시언어
와 음성언어 설정하기
"Language Setup"(언어설정)은 여러 나라 언
어 중 화면에 표시할 언어나 음성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설정에는 밑줄 그어진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어판의 "Setup"(설정)에서 "Language
Setup"(언어설정)을 선택합니다.(20페이지)

주의
• DVD에 수록되지 않은 언어를 선택할 때, 수록된 언어중

하나가 자동적으로 "DVD메뉴"와 "음성언어" 그리고
"자막언어"에 설정됩니다.

• DVD에 따라서는  "DVD메뉴"와 "음성언어"  그리고
"자막언어"에서 선택한 언어가 재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x OSD : 화면상의 표시
OSD(On Screen Display)는 화면의 조정상
태나 조정진행상태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기능
입니다.
화면상에 표시될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 English(영어)
• French(프랑스어)
• German(독일어)
• Italian(이탈리아어)
• Spanish(스페인어)
• Dutch(네덜란드어)
• Portuguese(포르투갈어)

x DVD Menu : DVD 메뉴
DVD메뉴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 English(영어)
• French(프랑스어)
• German(독일어)
• Italian(이탈이아어)
• Spanish(스페인어)
• Dutch(네덜란드어)
• Danish(덴마크어)
• Swedish(스웨덴어)
• Finnish(핀란드어)
• Norwegian(노르웨이어)
• Portuguese(포르투갈어)
• Russian(러시아어)
• Chinese(중국어)
• Japanese(일본어)
• Language Options(언어옵션) →

Korean(한국어)
"Language Options"(언어옵션)를 선택하
면, 언어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리스트에서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x Audio : 음성언어
DVD에 수록된 음성언어를 선택하십시오.
• English(영어)
• French(프랑스어)
• German(독일어)
• Italian(이탈이아어)
• Spanish(스페인어)
• Dutch(네덜란드어)
• Danish(덴마크어)
• Swedish(스웨덴어)
• Finnish(핀란드어)
• Norwegian(노르웨이어)
• Portuguese(포르투갈어)
• Russian(러시아어)
• Chinese(중국어)
• Japanese(일본어)
• Language Options(언어옵션) →

Korean(한국어)
"Language Options"(언어옵션)를 선택하면,
언어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리스트에서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x Subtitles : 자막언어
DVD에 수록된 자막언어를 선택하십시오.
• Audio Follow(음성언어와 동일하게)*
• English(영어)
• French(프랑스어)
• German(독일어)
• Italian(이탈이아어)
• Spanish(스페인어)
• Dutch(네덜란드어)
• Danish(덴마크어)
• Swedish(스웨덴어)
• Finnish(핀란드어)
• Norwegian(노르웨이어)
• Portuguese(포르투갈어)
• Russian(러시아어)
• Chinese(중국어)
• Japanese(일본어)
• Language Options(언어옵션) →

Korean(한국어)
"Language Options"(언어옵션)를 선택하
면, 언어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리스트에서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 "Audio follow"(음성언어와 동일하게)를 선택하면,

선택한 음성언어에 맞춰 자막언어가 전환 됩니다.

DVD셋팅을 변경한 후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1/RESET
(리셋) 버튼을 누르기 전, 혹은 MAIN POWER
(주전원) 스위치로 전원을 끄기 전에 DVD를 반드
시 꺼내십시오. 먼저 DVD를 꺼내지 않고 리셋하거
나 콘솔 전원을 끄면 변경사항이 저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Screen Setup : 화면 옵션 셋팅
"Screen Setup"(화면 설정)은 화면의 옵션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설정에는 밑줄이 그어진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어판의 "Setup"(설정)에서 "Screen Setup"
(화면설정)을 선택합니다.(20페이지)

x TV Type : TV타입
연결할 TV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을 선택합니다.
DVD의 재생이 정지되었을 때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6:9 : 이 옵션은 와이드 스크린 TV나 와이드

모드로 볼 수 있는 일반 TV를 사용할 때만
선택하십시오.

• 4:3  Letter Box: 일반 TV를 사용할 때 선택
하십시오. 화면의 상하부의 여백이 검은 띠를
이루고 있고, 와이드 화면으로 상영됩니다.

• 4:3 PAN SCAN : 일반 TV를 사용할 때
선택하십시오. 화면의 높이(폭)에 맞춰진
와이드 화면이 상영되므로, 좌우측 부분의
영상은 잘려져 화면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16:9

4:3 Letter Box

4:3 PAN SCAN

주의
DVD에 따라서는 "4:3 Letter Box"가 "4:3 PAN SCAN"

대신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거나, 그 반대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x DNR : 디지털 노이즈 축소
재생화면에 노이즈나 떨림이 있을 경우, "DNR1"
혹은 "DNR2"로 설정하십시오.
• Off :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설정.
• DNR1 : 노이즈를 줄여서 영상을 선명하게

합니다.
• DNR2 : 노이즈를 줄여서 영상을 더욱 선명하

게 합니다.

주의
• "DNR2"를 선택한 경우, 잔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Off"(꺼짐)를 선택하십시오.

• DVD에 따라서는 DNR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x Outline Sharpening : 윤곽선 표시
그림의 윤곽을 선명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합니
다. 수치가 높을수록 윤곽선이 더 선명해 집니다.
• +2
• +1
• 0 : 일반적으로 0으로 선택됩니다.
• -1
• -2

x Display : 화면
TV화면에 재생정보를 표시기능(플레이 상태의
표시여부).
• On : DVD 플레이어를 조작할 때, TV화면에

재생정보가 몇 초간 표시됩니다.
• Off : 재생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DVD셋팅을 변경한 후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1/RESET
(리셋) 버튼을 누르기 전, 혹은 MAIN POWER
(주전원) 스위치로 전원을 끄기 전에 DVD를 반드
시 꺼내십시오. 먼저 DVD를 꺼내지 않고 리셋하거
나 콘솔 전원을 끄면 변경사항이 저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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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Setup : 시청항목
설정하기
"Custom Setup"(시청설정)에서 재생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설정에는 밑줄이 그어진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어판의 "Setup"(설정)에서 "Custom Setup"
(시청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0페이지)

x Pause Mode : 일시정지 모드
일시정지 모드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 Auto(자동) : 동화상의 정지화면이 깨끗합니

다. 초기에는 "Auto"(자동)로 설정되어 있습
니다.

• Frame(프레임) : 비동화상을 프레임 단위의
고해상도 영상으로 출력합니다.

x Parental Control : 시청연령제한
DVD에 따라서 재생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린이들이 특정 내용물을 보지 못하
도록 등급에 제한을 두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초기화면에서 "Custom Setup"(시청설정)을
선택하십시오.

1 ..... 방향키로 "Parental Control"(시청연령
제한)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x 비밀번호를 넣지 않은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4자리 숫자)

x비밀번호를 이미 등록한 경우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2단계로 넘어갑니다.

2 ..... 숫자버튼으로 4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합
니다.

3 ..... 비밀번호를 재입력합니다.(비밀번호 확인)

시청연령제한 등급을 설정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 방향키로 "Region"(지역)을 선택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5 ..... 방향키로 지역명(국가명)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해당 지역에 대한 표준
시청연령제한 등급을 설정)

6 ..... 방향키로, "Level"(등급)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7 ..... 방향키로 원하는 등급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낮은 수치일수록 제한이 엄격해집니다.

시청연령제한 기능을 해제하고 비밀번호를 입
력한 후 DVD재생하기
7단계에서 "Level"(레벨)을 "off"(끄기)로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비밀번호 변경하기

1 ..... 3단계 다음에, 방향키로 "Change
Password"(비밀번호 변경하기)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화면이 나옵니다.

2 ..... 2단계와 3단계에 따라서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시청연령제한으로 보호된 디스크 재생하기

1 ..... 디스크를 삽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릅니다.

시청연령제한 화면이 나옵니다.

2 ..... 숫자버튼으로 비밀번호 4자리수를 입력합
니다.

DVD 플레이어의 재생이 시작됩니다.
DVD재생을 정지시키면, 시청연령제한
등급은 원래 설정으로 되돌아 갑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선택버튼을 누른 후 시청연령제한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4자리숫자 "7444"를 입력
합니다. 예전 비밀번호는 삭제됩니다.

주의
• 시청연령제한 기능이 없는 DVD의 경우, 재생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시청연령제한 설정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DVD에 따라서는, 디스크의 재생중에 시청연령제한

레벨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레벨(등급)을 변경하십시오.

DVD재생을 정지시키면, 시청연령제한 레벨(등급)은

원래 설정으로 되돌아 갑니다.

DVD설정을 변경한 후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려면 1/RESET(리셋)
버튼을 누르기 전, 혹은 MAIN POWER(주전원)
스위치로 전원을 끄기 전에 DVD를 반드시 꺼내
십시오. DVD를 먼저 꺼내지 않고 리셋하거나
콘솔 전원을 끄면 변경사항이 저장되지 않으므
로 주의해 주십시오.

설정과 조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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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기는 Macrovision Corporation과 기타
권한소유자들의 미국 특허 청구권과 기타 지적
소유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 보호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복사방지기술의 사용은
반드시 Macrovision Corporation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와 다른 일부 제한된
지역, 아니면 Macrovision Corporation이
인정한 곳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을 분해 모방 및 개조는 금지되어 있습니
다.

DVD셋팅을 변경한 후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1/RESET
(리셋) 버튼을 누르기 전, 혹은 MAIN POWER
(주전원) 스위치로 전원을 끄기 전에 DVD를
반드시 꺼내십시오. DVD를 먼저 꺼내지 않고
리셋하거나 콘솔 전원을 끄면 변경된 사항이
저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Audio Setup : 사운드 옵션 설
정하기
"Audio Setup"(오디오설정)은 재생할 때의
소리의 설정을 재생 조건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
니다.
초기설정에는 밑줄 그어진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어판의 "Setup"(설정)에서 "Audio setup"
(오디오 설정)을 선택하십시오.(20페이지)

x Audio Digital Out : 디지털 음성 출력
다음과 같은 기기에 연결할 때, 음성신호의 출력
을 설정합니다.
• 디지털 커넥터로 수신기(앰프)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연결할 때.
•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DTS, 혹은

MPEG 디코더가 내장된 오디오 기기에 연결
할 때.

• 광디지털 접속 코드로 DIGITAL OUT
(OPTICAL)(디지털 광출력) 단자에 DAT
나 MD데크를 연결할 때.

연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1페이지를 참조하
세요.
"DIGITAL OUT(OPTICAL)"을 "Off"로 설
정하면,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이나
"DTS", "MPEG"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x DIGITAL OUT(OPTICAL) : 디지털 광
출력
DIGITAL OUT(OPTICAL)(디지털 광출력)
단자에서 출력신호의 설정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설정메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On(켜기) : 광디지털 케이블(별매)로 연결할

경우 "On(켜기)"으로 설정하십시오.
 초기설정은  "On(켜기)"으로 되어 있습니다.
"On"을 선택하면, "Dolby Digital"(돌비 디
지털)과 "DTS", "MPEG"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Off(끄기) : DIGITAL OUT (OPTICAL)
(디지털 광출력) 단자에서의 음성 신호 출력
을 원하지 않을 경우 "Off(끄기)"로 설정합니
다.

주의
"Off"를 선택하면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과

"DTS", "MPEG"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x Dolby Digital : 돌비디지털
DIGITAL OUT(OPTICAL)(디지털 광출력)
단자에서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신호가
출력되도록 설정합니다.
• On (켜기) :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디

코더가 내장된 오디오 기기에 연결할 때.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디코더가 내장
되지 않은 오디오 기기에 연결했을 경우에는
이 옵션을 "On"으로 하지 마십시오. 잘못 설
정한 상태에서 재생하면, 스피커에서 시끄러
운 잡음이 나와, 청력장애를 일으키거나 스피
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Off (끄기) :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디코더가 내장되지 않은 오디오 기기에 연결
할 때.

x DTS
DIGITAL OUT(OPTICAL)(디지털 광출력)
단자에서 DTS신호가 출력되도록 설정합니다.
• On (켜기) : DTS디코더가 내장된 오디오 기

기에 연결할 때.
DTS디코더가 내장되지 않은 오디오 기기에
연결했을 경우에는 이 옵션을 On으로 하지 마
십시오. 잘못 설정한 상태에서 DTS 오디오트
랙을 재생하면 스피커로부터 아주 큰 잡음이
나와 청력장애를 일으키거나 스피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Off (끄기) : DTS 디코더가 내장되지 않은
오디오 기기에 연결할 때.

x MPEG
DIGITAL OUT(DIGITAL)(디지털 광출력)
단자에서 MPEG AUDIO신호가 출력되도록 설
정합니다.
• On (켜기) : MPEG디코더가 내장된 오디오

기기에 연결할 때.
MPEG 디코더가 내장되지 않은 오디오 기기
에 연결했을 경우에는 이 옵션을 "On"으로 하
지 마십시오. 잘못 설정하여 재생하면 스피커
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나와 청력장애를 일으
키거나 스피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Off (끄기) : MPEG디코더가 내장되지 않은
오디오 기기에 연결할 때.

x 음성 트랙 자동 선정 모드 : Audio Track
Auto Select Mode

다중음성 포맷(PCM, DTS, Dolby Digital(돌
비 디지털), 혹은 MPEG AUDIO 포맷)이 수록
된 DVD를 재생할 때, 채널수가 가장 많은 음성
기록방식을 우선적으로 재생합니다.
• On (켜기) : 우선된다.
• Off (끄기) : 우선되지 않는다.

주의
• 이 항목을 "On"으로 하면, "Language Setup"(언어

설정)의 "Audio"(오디오)설정에 따라서 언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udio Track Auto Select Mode "

(음성 트랙 자동 선택 모드)로 설정되므로 "언어설정"

(21페이지)의 "오디오"설정보다 우선적으로 설정됩니다.

• "오디오설정"에서 "DIGITAL OUT(OPTICAL)

(디지털 광출력)"을 "On"으로, "DTS"를 "Off"로 설

정했다면, DTS음성트랙을 "On"으로 설정하고, 최다수

오디오 채널이 DTS포멧으로 녹음되었어도 DTS음성

트랙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 PCM, DTS,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그리고

MPEG AUDIO 음성트랙의 채널수가 동일할 경우,

PCM,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DTS, 그리고

MPEG AUDIO 음성트랙의 순으로 우선됩니다.

• DVD에 따라서는 우선되는 음성이 새로 정해지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On"으로 설정해도 채널수가

많은 음성기록방식(DTS나 Dolby Digital(돌비 디지

털), MPEG AUDIO 포맷)이 우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x DVD 비디오 음량
DVD의 음성출력 레벨이 낮을 경우, DVD의
음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 : 음성디지털
출력의 DIGITAL OUT(OPTICAL)(디지털
광출력)이 "Off"로 설정되어 있을 때 변경가능)
• +2 : 음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 +1 : 음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 Standard(표준) : 보통 표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의
DVD에 따라서는, "+1" 혹은 "+2"를 선택하면 소리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D
V

D
 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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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타이틀이 시작되지 않는다.
, 본 기기에서 사용가능한 디스크인지 확인하

십시오.(3페이지 참조)
, 디스크의 라벨이 위로 와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데이터면은 아래쪽)
, 디스크가 바른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 콘솔 내부에 수분이 맺혀 있습니다.(8페이지

참조)
, 디스크를 청결하게 합니다.
, 다른 디스크로 교환하여 테스트해 봅니다.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나 Memory Card(메모리 카드)
에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다.
,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나 Memory Card(메모리
카드)가 제대로 끼워졌는지 확인하십시오.

, 게임에서 지시하는대로 바르게 조작하고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나 Memory Card(메모리
카드)에 저장 가능한 용량이 남아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 다른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
(메모리 카드)(8MB)나 Memory Card
(메모리 카드)로 교환해 보십시오.

콘솔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 정전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MAIN POWER(주전원)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전원을 켜 주십시오.

1 LED 표시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콘솔이 작
동 되지 않는다.
, 적색 램프가 깜빡이면, 콘솔이 "고장"났거

나 작동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환기구로부터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솔의 내
부열을 식힙니다. 콘솔이 스탠바이 모드(대
기상태)로 되돌아 오면 재생으로 복귀합니
다.

PlayStation®2 콘솔이 정상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아래의
항목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십
시오.

1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리를
문의하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페이지를 활용해 주십시오.  계속 문제
가 발생할 경우, 동봉된「서비스 가이드」
에 기록된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해 주십
시오.

2 AC 전원코드가 콘솔과 벽의 콘센트에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TV(혹은 비디오)
나 악세서리가 콘솔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전원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 AC 전원코드가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콘솔의 전원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콘솔

뒷면에 있는 MAIN POWER(주전원)
스위치로 콘솔의 전원을 켜십시오.

화상

아무런 화상이 뜨지 않는다.
, AV 케이블(음성/영상 일체형)이 TV(혹은

비디오)와 콘솔에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
십시오.

, 콘솔과 TV(혹은 비디오)의 전원을 확인하십
시오.

, TV(혹은 비디오)에서 비디오 입력을 선택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AV 케이블(음성/영상 일체형)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삽입한 디스크가 본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3페이지 참조)

, 디스크의 라벨이 위로 오도록 놓여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데이터면은 아래쪽)

, 디스크가 바른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
다.

, 콘솔이 일시정지 모드에 있습니다.
, 다른 AV 케이블로 교환하여 연결해 봅니다.

화상에 노이즈가 있다.
, 디스크를 청결히 합니다.
, 콘솔 내부에 수분이 맺혀 있습니다.(8페이지

참조)
, 콘솔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콘솔을 안정되고 평평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콘솔을 흔들거나 진동을 주지 마십시오.

, 콘솔을 비디오데크나 TV비디오 일체형에 연
결했을 경우, 복제방지 처리된 일부 DVD에
서는 화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DVD 비디오
를 재생할 때에는, 콘솔을 TV에 직접  연결
하십시오.(10페이지 참조)

와이드 영상의 DVD 비디오를 상영할 때 화면
의 가로세로비를 TV에 맞춰 변경할 수 없습니
다.
, 디스크에 따라서 화면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

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 콘솔이 TV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셀렉터나 수신기(앰프)는 콘솔과
TV간에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 TV에 따라서는 화면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
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음성

소리가 나지 않는다.
, AV 케이블(음성/영상 일체형)이 TV(혹은

비디오)와 콘솔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콘솔과 TV(혹은 비디오)에 전원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TV(혹은 비디오)의 입력전환이 「비디오」
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TV 음량이 적당하게 설정되었는지, TV에
서 "mute"(소리 안나기)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AV 케이블(음성/영상 일체형)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삽입한 디스크가 이 콘솔에서 사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3페이지 참조)

, 디스크의 라벨이 위로 오도록  놓여졌는지
확인하십시오.(데이터면은 아래쪽)

, 수신기(앰프)의 음성입력단자에 콘솔이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다른 AV 케이블로 교환하여 연결해 봅니다.
, 스피커 접속과 설정을 체크해 봅니다.

수신기(앰프)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수신기(앰프)의 입력전환이 콘솔의 음성이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일시정지 모드에 있습니다.
, 찾기/천천히 모드(DVD 비디오를 재생할 때)

에 있습니다.
, DIGITAL OUT(OPTICAL)(디지털

광출력) 단자에 오디오 장비가 연결되었을
때에 대한 설정(11페이지 참조)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다.
, 디스크를 청결하게 합니다.
, 콘솔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콘솔을 안정되고 평평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콘솔을 흔들거나 진동을 주지 마십시오.

, 콘솔 내부에 수분이 맺혀 있습니다.(8페이지
참조)

, DTS음성트랙의 CD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DTS디코더가 내장된 오디오 기기에 연결되
어 있지 않을 경우, DTS음성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음성트랙의
DVD 비디오를 재생할 때, 서라운드 효과가
나지 않는다.
, 스피커 연결 상태와 설정을 체크하십시오.

수신기(앰프)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DVD에 따라서는 음성트랙이 돌비디지털로

녹음되어 있어도, 5.1채널 영역 전부에서
출력되지 않는 것(모노나 스테레오)도 있습
니다.

사운드가 중앙 스피커에서만 나온다.
, 디스크에 따라서는 사운드가 중앙부 스피커

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조작

컨트롤러가 작동되지 않는다.
, 컨트롤러가 콘솔에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2)나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가
소프트웨어에 적당한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14페이지 참조)

, 다른 컨트롤러로 교환하여 테스트해 보십시
오.



25

KR

주요사양

자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DVD에 따라서는 자막을 없앨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DVD를 재생할 때 촬영각도가 변하지 않습니
다.
, DVD에 다중각도로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

다.
, DVD에서 각도변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원

220V AC, 60Hz

소비전력

50W

크기(약)

301 × 78 × 182 mm

w × h × d(가로 × 높이 × 깊이)

중량(약)

2.2kg

허용온도

5˚C - 35˚C
레이저 다이오드 특성

• 재료: GdAlAs

• 파장: l=650/780 nm

콘솔 앞면의 입력/출력
컨트롤러 포트 (2)

MEMORY CARD(메모리 카드) 슬롯 (2)

 USB 커넥터 (2)

  S400 i.LINK 단자 (1)

콘솔 뒷면의 입력/출력
AV MULTI OUT(AV 멀티 출력) 단자 (1)

DIGITAL OUT(OPTICAL)(디지털 광출력) 단자 (1)

EXPANSION BAY(확장베이) (1)

제공되는 악세서리
9페이지 참조

주변기기(별매)
SCPH-10010G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2)

SCPH-10020G PlayStation®2 전용

Memory Card(메모리

카드)(8MB)

SCPH-10040G PlayStation®2 전용 수직

받침대

SCPH-10060G S 영상 케이블

SCPH-10090G PlayStation®2 전용 멀티탭

SCPH-10100G PlayStation®2 전용 컴퍼넌트

AV 케이블

SCPH-10110G PlayStation®2 전용 수평

받침대

SCPH-10174 PlayStation®2 전용 DVD

리모컨 키트

SCPH-1020FHI Memory Card(메모리

카드)

SCPH-110F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

디자인 및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열리지 않습니다.
, AC 전원코드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콘솔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콘솔 뒷면의 MAIN POWER(주전원)
스위치로 콘솔에 전원을 넣어 주십시오.

DVD 비디오 조작

디스크가 처음 부분부터 재생되지 않습니다.
, Resume Play(재생복귀)기능으로 설정되었

습니다.
재생시작 전에 정지버튼을 누르십시오.

, 디스크에 따라서는 타이틀메뉴나 DVD메뉴
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DVD 타이틀을 선택했는데도 디스크가 재생
되지 않습니다.
, 디스크에 시청연령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

다.

재생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 디스크가 자동정지 신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자동정지 신호는 재생을
정지 시킵니다.

정지, 찾기, 혹은 느린동작 재생과 같은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디스크에 따라서는 일부 기능이 조작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음성트랙의 언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DVD에 다중언어가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 언어변경이 제한되어 있는 DVD를 재생하

고 있습니다.

자막언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DVD에 다중언어가 수록 되지 않았습니다.
, 자막의 언어변경이 제한되어 있는 DVD입

니다.

추
가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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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Chapter)(19페이지)
영상이나 음악의 한 구획으로 타이틀보다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하나의 타이틀은 여러개의 장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장에는 번호가
주어져 있고, 원하는 장을 바로 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11,23페이지)
Dolby 음향연구소에서 개발한 음성 디지털 압
축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5.1채널 서라운드 음
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어 채널이 스테레오
가 되고, 서브우퍼 채널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형식은 돌비 디지
털 시네마 오디오 시스템에 기초를 둔 5.1채널의
고품질 디지털 음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채널의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녹음되어 있
으므로 채널간의 분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 데이터는 디지털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음
질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DTS(11,23페이지)
Digital Theater Systems, Inc가 개발한 디
지털음성 압축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5.1채널 서
라운드 음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어 채널이
스테레오가 되고, 서브우퍼채널은 완전히 분리
됩니다. DTS에서는 5.1채널의 고품질 디지털
음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채널의 데이터
가 독립적으로 녹음되어 있으므로 채널간의 분
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 데이터는 디
지털로 처리되어 있므로 음질은 약화되지 않습
니다.

DVD(16페이지)
직경은 CD크기와 같지만, 최대 8시간 동안 동영
상을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입니다.
한 쪽면의 1층에 4.7GB를 기록 할 수 있으며 그
용량은 CD의 7배나 됩니다. 단면 2층에는 8.
5GB, 양면 1층에는 9.4GB, 양면 2층에는 17GB
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는 디지털 압축기술의 세계 표준 규
격의 하나인 MPEG2포맷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는 원래 크기의 1/40(평균)로 압축
기록됩니다. 또한 DVD는 영상의 상태에 따라
배치되는 데이터를 바꾸는 가변 레이트 부호화
기술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데이터는 더욱더 현장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PCM이나 Dolby Digital(돌비 디지털)
로 녹음됩니다.
또한,  다중각도,  다중언어,  시청연령제한
(Parental Control)등의 각종 부가 기능도 제
공됩니다.

MPEG AUDIO(23페이지)
ISO/IEC가 인증하는 음성 디지털 압축 기술의
세계 표준 부호화 방식입니다.

다중각도(앵글) 기능(18페이지)
일부 DVD는 한 장면이 여러가지 각도(동일 장
면을 정면, 좌측면, 우측면등에서 촬영한 장면)
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다중언어 기능(18, 21페이지)
일부 DVD는 음성 트랙이나 동영상의 자막이 여
러 언어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청연령제한(Parental Control) (22페이
지)
DVD에는 국가별 규제 레벨에 맞추어 시청자의
나이에 따라 디스크의 재생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한 레벨은 디스크에 따라 많은 차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할 수 없는 장면이
나 과격한 장면을 스킵(뛰어넘기) 하거나, 다른
장면으로 바꿔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19페이지)
비디오 소프트웨어인 DVD, 영화등의 영상이나
음악의 가장 큰 단위 또는 음악 소프트웨어의 앨
범 전체를 말합니다.
각 타이틀에는 원하는 타이틀을 찾기 쉽도록 타
이틀에 각각의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동봉된 국내용 보증 서류를 참조하십시오.

한국 고객님께:
•제품을 포장한 상자에는 본 제품의 보증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버리지 말아 주십
시오. 또한, 상자는 수리시 제품 보호를 위해서
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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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 타이틀은 PlayStation®2 콘솔에서
PlayStation® 콘솔과는 다르게 작동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 "PlayStation", " " 및 "DUALSHOCK"는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의 등

록상표이며, " "도 같은 회사의 상표입니다.

"Sony"와  " "는　Sony Corporation의 등록상표이며,  도 같은 회사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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