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크 레이블이 있는 면이 위로 가도록 넣습니다.

네트워크 접속하기

사용 방법

서포트 정보

빠른 시작 가이드
4-468-521-81(1)CECH-4205 시리즈

카테고리

항
목VID

EO
L

AUDIO
R

      (설정)          (네트워크 설정)    [인터넷 접속 설정]을 선택합니다.

[간단]    [무선]    [검색]을 선택합니다.

이용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SSID를 확인한 후, 오른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암호키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암호키를 입력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암호키를 입력한 후 

마지막에 [확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설정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합니다.

LAN 케이블인터넷 회선에 연결

LAN 케이블(별매)을 연결합니다.

      (설정)          (네트워크 설정)     [인터넷 접속 설정]을 선택합니다.

[간단]을 선택합니다.

설정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합니다.

PlayStation®Network를 즐기시려면

무선 공유기
(액세스 포인트)

xDSL 모뎀, 
케이블 모뎀 등

본체 앞면

XMBTM(크로스 미디어 바)

TV의 비디오 입력 단자에 AV 케이블 AC 전원 코드

USB 케이블

USB 단자에

AC IN 단자AV MULTI OUT 단자

USB 단자

콘센트에

초록색 불빛 : 전원 켜짐

깜빡이는 초록색 불빛 : 전원 끄는 중

빨간색 불빛 : 전원 꺼짐(대기 상태)

접속/설정하기 디스크 재생하기

* L3 및 R3 버튼은 스틱을 눌렀을 

경우에만 기능합니다.

PS3TM를 TV와 연결합니다.
고화질로 출력하시려면 HDMI® 케이블(별매)로 연결해 주십시오.

TV의 전원을 켠 후 입력을 전환합니다.

PS3TM의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영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PS3TM의 전원을 끈 후 전원 버튼을 5초 이상("삐" 소리가 두 번째 날 때까지) 눌러 전원을 다시 켜 주십시오.

무선 컨트롤러의 PS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초기 설정을 합니다.

디스크 커버를 열어 디스크를 넣습니다.
디스크 커버를 여시려면      (열기) 버튼을 누르거나 디스크 커버를 슬라이드해 주십시오. 딸깍 소리가 나도록 디스크를 확실히 넣어 

주십시오.

디스크 커버를 슬라이드하여 닫습니다.
디스크 커버를 닫으면 자동으로 재생이 시작됩니다. 디스크가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XMBTM의 디스크 아이콘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게임을 종료할 때는 컨트롤러의 PS 버튼을 눌러     (게임 종료하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 외의 디스크를 종료할 때는 컨트롤러의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PlayStation®3 규격 소프트웨어의 저장 데이터는 본체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게임)          (저장 데이터 유틸리티(PS3TM))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PlayStation®Network는      (PlayStation®Store)에서의 쇼핑,

     (친구)의 대화 기능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PlayStation®Network)에서      (등록)을 선택한 후 화면의

지시에 따라 Sony Entertainment Network의 계정을 작성해 

주십시오.

디자인 및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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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B"와 "크로스 미디어 바"는 Sony Corporation과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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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rms HDMI and HDMI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and the HDMI Logo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HDMI Licensing LLC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2013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대문자/소문자

 전환하기

삭제하기 확인 후 

키보드 닫기

사용상의 주의/고장이라고 생각될 때
PS3TM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 사항 및 주요 사양, AS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사용자 가이드  http://manuals.playstation.net/document/
PS3TM의 자세한 조작 방법을 설명합니다.     (네트워크)        (사용자 가이드)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사이트  http://www.playstation.co.kr/ps3/update/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체 뒷면

디스크 커버

전원 버튼/전원 표시등

 (열기) 버튼

본체 스토리지 액세스 표시등

USB 단자 LAN 단자

HDMI OUT 단자 AC IN 단자

AV MULTI OUT 단자DIGITAL OUT (OPTICAL) 단자

DUALSHOCK®3 무선 컨트롤러

왼쪽 스틱/L3 버튼*

SELECT 버튼

L1 버튼   L2 버튼

방향키

USB 단자

START 버튼

R1 버튼   R2 버튼

오른쪽 스틱/R3 버튼*

포트 표시등

버튼 : 옵션 메뉴/제어판 

표시하기

버튼 : 조작 취소하기

버튼 : 선택한 항목 결정하기

PS 버튼 : XMBTM 표시하기

전원 켜기/끄기

게임 종료하기

유선으로 접속하기 무선으로 접속하기

Printed in China

인터넷 회선에 연결

공유기xDSL 모뎀, 
케이블 모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