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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본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본 설명서와 함께 해당 콘솔에 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는 PlayStation®(PSone™), PlayStation®2 콘솔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와 PlayStation®2 규격 소
프트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

•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고온 다습한 곳이나 직사 광선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5˚C–35˚C 범위내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에 수분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케이블을 세게 잡아 당기거나 비틀지 마십시오.
•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구부리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또한 심한 충격을 가하

지 말아 주십시오.
• 단자부분을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 컨트롤러를 청소할 때는 부드럽고 마른 천을 사용하십시오. 컨트롤러에 벤젠과 같은 용해성 물질이나 기

타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 또는 유성연기나 증기가 있는 곳에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두지 마

십시오.
•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안정된 곳에 두십시오.
•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두십시오.
• 코드를 콘솔에 제 로 연결하십시오.
• 콘솔이나 컨트롤러를 바닥에 두지 마십시오.

안전 수칙(진동 기능)
• 사용시 피로나 불쾌감을 느끼거나, 손이나 팔에 통증이 있을 때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십시오. 이

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의사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 손 이외의 방법으로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머리, 얼굴, 또는

신체의 뼈 부근에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가져가지 마십시오.
• 손과 팔, 뼈와 관절 부위에 질환이 있으신 분은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의 진동 기능

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손가락, 손, 손목, 팔이 골절되거나 탈구 혹은 삔 경우와 근육 질환이 있으신 분은 아날로그 컨트

롤러(DUALSHOCK®)의 진동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컨트롤러의 진동 기능으로 인해 병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장시간 계속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30분 간격으로 휴식
을 취해 주십시오 .

진동 기능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는 진동 기능형 컨트롤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
프트웨어의 사용설명서와 화면 표시를 참조하십시오.

•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사용 중이 아닐 때는 콘솔을 끄거나 콘솔에서 컨트롤러를 뽑
아 주십시오.

• 컨트롤러의 진동기능은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용상 주의 사항을 읽어보신 다음, 안전 수칙을 준
수해 주십시오.

사용 방법

화살표가 위로 오게 하여 콘솔의 컨트롤러 포트에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 커넥터
를 단단히 꽂아 주십시오.

PlayStation®(PS one™), PlayStation®2 콘솔

앞면의 컨트롤러 포트

아날로그 컨트롤러(각종 유형)

아날로그 컨트롤러 (DUAL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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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이며, "PS one"과 " "도 같은 회사의 상표입니다 .

"SONY"와 " "는 Sony Corporation 의 등록상표입니다.

디자인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inted in China 2002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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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 사용법
• 아날로그 컨트롤러에서는 디지털 모드나 아날로그 모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모드 및 디지털 모드 기능 응의 PlayStation® 규격 소프트웨어:

오른쪽 및 왼쪽 스틱으로 아날로그 모드가 지원되는 게임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모드 기능 응의 PlayStation®2 규격 소프트웨어:

오른쪽₩왼쪽 스틱으로만 아날로그 모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본 컨트롤러에서는 아날로그 버튼(압력 감
지형)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기능은 아날로그 모드가 지원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컨트롤러를 아날로그 모드로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날로그 모드에서 아날로그 컨트롤러는 진동 기능도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모드 변경 및 모드 표시기
ANALOG (아날로그) 모드 버튼을 눌러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의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ANALOG (아날로그)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드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ANALOG (아날로그 )

모드 버튼

LED 표시 모드

r 
  R

모드 표시기

컨트롤러가 아날로그 모드로 변환되었을 때, LED 표시기에 적색 램프가 점등 됩니다.

각 소프트웨어에 응하는 모드로 전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ANALOG(아날
로그) 모드 버튼을 눌러도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적으로 모드가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앞면
START (시작) 버튼

LED 표시 모드

방향키

왼쪽 스틱 / L3 버튼* 오른쪽 스틱 / R3 버튼*

SELECT (선택) 버튼

ANALOG (아날로그) 모드 버튼  버튼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의 각 부분 명칭

아날로그 컨트롤러(DUALSHOCK®)를 사용하기 전에
왼쪽 그림과 같이 엄지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스틱을
한 번 돌리십시오. 스틱을 비틀지는 마십시오.

* 스틱을 누르면 R3 버튼과 L3 버튼이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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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면

디지털 모드 (LED 표시 : 꺼짐 ) 아날로그 모드 (LED 표시 : 적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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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버튼 R2 버튼

L1 버튼 R1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