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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화기나 심한 충격을 피하고 비나 수분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 어댑터(PS one™ 전용)를 절 로 분해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반
드시 전문 기술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카 어댑터(PS one™ 전용)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

시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나중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잘 보관

하십시오.

본 제품은 SCPH-103D PS one™ 콘솔과 SCPH-133D LCD 액정 모니

터(PS one™ 전용)(별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카 어댑터는 다른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카 어댑터(PS one™ 전용)는 자동차의 담배 라이터 소켓에 연결하여,

PS one™ 콘솔과 LCD 액정 모니터(PS one™ 전용)에 전원을 공급합니

다.

본 제품은 음극(-)이 접지된 DC 12V 혹은 24V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접지나 배터리 종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자동차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어댑터(PS one™ 전용)

사용상 주의

안전
본 제품은 최고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전자

제품도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화재나 감전 사고 및 신체적 상해

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조작을 위해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주

시기 바랍니다.

• 모든 경고와 주의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젖은 손으로 카 어댑터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천둥번개가 칠 때는 담배 라이터 플러그와 소켓을 만지지 마십시오.

• 제품이 오작동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 혹은 냄새가 날 경우에는 즉시 사용

을 중지하십시오.

•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기기를 담배 라이터 소켓에서

분리하고, 동봉된 「서비스 가이드」에 기록된　인포메이션 센터로 문의

해 주십시오.

자동차 안전
PS one™ 콘솔을 자동차에서 안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다음 안전상 주

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운전 중 혹은 조수석에서는 절대로 콘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

드시 뒷좌석에서만 사용해 주십시오.

• 본 제품 및 카 어댑터 코드와 같은 부품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방해되지 않

도록 하십시오.

•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용하십시오.

• 차량내 휴대용 장치 사용을 규정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 콘솔이 에어백 시스템의 작동에 방해되거나 상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PS one™ 콘솔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자동차 안에 홀로 두지

마십시오.

건강
PS one™ 콘솔 사용에 있어서 저온 화상이나 다른 신체적 상해를 막기 위

하여 장시간의 신체적 접촉은 피해 주십시오.

사용 및 취급

• 카 어댑터(PS one™ 전용)는 음극(-)이 접지된 DC 12V 혹은 24V 배

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접지나 배터

리 종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자동차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고온다습, 직사 광선 혹은 극도로 낮은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5°C-35°C 범위내에서 사용하십시오.)

• 카 어댑터의 커넥터를 금속 물체와 접촉시키면 누전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십시오.

• 사람이 없는 자동차 안에 콘솔을 켜둔 채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 절대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어댑터나 담배 라이터 플러그 혹은 DC 7.5V 커넥터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카 어댑터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 코드를 꼬거나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시고 또한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카 어댑터를 커버나 덮개로 감싸지 마십시오. 내부 발열의 원인이 됩니다.

• 카 어댑터의 코드가 자동차의 동기부에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 카 어댑터는 라디오 수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카 어댑터를 라디오 수신

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잡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콘솔 작동을 중지시킨 후 담배 라이터 소켓에서 담배 라이터 플

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 카 어댑터를 장시간동안 고무나 비닐과 같은 물질과 접촉시키면 어댑터의

표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콘솔과 LCD 액정 모니터 장착
인체나 주위 물건 혹은 제품 자체에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PS one™ 콘

솔, LCD 액정 모니터(PS one™ 전용) 및 카 어댑터(PS one™ 전용)를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자동차 계기판 위나 고온 및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밀폐된 차량 속.

• 자석, 확성기 혹은 TV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기장 근처.

• 제품이 떨어지기 쉬운 불안정한 곳.

•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곳.

• 해변이나 모래사장과 같은 먼지나 모래가 많은 곳.

• 양탄자나 카펫 위.

담배 라이터 소켓
담배 라이터 소켓의 내부가 지저분하거나 담뱃재 혹은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담배 라이터 플러그는 접촉 불량으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의 원

인이 됩니다. 사용 전에는 항상 담배 라이터 소켓을 청결히 하십시오.

카 어댑터 연결

• 자동차의 엔진 시동이 걸렸을 때, 담배 라이터 플러그를 담배 라이터 소켓

에 꽂아 주십시오.

• 카 어댑터를 직접 담배 라이터 소켓에 연결하십시오. 연장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 어댑터 코드가 과열되어 화재나 인체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 담배 라이터 플러그를 담배 라이터 소켓에 단단히 꽂으십시오. 플러그가

완전히 꽂혀있지 않으면 기기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카 어댑터 분리

• 카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담배 라이터 소켓으로부터 어댑터를

분리하십시오. 화재가 발생하거나 자동차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담배 라이터 소켓에 카 어댑터를 꽂아두

지 마십시오.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시동을 끄기 전에 담배 라이터 소켓으로부터 카 어댑터의 담배

라이터 플러그를 뽑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담배 라이터 소켓으로부터 어댑터를 뽑을 때는 담배 라이터 플러그 부분

을 잡아 당겨 주십시오. 코드만을 잡고 당길 경우 코드가 손상되며 그로

인해 화재나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 어댑터의 청소
안전을 위하여 카 어댑터를 청소하기 전에 반드시 담배 라이터 소켓으로부

터 어댑터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 카 어댑터가 더러워졌으면 부드럽고 마른 헝겊이나 티슈를 사용하여 닦아

내십시오.

• 심하게 더러워졌으면 물로 희석 시킨 중성 세제를 부드러운 헝겊에 적셔

서 꽉 짜내어 여분의 물기를 제거하고 외부의 더러워진 곳을 닦아낸 후 마

지막에 마른 헝겊으로 닦으십시오.

• 벤젠이나 페인트 희석제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면을 손상시키게 됩

니다.

• 화학 처리된 먼지 제거용 청소포를 사용할 경우는 청소포의 취급법에 따

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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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의 등록상표이며

"PS one"은 같은 회사의 상표입니다.

"SONY"와 " "는 Sony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휴즈

휴즈캡

휴즈 교환

콘솔이 카 어댑터에 연결되었는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휴즈가 끊어

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즈가 끊어졌으면 다음과 같이 125V 4A의 표준 휴즈로 교체하시기 바랍

니다.

1 담배 라이터 플러그의 끝에 있는 휴즈 캡을 돌려 뺍니다.

2 끊어진 휴즈를 교체하십시오.

3 담배 라이터 플러그에 휴즈 캡을 다시 돌려 끼웁니다.

주의
휴즈를 교체할 때 본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규정된 휴즈 이외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양
전원 12/24V DC

(음극(-)으로 접지된 12/24V DC 자동자 전용)

소비 전력 DC 출력: 7.5V, 3.0A

허용 온도 5°C-35°C
크기(약) 63 × 110 × 38 mm(w/h/d)

(코드는 제외)

중량(약) 380 g

코드 길이(약) 담배 라이터 플러그-어댑터:

100 cm

어댑터-DC 7.5V 커넥터:

200 cm

내용물 카 어댑터(PS one™ 전용) (1)

사용설명서 (1)

디자인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접지와 배터리 종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설명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
담배 라이터 플러그

어댑터

DC 7.5 V 커넥터

W
R
N

사이즈 조절 스위치

PS one™ 콘솔과 LCD 액정 모니터
(PS one™ 전용)의 연결

LCD 액정 모니터와 PS one™ 콘솔의 연결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LCD

액정 모니터(PS one™ 전용)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의 시동을 건 상태에서 담배 라이터 플러그를 담배 라이터 소
켓에 꽂으십시오.

2 카 어댑터의 DC 7.5V 커넥터를 LCD 액정 모니터(PS one™ 전
용)의 !DC 7.5V 입력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전원이 콘솔과 LCD 액정 모니터에 공급됩니다.

주의
• 담배 라이터 소켓의 내부가 지저분하거나 재나 이물질로 더러워져 있으면, 담

배 라이터 플러그는 접촉 불량으로 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의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사용 전에는 담배 라이터 소켓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 담배 라이터 플러그가 담배 라이터 소켓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플러
그의 사이즈 조절 스위치를 N에서 W로 바꾸십시오. (그림 B 참조)

• 영상 화면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콘솔을 어댑터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담배 라이터 소켓에 카 어댑터를 연결해 두지
마십시오.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 카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배 라이터 소켓으로부터 담배 라이터
플러그를 뽑아두십시오.

• 카 어댑터는 라디오 수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카 어댑터를 라디오 수신기로
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잡음이 생길 경우에는 콘
솔 작동을 중지시킨 후 담배 라이터 플러그를 담배 라이터 소켓에서 뽑아 주십
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