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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메뉴 사용하기
준비

게임

게임 즐기기

비디오

비디오 재생하기

음악

음악 재생하기

사진

이미지 보기

네트워크

인터넷 즐기기

설정

PSP® 설정하기

로딩 아이콘:
데이터를 읽고 있는 동안에 표시됩니다.

카테고리

1 왼쪽/오른쪽 방향키로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2 위쪽/아래쪽 방향키로 항목을 선택합
니다

3  버튼으로 항목을 결정합니다

항
목

홈 메뉴에 표시되는 아이콘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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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SELECT STARTVOL

본 문서에서는 PSP®의 기본 조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가이드(http://manuals.playstation.net/document/)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25 페이지)

방향키:
카테고리/항목을  

선택합니다.

 버튼:
선택한 항목을  

결정합니다.

 버튼:
조작을 취소합니다.

HOME 버튼:
홈 메뉴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아이콘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면  
"옵션 메뉴"가 표시됩니다.

콘텐츠 재생중에  버튼을 누르면  
"제어판"이 표시됩니다.

 버튼: 옵션 메뉴/제어판을 표시합니다.

아이콘 옵션 메뉴 제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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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용물 확인하기

준비

내용물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상이 있을 경우 저희 인포메이션 센터(  뒷 표지)로 문의해 주십시오.

 PSP® (PlayStation®Portable)

 배터리 팩

 AC 어댑터

 AC 전원 코드

 인쇄물

POWER

HOLD

SELECT

HOME

VOL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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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내용물 확인하기

PSP®의 사용설명서에 대하여

PSP®의 사용설명서는 다음의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 사용상의 주의/고장이라고 생각될 때
반드시 먼저 읽어 주십시오. PSP®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사항 및 도움이 필요할 때의 대처법, 사양 등을 설명합니다.

• 빠른 시작 가이드(본 문서)
PSP®의 기본적인 조작을 설명합니다.

• 사용자 가이드
(http://manuals.playstation.net/document/)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는 온라인 사용설명서입니다. PSP®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조작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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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준비하기

준비

배터리 충전하기

구입 후 처음 사용하실 때는 아래의 순서로 배터리를 충전

해 주십시오.

 주의
• AC 어댑터는 콘센트 가까이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즉시 AC 전원 코드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고 

전원을 꺼 주십시오.

• AC 전원 코드의 플러그는 다른 것을 모두 연결한 후 콘센트

에 꽂아 주십시오.

1 배터리 커버를 벗깁니다.
분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벗깁니다.

2
1

분리 버튼

2 배터리 팩을 넣습니다.
배터리 팩의 밑면을 본체에 맞춰 넣습니다.

1

2

본체에 배터리 커버의 탭을 맞춰 넣습니다.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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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정하기

1 POWER/HOLD 스위치를 위로 올립니다.

POWER/HOLD  
스위치

POWER

HOLDSTART

SELECT

POWER 표시등에 초록색 불빛이 들어오고 초기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화면의 지시에 따라 초기 설정을 합니다.
초기 설정이 완료되면 홈 메뉴(  2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알아두기

• 문자 입력 방식은 "키보드 입력하기"(  26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여기에서 설정한 항목은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

세한 사항은 사용자 가이드(  25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준비

준비하기

3 AC 어댑터를 연결하여 충전합니다.

HOME SELECT STARTVOL

2

1

3
POWER 표시등에 오렌지색  

불빛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이 끝나면 

POWER 표시등이 꺼집니다.

POWER 표시등

콘센트에  
연결

7



03 각 부분 명칭 및 기능

준비

본체

무선랜 스위치(본체 위쪽)

POWER/HOLD  
스위치 (본체 오른쪽)

(  10 페이지)

HOLD 표시등
(  10 페이지)

POWER 표시등
(  10 페이지)

LCD 화면
L 버튼

방향키

Memory Stick Duo™  
액세스 표시등
(  13 페이지)

무선랜 액세스 표시등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할 때 

불이 들어옵니다.

아날로그 패드
스트랩 홀더

HOME 버튼
홈 메뉴를 표시합니다.

음량 - 버튼

음량 + 버튼

START 버튼

SELECT 버튼

R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튼

사운드 버튼
(  9 페이지)

디스플레이 버튼
(  9 페이지)

HOME SELECT STARTVOL

HOME

왼쪽 스피커 오른쪽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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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버튼 사용하기

한 번 누르기
누를 때마다 음색이 HEAVY POPS

JAZZ UNIQUE OFF로 전환됩니다. *1

1초 이상 누르기 음소거 기능으로 전환됩니다. (뮤트) *2

*1 :  이어폰을 사용할 때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플레이 

중에는 일시적으로 "OFF"로 설정됩니다.

*2 :  해제할 때에는 한 번 더 사운드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버튼 사용하기

한 번 누르기
누를 때마다 화면의 밝기가 3단계로 전환됩

니다. *1

1초 이상 누르기
백라이트가 꺼지고 화면에 아무 것도 표시

되지 않습니다. *2

5초 이상 누르기
비디오 출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18 페

이지) *3

*1 :  본체를 AC 어댑터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 한해 화면의 밝

기를 4단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  해제할 때에는 본체의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

*3 : 영상 출력 케이블을 연결한 경우에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준비

각 부분 명칭 및 기능

리모컨 부착 이어폰

별매의 리모컨 부착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판되는 이어폰(스테레오 미니 플러그)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HOME VOL

2

1

이어폰 리모컨

알아두기

PSP-1000 시리즈용 리모컨 부착 이어폰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9



04 기본 조작

전원을 켜거나 끌 때에는 POWER/HOLD 스위치를 사용
합니다. 또한 슬립 모드나 잠금 모드로 설정할 수도 있습
니다.

POWER

HOLDSTART

SELECT

A B

C

POWER/HOLD 스위치

POWER 표시등

HOLD 표시등

POWER/HOLD 스위치

A 전원 켜기/슬립 모드로 하기 위쪽으로 밉니다.

B 전원 끄기 위쪽으로 3초 이상 밉니다.

C 잠금 모드 설정하기* 아래쪽으로 밉니다.

*본체의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POWER 표시등

 초록색 불빛 전원 켜짐

 오렌지색 불빛 충전중

 깜빡이는 초록색 불빛 배터리 전력 부족

꺼짐 전원 꺼짐/슬립 모드

HOLD 표시등

노란색 잠금 상태

전원/슬립 모드 사용하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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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작

슬립 모드에 대하여

슬립 모드로 전환하면 플레이 중인 소프트웨어가 일시적

으로 중단됩니다. 슬립 모드를 해제하면 슬립 모드로 전환

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알아두기

• 슬립 모드를 해제할 때에는 POWER/HOLD 스위치를 다시 한 

번 밀어 올립니다. 동영상 및 음악 재생중에 슬립 모드로 전환한 

경우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슬립 모드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

습니다.

전원/슬립 모드 사용하기

11



05 재생하기

기본 조작

UMD®

1 본체 윗쪽의 파인 홈에 손끝을 대어 디스크 커버

를 엽니다.

2 UMD®를 넣고 디스크 커버를 닫습니다.
홈 메뉴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WLAN

1

2

기록면에 손대지 마십시오.

3 아이콘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재생이 시작됩니다.

알아두기

• 게임을 종료할 때에는 HOME 버튼을 누릅니다.

• UMD®를 꺼낼 때에는 재생을 정지한 다음, 디스크 커버를 엽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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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작

재생하기

3 아이콘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재생할 수 있는 콘텐츠 목록이 표시됩니다.

알아두기

Memory Stick Duo™를 꺼낼 때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한 번 누릅

니다.

Memory Stick Duo™(별매)

 경고
Memory Stick Duo™는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

시오. 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1 슬롯 커버를 엽니다.

2 Memory Stick Duo™를 안쪽까지 밀어 넣습

니다.
홈 메뉴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앞면

슬롯 커버

중요
Memory Stick Duo™ 액세스 표시등(  8 페이지)이 켜져 있을 

때는 Memory Stick Duo™를 꺼내거나 전원을 끄거나 슬립 모드

로 전환하지 마십시오. 데이터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13



06 배터리 전력 레벨 확인하기

기본 조작

배터리 충전 방법

배터리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AC 어댑터 사용하기
PSP®에 AC 어댑터를 연결하고 전원 코드의 플러그를 콘센트

에 꽂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6 페이지).

 USB 케이블(별매) 사용하기
PC 등 USB 단자가 탑재된 기기에 PSP®를 USB 케이블로 연

결합니다. PSP®의 전원을 켜고 (설정)  (USB 연

결)을 선택하면 POWER 표시등이 오렌지색으로 켜지고 충전

이 시작됩니다.

알아두기

• 본 제품의 USB 단자에는 Mini-B(5 핀) 타입의 USB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충전 시간 및 지속 시간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인 

"사용상의 주의／고장이라고 생각될 때"를 참조해 주십시오.

배터리 전력 레벨

배터리 전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배터리 전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력이 거의 없습니다.

배터리 전력이 없습니다. POWER 표시등에 초록색  

불빛이 깜빡거립니다. 충전해 주십시오.

사용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배터리 전력 레벨이 바르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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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음악/동영상/이미지 복사하기

기본 조작

음악/동영상/이미지 파일을 Memory Stick Duo™에 복사하여 PSP®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복사 방법은 사용하시는  

기기, 소프트웨어 및 파일의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표준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복사할 음악/동영상/이미지  PC에  PSP®에

예:

음악 CD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스틸 카메라

PC

USB 케이블

Mini B(5 핀) 타입

알아두기

• USB 케이블을 사용할 때에는 PSP®와 PC를 연결하고  

(설정)  (USB 연결)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 USB 케이블 대신에 Memory Stick 리더/라이터나 Memory 

Stick™ 슬롯이 탑재된 PC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5



기본 조작

음악/동영상/이미지 복사하기

음악 파일 복사하기

예 : 음악 CD에서 곡을 가져올 경우

1. 가져오기
대응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음악 CD의 곡을 PC로 가져

옵니다.

2. 복사
PC를 사용하여 Memory Stick Duo™ 안에 "MUSIC"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음악 파일을 저장합니다.

MUSIC

알아두기

• "MP3", "AAC", "ATRAC"과 같은 형식의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 "SonicStage"(Sony 제품)와 같은 PC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면 음악 CD의 곡을 PC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Memory 

Stick Duo™에 음악 파일을 복사할 때 필요한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동영상 파일 복사하기

예 :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서 동영상을 가져올 경우

1. 가져오기
동영상을 PC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사용하시는 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한  

사항은 사용하시는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2. 변환/복사
대응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SP®에서 재생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그런 다음 PC를 사용하여 Memory 

Stick Duo™ 안에 "VIDEO"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동영상 

파일을 저장합니다. 

VIDEO

알아두기

• 확장자가 ".MP4" 형식인 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 "Image Converter"(Sony Corporation 제품)*와 같은 PC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동영상 파일을 PSP®에 대응하는 MP4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Memory Stick Duo™에  

동영상 파일을 복사할 때 필요한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버전 1.5 이전의 Image Converter는 PSP®에 대응하지 않습

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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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작

음악/동영상/이미지 복사하기

이미지 파일 복사하기

예 : 디지털 스틸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경우

1. 가져오기
이미지를 PC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사용하시는 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한  

사항은 사용하시는 기기와 함게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2. 복사
PC를 사용하여 Memory Stick Duo™ 안에 "PICTURE"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이미지 파일을 저장합니다.

PICTURE

알아두기

• Memory Stick Duo™에 대응하는 디지털 스틸 카메라를 사용하

실 경우 카메라의 Memory Stick Duo™를 그대로 본체에 넣어

서 볼 수 있습니다.

• "JPEG(DCF2.0/Exif2.21 준거)", "TIFF", "GIF"와 같은 형식의 

이미지 파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7



기본 조작

TV에 영상 출력하기08
별매의 영상 출력 케이블을 사용해 PSP®의 영상을 TV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UMD®VIDEO나 Memory Stick Duo™에 

저장한 동영상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TV에 맞는 케이블을 선택해 주십시오.

중요
게임의 영상은 사용하시는 TV와 연결된 케이블이 프로그레시브 영상 출력 방식에 대응하는 경우에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외에도 영상 출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사용자 가이드(  25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영상 출력 케이블의 종류

케이블의 종류 TV의 입력 단자

컴포넌트 AV 케이블 컴포넌트 영상 입력 단자
Y L RPR/CRPB/CB

COMPONENT VIDEO IN AUDIO IN

S 영상 케이블 * S 영상 입력 단자
S VIDEO L-AUDIO-R

AV 케이블 * 비디오 입력 단자(컴포지트)
VIDEO L-AUDIO-R

* 프로그레시브 영상 출력은 할 수 없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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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일부 TV에서는 PSP®의 영상을 출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페이지 

(http://www.playstation.co.kr/info) 또는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TV에 출력하기

1 PSP®와 TV를 영상 출력 케이블(별매)로 연결

합니다.

예：컴포넌트 영상 입력 단자가 있는 TV에 연결하는 경우

COMPONENT
VIDEO IN

AUDIO IN

L

R

Y

PB/CB

PR/CR

컴포넌트 영상  
입력 단자

TV
컴포넌트 AV 케이블 
(별매)

2 TV의 영상 입력을 전환합니다.
연결한 입력 단자에 맞추어 전환합니다.

3 PSP®의 전원을 켜고(  10 페이지), 본체 앞

면의 디스플레이 버튼을 5초 이상 누릅니다.
PSP®의 영상이 TV에 표시됩니다.

비디오 출력 해제하기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알아두기

영상 출력의 전환이나 설정은 (설정)  (외부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작

TV에 영상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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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혼잡한 곳에서는 가까운 곳에 심장 박동기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

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파에 의해 심

장 박동기나 의료용 전자기기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예

네트워크 장치 연결과 설정 방법은 사용되는 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액세스 포인트 
(AP) 또는 무선  
공유기

ADSL, VDSL,  
케이블 모뎀 등의 
네트워크 장치

표준적인 접속예

인터넷  
전용선

PC

준비 사항

PSP®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필요합니다.

•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회선 계약

• ADSL, VDSL, 케이블 모뎀 등의 네트워크 장치

• 액세스 포인트(AP) 또는 무선 공유기

• 액세스 포인트(AP)의 설정 정보(SSID, WEP 키, WPA 키)

알아두기

• 액세스 포인트(AP)는 무선 네트워크 접속에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 무선 공유기는 공유기에 액세스 포인트의 기능을 더한 장치입니

다.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PC와 PSP®를 동시에 인터넷에 접

속하려면 공유기가 필요합니다.

• SSID, WEP 키, WPA 키는 액세스 포인트(AP)에 접속할 때 필

요한 보안 정보의 일종입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 설정하기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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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네트워크 설정하기

4 "검색"을 선택한 후 오른쪽 방향키를 누릅니다.네트워크 접속 새로 만들기

액세스 포인트(AP)에 접속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정을 작

성하여 본체에 저장합니다. 네트워크의 설정 방법은 사용

하시는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표준적인 설정예

를 설명합니다.

1 홈 메뉴의 (설정)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2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3 "네트워크 접속 새로 만들기"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21



네트워크

네트워크 설정하기

5 이용하려는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SSID란 액세스 포인트(AP)에 할당된 식별명입니다. 이용할 

SSID를 모를 경우나 SSID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액세스 

포인트(AP)의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6 액세스 포인트의 SSID를 확인한 후 오른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7 이용할 보안 설정을 선택한 후 오른쪽 방향키

를 누릅니다.

보안 설정의 종류는 액세스 포인트(AP)에 따라 다릅니다. 어

떤 설정을 선택할 것인가는 액세스 포인트(AP)의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8 암호화 키를 입력한 후 오른쪽 방향키를 누릅

니다.

입력한 암호화 키는 " "로 표시됩니다. 암호화 키를 모를 경우

에는 액세스 포인트(AP)의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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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표준적인 설정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사용자 정의

설정할 정보를 상세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내용에 대해서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나 네트워크 장치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용자 정의"를 선택한 경우에는 화면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설정을 해 주십시오.

11 접속 설정명을 확인한 후 오른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원하는 이름으로 접속 설정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 설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설정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네트워크 설정

을 완료해 주십시오.

알아두기

• 접속에 실패한 경우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정 내용을 확인해 주

십시오. 네트워크 접속의 설정 내용은 옵션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나 사용

하시는 네트워크 장치의 사용설명서도 함께 참조해 주십시오.

• 액세스 포인트의 설정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본체의 

MAC 어드레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체의 MAC 어드레

스는 (설정)  (시스템 설정)  "시스템 정보"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용자 가이드 

(  25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9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설정합니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때의 인증 정보를 설정합니다. 

7단계에서 "없음" 혹은 "WEP"를 선택한 경우 표시됩니다. 

"EAP-MD5"를 선택한 후, 다음 화면에서 유저 ID와 비밀번호

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

공자가 제공하는 자료 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10 "간단" 혹은 "사용자 정의"를 선택한 후 필요

한 설정을 합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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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스크린 키보드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의 주소

를 입력합니다.(  26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PSP® 본체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당 웹 페

이지를 불러옵니다.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에는 화면 오른쪽  

아래에 로딩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접속에 성공하면 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로딩 아이콘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하기

1 가까이에 이용가능한 액세스 포인트(AP)가 있

음을 확인합니다.

2 홈 메뉴의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브라

우저)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기동합니다.

3 위쪽 방향키를 사용하여 주소창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온스크린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주소창

메뉴바

네트워크

인터넷에 접속하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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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브라우저의 기본 조작

 버튼＋아날로그 패드 임의의 방향으로 스크롤합니다. 

 버튼＋방향키 페이지 단위로 스크롤합니다.

L 버튼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버튼 메뉴바*의 표시/숨기기를 전환합니다.

* 메뉴바에서 "돌아가기"나 "페이지 닫기"와 같은 다양한 조작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인터넷 브라우저

에서 웹 페이지를 열고자하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시도합

니다.

• 초기 설정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한 네트워

크 설정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사용자 가이드 보기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본체에서 사용자 가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1 홈 메뉴의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가이

드)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가이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PSP® (PlayStation®Portable) 사용자 가이드

http://manuals.playstation.net/document/

PC의 웹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넷에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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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입력창 
입력된 문자가  

표시됩니다.

커서

기능키

문자/기호키
텍스트 입력 옵션

입력 모드 표시

조작 항목 목록

텍스트 입력 상태에 따라 표시되는 키가 달라집니다.

키보드 키 기능

문자 사이에 띄어쓰기를 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URL을 입력
할 때 이전에 입력한 주소 목록이 표시
됩니다. URL은 입력 모드가 URL 입력
모드로 설정되었을 때만 표시됩니다.

입력되었지만 확정되지 않은 문자를 
확정하거나 입력 내용을 확정하고  
키보드를 닫습니다.

입력되었지만 확정되지 않은 문자를 
지우거나 키보드를 닫습니다.

커서를 각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커서 왼쪽의 문자를 지웁니다.

PSP® 본체의 버튼으로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번갈아 표시합니다.

줄바꿈을 합니다.

ᄀ, ᄃ, ᄇ, ᄉ, ᄋ, ᄌ을 거센소리(ᄏ, 
ᄐ, ᄑ, ᄒ, ᄎ) 및 된소리(ᄁ, ᄄ, ᄈ, 
ᄊ, ᄍ)로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키보드 입력하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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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문자 입력하기

예를 들어 "시작"이라는 문자를 입력하려면.

1 "ᄋᄉ"을 선택한 후 "ᄉ"이 입력될 때까지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의 입력창에 나타나는 문자가 바뀝

니다.

2 "ᅵ"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3 "ᄇᄌᄆ"을 선택한 후 "ᄌ"이 입력될 때까지 

 버튼을 누릅니다.

4 "ᅡᅣ"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5 "ᄀᄃ"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6 "확정"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한 문자가 확정됩니다. 다시 한 번 "확정"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키보드를 닫습니다.

알아두기

• ᄀ, ᄃ, ᄇ, ᄉ, ᄋ, ᄌ의 경우 해당 자음을 입력한 상태에서  

"전환" 버튼을 누르면 "ᄏ", "ᄁ" 등 거센소리 및 된소리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예 : "ᄀ ᄃ" + "전환" = ᄏ    "ᄀ ᄃ" + "전환" + "전환" = ᄁ

• ᅢ, ᅤ, ᅦ, ᅨ, ᅪ, ᅬ, ᅫ, ᅯ, ᅱ, ᅰ, ᅴ의 경우 모음 간의 조합을 

통해서도 표시할 수있습니다. 

예 : "ᅡ ᅣ" + "ᅵ" = ᅢ       "ᅡ ᅣ" + "ᅡ ᅣ" + "ᅵ" = ᅤ

입력 모드 전환하기

입력 모드는 SELECT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입력 모드 표시 입력 모드 예

문자와 숫자 a b c d e

숫자 1 2 3 4 5

URL 입력 용어 .kr/.com .ne .html .gif

한글 가나다라마

입력 모드의 종류는 시스템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알아두기

입력할 수 있는 언어는 본체의 시스템 언어에 대응합니다.

시스템 언어는 (설정)  (시스템 설정)  "시스템 언어" 

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 시스템 언어를 "Francais"로 설정하면 키보드로 프랑스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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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

한 기능 추가 및 보안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

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업데이트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업데이트 데이터를 PSP®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덮어씁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됩니다.

중요
업데이트 중에 전원을 끄거나 UMD®를 꺼내지 마십시오. 업데

이트가 도중에 중단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업데이트에 대한 최신 정보는 http://www.playstation.co.kr을 

참조해 주십시오.

•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PSP®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

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터리 전력 레벨이 낮으면 업데이트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설정)  (시스템 설정) "시스템 정보"를 선택하

면 본체의 시스템 정보가 표시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

어"란에 현재의 버전 번호가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PSP®의 업데이트에 대하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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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방법

업데이트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네트워크 업데이트
무선랜 기능을 사용하여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설정)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인터넷

에 접속하여 최신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할 수 있

습니다.

PC를 경유한 업데이트
PC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업데이트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http://www.playstation.co.kr을 참조해 주십시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UMD®를 사용한 업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터가 들어있는 UMD®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하는 방법입니다.

1 PSP® 본체에 AC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2 업데이트 데이터가 포함된 UMD®를 PSP®에 

넣습니다.
홈 메뉴의 (게임)에 업데이트 데이터의 아이콘과 버전 번호

가 표시됩니다.

3 (PSP™ 업데이트)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업데이트를 완료

합니다.

업데이트

PSP®의 업데이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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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에는 사용연령제한이 설정된 콘텐츠(게임이나 비

디오 등)의 재생을 비밀번호로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

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성인 콘텐츠(게임 및 비디오 등) 

등을 어린이가 시청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연령제한 레벨에 대하여

사용연령제한 레벨

사용연령을 제한하지 않거나 11가지 레벨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끄기 사용연령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1-1
제한할 레벨을 설정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제한이 

엄격해집니다.

초기 설정은 "9"입니다.

본 제품에 설정한 사용연령제한 레벨과 콘텐츠 쪽에 설정되

어 있는 사용연령제한 레벨의 조합으로 재생 여부가 결정됩

니다. 

예: 본체의 사용연령제한 레벨을 "7"로 설정하면 "1"-"7" 

레벨의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콘텐츠의 사용연령제한 레벨

게임
대부분의 게임 소프트웨어에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이용연령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이용연령에 대응하는 
게임의 사용연령제한 레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연령 표시

게임의 사용연

령제한 레벨
3 5 7 9

2007년 4월 기준입니다. 등급에 대한 최신 정보는  

http://www.playstation.co.kr을 참조해 주십시오.

비디오
사용연령제한 레벨은 콘텐츠에 따라 다릅니다.

알아두기

• 사용연령제한 레벨은 옵션 메뉴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사용연령제한 기능에 의해 기동이나 재생이 제한된 콘텐츠는  

홈 메뉴에서 (사용연령제한 콘텐츠)로 표시됩니다.

사용연령제한 레벨 설정하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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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령제한 레벨 설정하기

1 홈 메뉴의 (설정)  (보안 설정)에서 

"사용연령제한 레벨"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방향키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구입 후 처음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에는 "0000"을 입력합

니다.

3 수치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알아두기

사용연령제한 레벨이 설정됩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할 떄에는  

(설정)  (보안 설정) "비밀번호 변경"을 선택합니다.

보안

사용연령제한 레벨 설정하기

31



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작 설명 및 화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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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Y"와 " "는 Sony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또한 "Memory Stick", "Memory Stick Duo", " ",  

"SonicStage", "MagicGate" 및 "ATRAC"은 같은 회사의 등록상표 혹은 상표입니다.

© 2007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