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당사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은 후 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다 읽은 후에는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사용 설명서

①PS 버튼을 눌러도 PlayStation®4의 전원이 켜지지 않음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본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제품의 사양상, PS 버튼을 눌러도 PlayStation®4의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무선 컨트롤러(DUALSHOCK®4)의 PS 버튼을 누르거나 PlayStation®4 본체의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②게임 플레이 중에 PS 버튼을 눌러도 반응하지 않음

본 제품의 하드웨어 전환 스위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PlayStation®4에서 이용하실 경우에는 스위치를 “PS4”로, 
PlayStation®3에서 이용하실 경우에는 스위치를 “PS3”로 변경해 주십시오.

③홈 화면에서 조작할 수 있는데 게임 중에는 조작할 수 없음

PlayStation®4에서는 게임 시작 시와 다른 유저로는 게임 중 컨트롤러의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각 게임을 시작했을 시의 유저 계정으로 로그인해 게임을 시작해 주십시오.

④PS 버튼을 눌러도 컨트롤러를 조작할 수 없음

PlayStation®4 구입 후, 처음으로 혹은 PlayStation®4를 초기화한 경우 초기화면에서는 본 제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무선 컨트롤러(DUALSHOCK®4)를 이용해 초기 설정을 진행해 주십시오.

본 책자의 설명문의 게임기는 모두 PlayStation®4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PlayStation®3에서 사용하실 때에도 같은 순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mm
：210mm
：250mm
：0.6kg  
：3m

총 길이

깊이

높이

무게

케이블

정격                  : 5V   60mA

메인 스틱

：180mm
：210mm
：190mm
：0.6kg  
：1m

총 길이

깊이

높이

무게

케이블

스로틀

주요 사양

형식번호：PS4-094A
제조원/상호명：HORI (H.K.) CO., LTD.
기업 표준 번호 : Q/KXY039-2018
문의처：kxy_support@hori.jp
원산지국 : 중국

제품명：
『ACE COMBAT 7: SKIES UNKNOWN』
FLIGHT STICK for PlayStation®4

KO



사용상 주의 사항

● 손과 팔에 피로나 불쾌감, 고통이 느껴질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 주십시오.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 본 제품을 머리나 팔꿈치, 무릎 등 뼈가 있는 곳이나 얼굴, 복부 등의 신체에 밀착한 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뼈나 관절에 질환이 있는 분은 본 제품의 진동 기능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손가락과 손, 손목, 팔 등에 골절, 탈구, 근육 파열 및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본 제품의 진동 기능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진동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을 장기간 연속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후 30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한 주의 사항(진동 기능에 대해서)

● 분해나 수리, 개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 본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을 습하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본 제품을 다른 물건에 부딪히거나 떨어뜨리는 등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케이블 부분을 세게 구부리거나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 손질할 때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벤젠, 시너 등의 약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 작은 부품이 있으므로 3세 미만의 유아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영유아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만일 삼켰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 본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메인 스틱과 스로틀의 동작 범위 내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본 제품의 가동부에 손이나 옷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본 제품을 사람이나 다른 물건에 던지지 마십시오.

부상과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본 제품의 구성

대응 기종

메인 스틱・・・×１ 스로틀・・・×１ 흡착 패드・・・×８ 그립 패드・・・×１

중요 본 제품을 이용하기 전에 각 하드웨어의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본 제품은 PlayStation®2, PlayStation® 및 PS one®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무선 컨트롤러가 아닙니다.
※본 책자 외에도 당사 WEB 사이트의 제품 페이지 및 서포트 페이지(http://www.hori.jp/support/)를 확인해 주십시오.
※PC는 USB 플러그를 PC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따라 모든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신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고 이용해 주십시오.
(PlayStation®4・・・Ver.4.73 이상 추천/PlayStation®3・・・Ver.2.80 이상 추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확인 및 업데이트에 관해서는 PlayStation®4 본체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본 제품은 라이트 바, 모션 센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PlayStation®4 및 PlayStation®3 규격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hori.jp)를 확인하거나 본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PlayStation®4 / PlayStation®3 / PC 대응 OS　 Windows®10 / 8.1 / 8 / 7 

USB 포트, 인터넷 접속 환경필요 시스템

※본 제품은 XInput 대응 게임만 지원합니다.DirectInput 대응 게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보호자님께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SHARE 버튼
(PlayStation®3: SELECT 버튼)
(PC : BACK)

OPTIONS 버튼
(PlayStation®3: START 버튼)
(PC : START)

USB 플러그

모듈러 잭

× 버튼
(PC : A)

R3 버튼 + L3 버튼
(PC : LSB + RSB)

L1 버튼 + R1 버튼
(PC : LB + RB)

컨트롤러 케이블
※케이블 길이: 약 3m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
/R3 버튼
(PC : RSB)

□ 버튼
(PC : X)

〇 버튼
(PC : B)

△ 버튼
(PC : Y)

방향키(상하좌우)

왼쪽 아날로그 스틱

터치패드/
터치패드 버튼

메인 스틱 감도 전환 스위치

하드웨어 전환 스위치

스테레오 헤드폰/
마이크 단자

PS버튼
(PC : GUIDE)

미사용(장식)

방향키(상하좌우)

※PS 버튼으로 PlayStation®4 및 PlayStation®3 본체를 켤 수 없습니다.

스로틀/방향타 조작 
전환 스위치

R3버튼
(PC : RSB)

L2 버튼 + R2 버튼
(PC : LT + RT)

미사용(장식)

방향타
RIGHT:R1버튼
(PC : RB)

LEFT :L1버튼
(PC : LB)
(앞면을 기준으로）

스로틀
UP   :R2버튼
(PC : RT)

DOWN :L2버튼
(PC : LT)
(앞면을 기준으로）

미사용(장식)

미사용(장식)

L3버튼
(PC : LSB)

※케이블 길이: 약 1m

모듈러 케이블

모듈러 플러그

메인 스틱

스로틀

각 부분의 명칭

앞면

앞면

뒷면

뒷면

右좌

左우下하

上상

※표기되어 있는 스로틀/방향타의 설정은 「스로틀/방향타 조작 전환 스위치」 1번 조작 모드입니다.



연결 방법

흡착 패드 장착 방법

하드웨어 전환 방법

메인 스틱스로틀

모듈러 케이블

①

②

하드웨어 본체 USB 단자
①모듈러 케이블을 메인 스틱의 모듈러 잭에 연결합니다.

②컨트롤러 케이블의 USB 플러그를 하드웨어 본체의 USB 단자에 연결합니다.

※모듈러, USB 플러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연결해 주십시오.

※게임 중에 플러그를 뽑았다 꽂으면 오작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오작동이 일어난 경우에는 플러그를 다시 연결해 주십시오.

※연결할 때는 플러그의 방향을 잘 확인하고 꽂아 주십시오.

①메인 스틱과 스로틀의 바닥 면에 있는 4개의 구멍에

  부속된 흡착 패드를 각각의 구멍에 꽂습니다.

②각 구멍의 LOCK 방향으로 90° 돌려 고정합니다.

USB 플러그

※본 제품을 흡착 패드로 고정할 때에는 평평하고 매끄러운 바닥에서 사용해

  주십시오.설치하는 바닥의 재질에 따라서 완전히 흡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책상이나 테이블 등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유리 등, 부서지기 쉬운 가구에서의 사용은 피하시고 흡착 패드를 뗄 때에는 

  고정하고 있던 가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스위치를 변경하면 본 제품을 PlayStation®4 및 PlayStation®3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변경하고 각 하드웨어 본체에 연결해 주십시오.

※PC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인식됩니다.(스위치 위치에 상관없이 인식됩니다.)

스로틀 바닥 면

구멍

①

②
90°



메인 스틱을 조작할 때, 손에 잡히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부속된 그립 패드를 메인 스틱의 손목 받침 부분에 장착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그립 패드 아래쪽의 실을 벗기고 그림과 같은 위치에 붙입니다.

※장착할 때에는 손목 받침 쪽에 있는 먼지 등의 오염 물질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립 패드 장착 방법

그립 패드

손목 받침

스테레오 헤드폰/마이크 단자에 관해서

스테레오 헤드폰/마이크 단자에 헤드폰 및 헤드셋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및 헤드셋을 사용할 때에는 음량에 주의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 장시간 사용하면 청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음량을 너무 올리면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청력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헤드폰/마이크 단자 기능은 PlayStation®4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ayStation®3 및 PC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스테레오 헤드폰/마이크 단자

메인 스틱

터치패드 사용 방법

터치패드 기능은 PlayStation®4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ayStation®3 및 PC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메인 스틱 

본 제품은 무선 컨트롤러(DUALSHOCK®4)의 터치패드/터치패드 버튼과 같은 
터치패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터치패드 조작 범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右좌 左우

下하

上상

스로틀 토크 하중 조절 방법

스로틀 바닥 면에 있는 FRICTION SCREW를 돌려 스로틀의 
토크 하중을 플레이어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 바닥 면



메인 스틱 감도 전환 스위치 

메인 스틱

메인 스틱 감도 전환 기능

스로틀/방향타 조작 전환 스위치

메인 스틱 감도 전환 스위치를 통해 게임의 상황과 플레이어의 취향에 맞춰
조작 감도를 세 가지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방향타 조작 전환 스위치를 통해 다음 표의 
1, 2, 3 각각에 설정된 조작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모드내로우 모드 노멀 모드

스로틀/방향타 조작 전환 스위치

일반적인 
스틱의 감도입니다.

노멀 모드에 비해 
감도가 높습니다.

노멀 모드에 비해 
감도가 낮습니다.

● 일러스트와 본 제품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의 사양과 외관은 개량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PlayStation”,“PS one”및“DUALSHOCK”는 주식회사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등록 상표 혹은 상표입니다.

●“　 ”및“ 　   ”는 주식회사 HORI의 등록 상표입니다.

1 2 3

스로틀

스위치 위치

방향타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 
종방향 조작

R1 버튼(UP) /

L1 버튼(DOWN)

R2 버튼(UP) /

L2 버튼(DOWN)

R2 버튼(RIGHT) /

L2 버튼(LEFT)

R1 버튼(RIGHT) /

L1 버튼(LEFT)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 
횡방향 조작

※3번 설정일 때 메인 스틱의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은 동작하지 않습니다.(R3 버튼은 동작합니다)

B급 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 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