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본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배터리에 관한 주의 사항
 배터리에서 액체가 새어 나왔을 경우에는 맨손으로 액체를 만지지 마십시오.
・액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 낸 뒤,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실명의 원인이 됩니다.
・액체가 신체나 옷 등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 주십시오. 피부에 염증이나 특이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불 주위나 직사광선에 노출된 곳, 무더운 날의 차량 내부, 열원 근처 등 고온의 장소에는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거듭되는 사용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터리의 지속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본 제품 내장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수명은 약 500회입니다. 배터리의 수명은 관리 방법과 사용 상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충전한 배터리의 사용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지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1번은 최대로 충전해 주십시오.

사용상 주의 사항

● 작은 부품이 있으므로 3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을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본 제품에 물건을 부딪치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본 제품에 물건을 부딪치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의 조작 버튼을 당기지 마십시오.● 분해 및 수리, 개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손질 관리 시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벤진,
●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 보호자님께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입에 넣지 말 것 물에 젖게 하지 말 것 불 가까이 하지 말 것 올라가지 말 것

본 제품의 내용물

컨트롤러 본체　…　1대 빠른 시작 가이드・・・1부

통신에 관한 주의 사항

본 제품은 2.4GHｚ대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선기기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무선 기기와의 전파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십시오.
1.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가까이에서 「다른 무선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2. 만일 본 제품과 「다른 무선기기」 사이에서 전파 간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본 제품의 사용 장소를 바꾸거나, 기기의 사용을 
정지(전파의 발사를 정지)해 주십시오.병원 등, 사용이 금지된 곳이나 전자기기※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전파가 전자기기
※에 영향을 미쳐, 오작동에 의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인공 심장박동기, 기타 의료용 전자기기, 화재경보기, 자동문, 그 외의 자동 제어 기기 등.

사용설명서
이번에 당사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은 후 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다 읽은 후에는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①홈 화면에서 조작할 수 있는데 게임 중에는 조작이 안 된다

在PlayStation  4에서는 게임을 시작했을 때와 다른 사용자 계정에서는 게임 중 컨트롤러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각 
게임을 시작했을 때의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게임을 시작해 주십시오.

®

②PS 버튼을 눌러도 컨트롤러로 조작이 안 된다

PlayStation  4구매 후 바로 또는PlayStation  4내의 설정을 전부 초기화한 경우 초기 설정 화면에서는 본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DUALSHOCK  4를 사용해 초기 설정을 해주십시오.

리튬 이온 전지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입니다. 
재활용에 협력하실 경우에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Li-ion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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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을 사용하려면 처음에 PlayStation  4와 다음 1～3의 페어링(연결 설정)을 해야 합니다.
※페어링에 성공하면 PlayStation  4의 전원을 꺼도 설정은 저장됩니다. 사용하실 경우에는 본 제품의 PS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다른 PlayStation  4에 페어링한 경우에는 페어링이 해제되므로 다음 1～3의 설정을 다시 해주십시오.
※본 제품은 USB 케이블을 연결한 채로 페어링할 수 없습니다.

각부의 명칭

윗면

L1버튼
L2버튼

R1버튼
R2버튼

USB 단자(Micro-B)※충전 전용

정면

SHARE 버튼

OPTIONS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버튼

PS 버튼

방향키

왼쪽 스틱 
/L3 버튼

터치패드 모드 버튼
터치패드 버튼

/라이트 바 버튼

오른쪽 스틱 
/ R3 버튼

뒷면

리셋 버튼

충전 방법

※본 제품에 USB 케이블은 동봉되지 않습니다. PlayStation  4 본체에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별도 구입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USB 케이블(Micro USB Micro-B)※을 본 제품에 연결한 뒤 PlayStation  4 본체의 USB 단자에 연결하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중에는 
라이트 바 버튼이 오렌지색으로 점멸하며, 충전이 완료되면 소등됩니다.。

PlayStation  4 
본체의 USB 단자에

연결 방법(페어링)  ※본 제품은 USB 케이블을 연결한 채로 페어링할 수 없습니다.

PlayStation  4 ®
호환 기종

중 요 이 제품을 PlayStation  4 에서 사용하기 전에 PlayStation  4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PlayStation  4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신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사용해 주십시오.(Ver. 4.00 이상 추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버전 확인 및 업데이트에 관해서는 PlayStation  4 본체의 취급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이 제품은 스테레오 헤드폰/마이크 단자, 진동 기능 및 모션센서 기능과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되어 있는 기능 이외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PlayStation  4 규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양해하여 주십시오.

보이스 채팅에 관해서

이 제품에는 스테레오 헤드폰/마이크 단자는 없습니다.보이스 채팅 기능을 사용할 경우,USB 헤드세트 (별매품)를 PlayStation  4 본체의 USB 
단자에 꽂아 사용하십시오.

® ®

®

®

®

※이 제품은 PlayStation  3, PlayStation  2, PlayStation  과 PS one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 외에도 당사 WEB 사이트의 제품 페이지 및 서포트 페이지(http://www.hori.jp/support/)도 확인해 주십시오.

® ® ® ®

®

※PlayStation  4가 대기 모드에서 복귀했을 때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왼쪽 스틱, 오른쪽 스틱을 만지지 마십시오.®

®

®

®

페어링하기 전에...
본 제품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PlayStation  4에 동봉된 USB 케이블로 충전합니다.
※PlayStation  4 본체의 전원을 켜거나 대기 모드 상태일 때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

®
®

®
®



※본 제품에 USB 케이블은 동봉되지 않습니다. PlayStation  4 본체에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별도 구입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HORI Wireless Controller Light]

1 [설정]
▼

[주변기기]
 ▼ 

[Bluetooth 기기]

2 라이트 바 버튼이 
점멸할 때까지

SHARE 버튼을 
누르면서

PS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기

터치패드 기능의 사용 방법

이 제품의 왼쪽 스틱과 오른쪽 스틱으로 무선 컨트롤러(DUALSHOCK  4)의 터치패드를 가상 조작은 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 모드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터치패드 입력 모드가 됩니다.
●터치패드 입력 모드 중에 왼쪽 스틱/오른쪽 스틱으로 터치패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 입력 모드 중에 왼쪽 스틱/오른쪽 스틱을 3초 동안 조작하지 않으면 터치패드 입력 모드는 해제됩니다.
●터치패드 입력 모드 중에 아래의 버튼이 입력되면 자동으로 터치패드 입력 모드는 해제됩니다.

① 2초 이상 누르기탭 (1포인트)
① 터치패드 모드 버튼을 2초 이상 누릅니다.
② 왼쪽 또는 오른쪽 스틱을 기울이면서
③ 스틱을 누릅니다.
　(더블 탭은 2번 누르십시오)
　(터치 & 홀드는 누른 
    상태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탭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리는 조작）

탭 (2포인트)
① 터치패드 모드 버튼을 2초 
    이상 누릅니다.
② 좌우 스틱 양쪽을 기울이면서
③ 스틱을 누릅니다.

이미 연결이 끝난 컨트롤러로 PlayStation  4 홈 화면의 
[설정]＞[주변기기]＞[Bluetooth 기기]를 선택합니다.

본 제품의 라이트 바 버튼이 점멸할 때까지 본 
제품의 SHARE 버튼을 누르면서 PS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눌러 주십시오.

목록에서 「HORI Wireless Controller Light」를 선택해서 페어링을 완료합니다.

터치패드 모드 버튼

방향키 / ○ 버튼 / × 버튼 / △ 버튼 / □ 버튼 / L1 버튼 / L2 버튼 / R1 버튼 / R2 버튼 / SHARE 버튼 / OPTIONS 버튼 / PS 버튼

®

②기울어지게 하고

③누른다

①2초 이상 누르기

②기울어지게 하고 ②기울어지게 하고

③누른다 ③누른다

드래그（손가락을 대고 끌면서, 떼는 조작）/플릭（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기는 조작）

②누르면서

①2초 이상 누르기① 터치패드 모드 버튼을 2초 이상 누릅니다.
② 왼쪽 또는 오른쪽 스틱을 누르면서
③ 스틱을 기울어지게 합니다.
   （플릭은 빠르게 기울입니다）

③기울어지게 하고

®



핀치 아웃 （2개의 손가락으로 펴서 넓히는 조작）

①  터치패드 모드 버튼을 2초 이상 누릅니다.
② 왼쪽 스틱: 왼쪽으로 기울인 상태로
　 오른쪽 스틱: 그대로 누른 상태로

③기울어지게 하고

③누른다

② 기울어지게 하고

②누르면서

① 2초 이상 누르기

연사 기능

연사 설정 가능 버튼

본 제품은 아래 버튼에 연사 기능 및 연사 홀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사 속도 약 초당 12회)
[연사 홀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연사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OFF가 됩니다.)

조작 방법

핀치 인 （2개의 손가락으로 오므리는 조작）

①  터치패드 모드 버튼을 2초 이상 누릅니다.
② 왼쪽 스틱: 왼쪽으로 기울인 상태로
　 오른쪽 스틱: 그대로 누른 상태로

①2초 이상 누르기

② 기울어지게 하고

②누르면서

③기울어지게 하고

③누른다

③ 왼쪽 스틱: 누릅니다.
　 오른쪽 스틱: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③ 왼쪽 스틱: 누릅니다.
　 오른쪽 스틱: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클릭（터치패드 버튼을 누르는 조작）

① 터치패드 버튼을 누릅니다
　 (더블 클릭은 2번 계속해서 누르십시오)

터치패드 버튼

방향키（상하좌우）/○ 버튼/× 버튼/△ 버튼/□ 버튼/L1 버튼/L2 버튼/R1 버튼/R2 버튼
※방향키 （상하좌우）에 연사 홀드 기능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연사 모드
터치패드 모드 
버튼을 누르면서

2초 안에 연사 모드로 
설정할 버튼을 누른다

버튼 OFF버튼 ON

+
라이트 바 버튼의 상태

점멸 점등



※TURBO LED의 점멸은 설정된 연사 속도에 따른 속도로 점멸합니다.
※SHARE 버튼 및 PS 버튼을 누르면 연사나 연사 홀드 설정이 해제됩니다. 게임 재개 시 다시 연사나 연사 홀드 기능을 사용할 
경우는 연사 기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연사 OFF
터치패드 모드 
버튼을 누르면서

2초 안에 연사 홀드 
상태인 버튼을 누른다

+
※어느 특정 버튼을 연사 OFF 
상태로 해도 TURBO LED가 
켜지지 않을 때는 다른 
버튼이 연사 모드 또는 연사 
홀드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소등

모든 버튼 
연사 OFF

터치패드 모드 
버튼을 누르면서

2초 안에 OPTIONS 
버튼을 누른다

+
※어느 버튼을 연사 모드 또는 
연사 홀드로
설정했는지 알 수 없는경우는
한 차례 모든 버튼을 연사 OFF 
상태로 한 후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 주십시오.

소등

컨트롤러가 반응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반응하는 경우
충전할 수 없거나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도 컨트롤러가 반응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반응하는 경우에는, 끝이 뾰족한 막대 등으로 컨트롤러 뒷면의 리셋 
버튼을 눌러 컨트롤러를 리셋해서 다시 연결해 주십시오.그래도 컨트롤러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컨트롤러를 연결해도 바로 버튼을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기의 등록을 해제하고 다시 한번 페어링해 주십시오.
본 제품을 다시 페어링할 때 무선 컨트롤러(DUALSHOCK  4)의 조작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PlayStation  4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리셋 버튼

대상 연령: 6세 이상

®®

● 일러스트와 본 제품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의 사양 및 외관은 개량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
●  "PlayStation", "PS one" 및 "DUALSHOCK"는 주식회사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등록 상표 혹은 상표입니다.
● “Bluetooth”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 “　 ”및“ 　        ”는 주식회사 호리의 등록상표입니다.

주요 사양

충전 시간 약2시간

사이즈
무게

배터리 지속 시간

(가로) 136mm × (두께) 30mm × (세로) 68mm
약 120g

약10시간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사용 상황에 따라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사 홀드
터치패드 모드 
버튼을 누르면서

2초 안에 연사 모드 
상태인 버튼을 누른다

라이트 바 버튼의 상태

버튼 OFF버튼 ON

점등 점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