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사용 설명서
이번에 저희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신 후 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읽으신 후에는,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사용상의 주의
※ 본 제품은 PlayStation®5에 접속하여 충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기에 접속하여 발생한
불편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전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의

보호자분께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 작은 부품이 있기 때문에 3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절대 주지 마십시오.
●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만일 삼킨 경우에는 즉시 의사와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품을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 본품에 물건을 올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무거운 것을 올리지 마십시오.
● 본 제품에 손상이나 변질이 생겼을 경우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분해나 수리, 개조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손질 시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해 주십시오. 또, 벤진, 시너 등의 약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의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케이블을 잡아당겨 PlayStation®5 콘솔이나
본품이 떨어지거나 케이블을 목에 감아, 사고나 부상,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본 제품에서 과도한 열기, 연기, 소리 또는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 충전대는 불안정한 곳에 두지 마세요.올바르게 충전하지 못하거나 부상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난방기구 등 열원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또, 직사 광선이 쬐는 장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 본 제품에 물을 뿌리거나 물이 닿는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천 등으로 덮은 채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열이 가득차 화재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내부에 물, 금속조각, 이물질 등을 넣지 마십시오.
●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 화재, 감전 또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번개가 칠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품을 PlayStation®5에 접속하거나 떼어내거나 할 때는, PlayStation®5 콘솔이나 본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게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 충전 스탠드의 금속 단자부는 더러운 채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올바르게 전류가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워져 있을 때는 마른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 주십시오.
● USB 플러그의 금속부를 손가락이나 금속으로 만지지 말아 주십시오. 부상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USB 플러그나 단자에 먼지나 이물질이 묻은 상태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USB 케이블을 손상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케이블을 묶어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케이블부를 강하게 구부리거나 당기지 말아 주십시오.
● 사용하지 않을 때나 손질 시에는, 본품을 USB 단자에서 뽑아 주십시오. 화재나 감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본품의 내용

충전대 × 1

대응 기종
DualSense™ 무선 컨트롤러
중요

●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PlayStation®5 및 기타 접속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본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각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최신의 버젼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DUALSHOCK®4 무선 컨트롤러
DualSense™ 무선 컨트롤러

DUALSHOCK®3 무선 컨트롤러
무선 컨트롤러(SIXAXIS®)

각부의 명칭
충전 단자
USB 케이블

USB 플러그
LED

사용방법
①

USB type-C

×
〇

②

③

PlayStationⓇ5
전원 ON
대기 모드*

PlayStationⓇ5
전원 OFF

*대기 모드 시 충전하는 경우 PlayStation®5 콘솔에서 아래의 설정을 실시해 주십시오.
홈 화면에서 [설정]→[시스템]→[절전 모드]→[대기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USB 포트에 전원 공급하기]→[항상] 또는 [3시간]을 선택.
*DualSense™ 무선 컨트롤러의 전원이 ON 되어 있는 경우 DualSense™ 무선 컨트롤러의 라이트 바는 점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충전 상태는 DualSense™ 무선 컨트롤러의 PS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으로 확인하십시오.

사양
외형
질

치수 ： (폭) 약 127mm×(깊이) 약 40mm×(높이) 약 60mm
량 ： 약 180g

케이블

길이 ： 약 0.6m

접속

방식 ： USB Type-C

입

력 ： 5V

출

력 ： 3A(max)

● 일러스트와 본품은 다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본 제품의 사양 및 외관은 개량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PlayStation", "DualSense", "DUALSHOCK", and "SIXAXIS"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under license from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
● USB Type-C는 USB Implementers Forum의 상표입니다.
●"
"및"
"는 주식회사 호리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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