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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 정보
본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참고 기호입니다. 참고는 특정 동작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정보도 제공합니다.
팁 기호입니다. 팁은 특정 단계 또는 절차를 수행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거나 유용한 옵션을 알
려줍니다.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며, 특정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동작 또는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
요한 기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기호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안전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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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풀기
구성 내용물
VIVE™는 몰입형 가상 현실(VR) 환경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다음 물품들과 함께 제공됩니다:
주요 구성품

액세서리

VIVE 헤드셋

§ 3-in-1 케이블(연결되어 있음)
§ 오디오 케이블(연결되어 있음)
§ 이어폰
§ 안면 쿠션(1개는 장착되어 있고, 1개는 좁은 얼굴용으로 제공)
§ 청소용 천
§ 전원 어댑터

링크 박스

§ HDMI 케이블
§ USB 케이블
§ 마운팅 패드
VIVE 컨트롤러(2)

§ 전원 어댑터(2)
§ 손목 줄(2 연결되어 있음)
§ Micro-USB 케이블(2)

베이스 스테이션(2)

§ 전원 어댑터(2)
§ 마운팅 키트(마운트 2, 나사 4, 앵커 4)
§ 동기화 케이블(옵션)

제품 상자에는 안전 및 규정 가이드, 보증 카드와 같은 문서도 들어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VIVE를 사용하려면 컴퓨터가 다음과 같은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컴퓨터가 VR에 적합한지 확인하려면 Vive 빠른 호환성 검사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하십시오.
구성 요소

권장 시스템 요구 사항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

프로세서

Intel® Core™ i5-4590/AMD FX™ 8350 이
상

Intel Core i5-4590/AMD FX 8350 이상

GPU

NVIDIA® GeForce® GTX 1060, AMD

NVIDIA GeForce GTX 970, AMD

Radeon™ RX 480 이상

Radeon R9 2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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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권장 시스템 요구 사항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

메모리

4 GB RAM 이상

4 GB RAM 이상

비디오 출력 HDMI 1.4, DisplayPort™ 1.2 이상

HDMI 1.4, DisplayPort 1.2 이상

USB 포트

1x USB 2.0 이상

1x USB 2.0 이상

운영 체제

Windows® 7 SP1, Windows 8.1 이상,
Windows 10

Windows 7 SP1, Windows 8.1 이상,
Window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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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및 링크 박스
헤드셋
VIVE 헤드셋 소개
헤드셋은 VR 환경에서 창문 역할을 합니다.
헤드셋에는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추적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헤드셋의 센서는 민감합니다. 근접 센서를 포함하여 센서 렌즈를 가리거나 흠집을 내지 마십시
오.

앞면과 옆면

1

카메라 렌즈

2

트래킹 센서

3

헤드셋 단추

4

상태등

5

렌즈 거리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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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1

표준 스트랩

2

오디오 케이블

3

3-in-1 케이블

4

IPD(눈동자간 거리) 손잡이

5

안면 쿠션

6

렌즈

7

근접 센서

밑면

1

마이크

2

코 받침

3

렌즈 거리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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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착용하기
헤드셋을 착용하기 전에 렌즈에서 보호 필름을 벗겨내십시오.

1.

헤드셋을 눈 위치에 맞춰 내립니다.

2.

표준 스트랩을 머리 뒤로 내리고, 헤드셋이 편안하게 잘 맞도록 조정합니다.

3.

케이블은 헤드셋의 뒷면에 있는 슬리브를 통과하고, 사용자의 등 뒤에 위치해야 합니다.

헤드셋에서 IPD 조정 장치 사용하기
눈동자간 거리(IPD)는 눈동자 중앙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거울을 보고 밀리미터 자를 눈썹
에 대고 재면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보기 환경을 위해 이 측정값을 기준으로 헤드셋의
렌즈간 거리를 조정하십시오.
렌즈간 거리를 변경하려면, IPD 조정 장치를 돌리십시오.

IPD를 조정할 때 헤드셋에 현재 렌즈 중앙간 거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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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쓴 상태로 VIVE를 사용할 수 있나요?
헤드셋은 대부분의 안경을 쓰고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경이 큰 경우에는 렌즈 거리
를 조절하여 헤드셋 안의 공간을 늘리십시오.
안경이 헤드셋 렌즈에 흠집을 낼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헤드셋의 렌즈 거리 조정하기
큰 안경을 쓴 경우나 눈썹이 긴 경우에는 렌즈 거리를 얼굴에서 멀게 늘려야 합니다. 이 거리는 필요
한 경우에만 늘리십시오. 헤드셋을 착용한 동안에는 렌즈가 눈에 가까울수록 시야가 좋아집니다.
안경이 헤드셋 렌즈에 흠집을 낼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1.

각 렌즈 거리 조정 장치를 잡아당겨서 잠금을 해제합니다.

2.

두 렌즈 거리 조정 장치를 돌려서 렌즈를 얼굴에서 멀게 또는 가깝게 조정합니다.

3.

조정을 완료한 후에는 각 조정 장치를 눌러서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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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에 USB 기기 연결하기
호환되는 타사의 기기를 VIVE에서 사용하려면 USB 케이블을 헤드셋에 연결하십시오. VIVE에 최
적화된 USB 케이블은 HTC에서 별도로 판매됩니다.
1.

헤드셋의 수납부 커버를 밀어서 열면 커넥터 슬롯이 위치합니다.

2.

USB 케이블을 해당 슬롯에 연결합니다.

3.

타사 기기를 USB 케이블의 다른쪽 끝에 연결합니다.

4.

수납부 커버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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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에서 3-in-1 케이블과 오디오 케이블 분리하기
1.

헤드셋의 수납부 커버를 밀어서 열면 커넥터 슬롯이 위치합니다.

2.

탭을 조심해서 당겨 HDMI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전원 케이블과 USB 케이블 그리고 오디오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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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쿠션 교체하기
장착되어 있는 안면 쿠션이 사용자의 얼굴에 너무 넓으면, 제품 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좁은 대체 쿠
션으로 교체하십시오.
안면 쿠션은 청소할 때도 분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5페이지 안면 쿠션 청소하기를 참조
하십시오.
1.

안면 쿠션을 분리하려면, 안면 쿠션의 양쪽 끝부터 벗겨 헤드셋에서 분리합니다.

2.

안면 쿠션을 장착하려면, 안면 쿠션의 탭을 헤드셋의 슬롯에 삽입한 다음, 벨크로 라인에 맞
춰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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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받침 교체하기
1.

코 받침을 분리하려면, 코 받침의 플랩을 벗겨 헤드셋에서 분리합니다.

2.

코 받침을 장착하려면, 코 받침의 탭을 헤드셋의 해당 슬롯에 밀어 넣습니다. 코 받침이 제자
리에 고정되어 있고 플랩이 안면 쿠션 뒤에 위치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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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버클 교체하기
§

버클을 아래쪽으로 돌려 분리하십시오. 버클이 풀리면 찰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

버클을 다시 부착하려면, 표준 스트랩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버클을 커넥터에 맞추고 위쪽으
로 돌리십시오. 버클이 제자리에 고정되면 찰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헤드셋 펌웨어 업데이트하기
1.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2.

아이콘이 보이면 마우스를 그 위로 옮겨 펌웨어가 만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료된
경우, 헤드셋 펌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 헤드셋, 링크 박스 또는 컴퓨터에서 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십
시오. 펌웨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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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의 상태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태등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 헤드셋이 일반 모드일 때 녹색
§ 헤드셋이 대기 중일 때 옅은 녹색
§ (케이블, 디스플레이 등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빨강

링크 박스
링크 박스 소개
링크 박스를 사용하여 헤드셋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1 3-in-1 케이블
2 전원 포트
3 USB 포트
4 Mini DisplayPort™
참고: 케이블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예비 HDMI 포트가 없거나, HDMI를 지원하
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5 HDMI 포트

컴퓨터에 헤드셋 연결하기
1.

전원 어댑터 케이블을 링크 박스의 해당 포트에 연결하고, 반대쪽 끝을 전원 콘센트에 연결
하여 링크 박스의 전원을 켭니다.

2.

HDMI 케이블을 링크 박스의 HDMI 포트에 연결하고, 반대쪽 끝을 컴퓨터 그래픽 카드의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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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B 케이블을 링크 박스의 USB 포트에 연결하고, 반대쪽 끝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
합니다.

4.

3-in-1 헤드셋(HDMI, USB, 전원) 케이블을 링크 박스의 주황색 테두리가 있는 포트에 연결
합니다.

5.

링크 박스를 영구적인 위치에 고정시키려면 마운팅 패드의 커버를 벗겨 한 쪽 접착면을 링크
박스의 밑면에 대고 꼭 누른 다음 링크 박스를 설치하려는 위치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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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링크 박스의 Mini DisplayPort를 사용해야 하나요?
컴퓨터에 예비 HDMI 포트가 없거나 HDMI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Mini DisplayPort™ 케이블을 사
용하여 Vive를 PC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Mini DisplayPort 케이블은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Mini DisplayPort 케이블의 한 쪽 끝을 링크 박스에 연결한 다음, 반대쪽 끝을 컴퓨터 그래픽 카드의
DisplayPort에 연결하십시오.

DisplayPort

Mini DisplayPort

링크 박스 다시 시작하기
링크 박스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르십시오.
1.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포함한 모든 Steam 앱을 닫습니다.

2.

링크 박스의 PC 쪽(주황색 테두리가 없는)에서 전원 및 USB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3.

몇 초간 기다린 후 전원 및 USB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컴퓨터에 드라이버 설치 중이라
는 알림이 표시될 것입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4.

VIVE 하드웨어가 감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SteamVR을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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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럭스 오디오 스트랩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 소개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을 사용하면 통합된 이어폰을 통해 고품질 사운드로 VIVE VR 시스템을
더욱 실감 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셋 착용 시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합니
다.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은 Vive 비즈니스 에디션에 번들로 제공됩니다. 액세서리는
www.vive.com/product/에서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

오디오 케이블 커넥터

2

벨크로 밴드

3

외부 쉘

4

조절 다이얼

5

쿠션

6

벨크로 케이블 타이

7

이어폰

8

이어폰 높이 조절 장치

20

헤드셋 및 링크 박스

헤드셋에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 장착하기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은 Vive 비즈니스 에디션에 번들로 제공됩니다. 액세서리는
www.vive.com/product/에서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헤드셋에서 수납부 커버를 제거하고 3-in-1 케이블과 오디오 케이블을 분리했는지 확인하십시
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 헤드셋에서 3-in-1 케이블과 오디오 케이블 분리하기를 참조하십시
오.
1.

버클을 아래쪽으로 돌려 표준 스트랩과 버클을 분리합니다. 버클이 풀리면 찰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2.

손바닥을 이용하여 찰칵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의 버클을 헤드
셋의 커넥터에 대고 눌러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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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in-1 케이블과 스트랩의 오디오 케이블을 수납부 커버의 케이블 구멍(VIVE 로고가 있는 구
멍이 아님)에 넣습니다. 케이블을 헤드셋 수납부에 위치한 해당 슬롯에 연결합니다.

4.

수납부 커버를 닫으려면, 커버의 홈 부분을 수납부의 돌기에 맞춘 다음 커버가 제자리에 고
정될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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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n-1 케이블을 스트랩의 오른쪽에 있는 클립에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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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벨크로 케이블 타이(제품 상자에 포함된)의 접착면을 쿠션 아래(오른쪽)에 부착합니다. 케이
블 타이로 3-in-1 케이블을 두른 다음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7.

스트랩의 벨크로 밴드를 수납부 커버의 밴드 잠금 장치에 넣고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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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을 제거하려면 스트랩의 각 버클을 잡아당겨 헤드셋에서 스트랩을 분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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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과 함께 헤드셋 착용하기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은 Vive 비즈니스 에디션에 번들로 제공됩니다. 액세서리는
www.vive.com/product/에서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랩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절 다이얼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조절 다이
얼은 한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1.

헤드셋을 착용하기 전에 조절 다이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스트랩을 느슨하게 풉니다.

2.

헤드셋을 착용하고 머리에 편안하게 맞을 때까지 조절 다이얼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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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이어폰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 높이를 조절합니다.

4.

이어폰이 귀에 편안하게 맞도록 구부린 후 찰칵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어폰을 눌러 위치
를 고정시킵니다.

헤드셋을 벗을 때 스트랩이 손상되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헤드셋을 벗으려면
조절 다이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스트랩을 느슨하게 푼 다음 헤드셋을 조심해서 잡아당
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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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에서 이어폰 분리하기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에 포함되어 있는 이어폰을 교체 또는 수리를 위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은 Vive 비즈니스 에디션에 번들로 제공됩니다. 액세서리는
www.vive.com/product/에서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

스트랩의 각 버클을 잡아당겨 헤드셋에서 스트랩을 분리합니다.

2.

쿠션을 벗겨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에서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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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어폰을 고정하는 중간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교체용으로 여분의 나사가 제품 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크루드
라이버
타입: 십
자형
PH00x40

나사명: 필립스 팬 헤드 나사

4.

스트랩에서 이어폰을 연결하고 있는 와이어를 조심해서 빼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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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의 이어폰 교체하기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은 Vive 비즈니스 에디션에 번들로 제공됩니다. 액세서리는
www.vive.com/product/에서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어폰을 장착하고 나사를 돌려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에 고정시킵니다.
스크루
드라이
버 타입:
십자형
PH00x40

나사명: 필립스 팬 헤드 나사

2.

이어폰 와이어를 스트랩의 왼쪽에 있는 클립에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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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홀더를 해당 슬롯에 밀어넣고 이어폰 와이어를 스트랩의 양쪽 끝에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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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어폰 와이어를 스트랩의 하단에 있는 클립 위치에 맞춰 끼웁니다.

5.

쿠션을 장착합니다. 쿠션에 있는 탭을 스트랩의 하단에 있는 슬롯에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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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 쿠션 교체하기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 쿠션을 청소하려면 쿠션을 분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3페이지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 쿠션 청소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쿠션을 분리하려면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에서 쿠션을 벗겨서 분리하십시오.

§

쿠션을 교체하려면 쿠션에 있는 탭을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의 하단에 있는 슬롯에 끼우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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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 쿠션 청소하기
1.

쿠션을 청소하기 전에 먼저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에서 쿠션을 분리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32페이지 Vive 디럭스 오디오 스트랩 쿠션 교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2.

쿠션을 청소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 깨끗한 부드러운 천에 찬물을 묻혀 청소하려는 부분을 가볍게 닦으십시오.
§ 상온에서 자연 건조시키십시오. 건조기, 다리미 또는 직사광선에 말리지 마십시오.
§ 문지르거나, 비틀거나, 표백하지 마십시오.
§ 물에 적시거나 담그지 마십시오.

쿠션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다음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건조하십시오:
§ 상온에서 자연 건조시키십시오. 건조기, 다리미 또는 직사광선에 말리지 마십시오.
§ 문지르거나, 비틀거나, 표백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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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지관리 및 수리
VIVE 유지관리
다음 팁에 따라 VIVE를 적절하게 관리하십시오.
§ 헤드셋 렌즈에 뾰족한 물체(케이블 끝단 포함)가 닿지 않게 하십시오. 헤드셋 렌즈에 흠집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헤드셋의 렌즈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헤드셋 디스플레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헤드셋을 보관할 때 렌즈에 보호 필름을 덮어서 보관하면 우발적으로 흠집이 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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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쿠션 청소하기
1.

안면 쿠션을 청소하기 전에 먼저 헤드셋에서 분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 안면
쿠션 교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2.

안면 쿠션을 청소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 깨끗한 부드러운 천에 찬물을 묻혀 청소하려는 부분을 가볍게 닦으십시오.
§ 상온에서 자연 건조시키십시오. 건조기, 다리미 또는 직사광선에 말리지 마십시오.
§ 문지르거나, 비틀거나, 표백하지 마십시오.
§ 물에 적시거나 담그지 마십시오.

헤드셋 렌즈 청소하기
1.

제품 상자에 포함된 청소용 천을 사용하여 렌즈를 닦습니다.

2.

청소용 천에 알코올 또는 렌즈 클리너를 묻힙니다.

3.

렌즈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닦습니다.
렌즈를 청소하는 동안 렌즈에 흠집을 내거나 헤드셋의 다른 부분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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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을 수리 보내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헤드셋을 수리 보내기 전에 다음 액세서리들을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1

안면 쿠션

2

수납부 커버

3

버클이 달린 표준 스트랩

4

3-in-1 케이블

5

오디오 케이블

다음 절차에 따라 헤드셋에서 액세서리들을 올바르게 분리하십시오:
§

헤드셋에서 수납부 커버를 제거하고 3-in-1 케이블과 오디오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수납부 커버를 밀어서 열면 커넥터 슬롯이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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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을 조심해서 당겨 HDMI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전원 케이블과 USB 케이블 그리고 오디오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

안면 쿠션을 분리합니다. 안면 쿠션의 양쪽 끝에서부터 벗겨 헤드셋에서 분리하십시오.

§

헤드셋에서 표준 스트랩과 버클을 분리합니다. 버클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 분리하십시오. 버
클이 풀리면 찰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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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를 분리한 후 수리를 보내게 될 헤드셋의 모습은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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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헤드셋을 다시 조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된 헤드셋을 받은 후, 헤드셋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 액세서리들을 올바르게 장착하십시오.
§

3-in-1 케이블과 오디오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고 수납부 커버를 닫습니다.
수납부 커버를 닫으려면, 커버의 홈 부분을 수납부의 돌기에 맞춘 다음 커버가 제자리에 고
정될 때까지 밀어 넣으십시오.

케이블은 헤드셋의 뒤쪽에 있는 슬리브를 통과해야 합니다.

§

안면 쿠션을 장착합니다. 안면 쿠션의 탭을 헤드셋의 슬롯에 삽입한 다음 벨크로 라인에 맞
춰 부착하십시오.

§

표준 스트랩과 버클을 장착합니다. 스트랩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버클을 커넥터에 맞추고 시
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버클이 제자리에 고정되면 찰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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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헤드셋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옵션

설명

헤드셋의
§ LED가 점등되지 않으면 링크 박스를 다른 전원 콘센트에 연결해보십시오.
LED 상태 확 § LED가 옅은 녹색이면 헤드셋이 대기 모드입니다. 헤드셋을 움직이거나 VR 앱을
인
시작하여 활성화하십시오.
§ LED가 빨간색이면 케이블 연결 또는 드라이버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SteamVR 문제 해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헤드셋 재부 1.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팅
2.
설정 개발자를 클릭하고, 직접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하고 Vive 헤드셋 다시 부팅을 클릭합니다.

4. 재부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케이블 연결 § 양쪽 끝에 케이블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
§ 올바른 케이블이 링크 박스의 올바른 쪽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주황색
케이블을 주황색 테두리가 있는 쪽에 연결해야 합니다).
§ 모든 비디오 출력 케이블을 동일한 그래픽 카드에 연결하십시오. 비디오 출력 케
이블을 마더보드의 포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가능할 경우, 그래픽 카드에서 링크 박스로 다른 종류의 비디오 출력을 사용하십
시오(예를 들면, HDMI를 DisplayPort로 전환).
§ 다른 USB 포트에 연결해보십시오. USB 3.0을 사용하는 경우, USB 2.0 포트로 전
환하여 문제가 해결되는지 보십시오.
링크 박스 다 자세한 절차는 18페이지 링크 박스 다시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시 시작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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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의 상태등이 오류를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태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 헤드셋 3-in-1 케이블을 링크 박스에서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 링크 박스와 컴퓨터 사이에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케
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 전원 어댑터를 전기 콘센트에서 뽑았다가 다시 꽂아 링크 박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헤드셋이 추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시도해보십시오:
§ 헤드셋이 플레이 영역 안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헤드셋의 전원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된 경우에는 SteamVR 앱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 HDMI 포트에서 HDMI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해보십시오.
§ SteamVR 앱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류가 지속되면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고 SteamVR 앱
을 다시 여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헤드셋 디스플레이가 흐릿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 헤드셋 렌즈의 보호 필름을 제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렌즈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제품 상자에 포함된 청소용 천을 사용하여 렌즈를 닦습니다.
§ 헤드셋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헤드셋의 하단 테두리가 광대뼈에 위치하고, 표준 스트랩은 머리의 뒤쪽을 감싸야 합니다.
몸을 굽혔을 때 편안하고 헤드셋이 흘러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헤드셋이 얼굴에서 너무 낮게 위치하면 디스플레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헤드셋을 찾을 수 없음" 오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포함한 모든 Steam 앱을 닫습니다.

2.

링크 박스 케이블(HDMI 및 USB)을 컴퓨터에서 분리하고 전원 케이블을 전기 콘센트에서 뽑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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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몇 초간 기다린 후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컴퓨터에 드라이버 설치 중이라는 알림이 표
시될 것입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4.

SteamVR 앱을 다시 시작합니다.

유사한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이 절차를 다시 반복하십시오. USB 관련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2페이지 USB 포트 문제로 인해 헤드셋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
야 하나요?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USB 포트 문제로 인해 헤드셋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

USB 케이블을 다른 USB 포트에 연결하여 오류가 USB 포트 관련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
하십시오.
옵션

설명

USB 2.0 포트가
있는 경우...

USB 케이블을 USB 2.0 포트에 연결합니다.

USB 2.0 포트가 1. USB 케이블을 USB 3.0 포트에 연결합니다.
없는 경우...
2. SteamVR 앱을 열고
시스템 보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3. VIVE 장치를 VIVE와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특정 제조사의 포트
대신 USB xHCI 포트를 통해 연결하십시오.
오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USB 포트 호환성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 해결 방법
은 41페이지 "헤드셋을 찾을 수 없음" 오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참조하십
시오.
§

컴퓨터에서 USB 드라이버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마더보드 또는 USB 포트 제조사
의 웹사이트에서 공식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USB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해도 오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PCI-Express USB 카드(Intel
칩셋 사용)를 구매하여 사용하십시오. 테스트 결과 이 USB 카드가 VIVE에서 제대로 작동합
니다:
Inateck® 2 포트 USB3.0 PCI-Express 카드(제품번호: KTU3FR-2O2I)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10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VIVE가 컴퓨터의 메인 모니터로 표시됩니다, 어
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시도해보십시오:
1.

헤드셋 3-in-1 케이블을 링크 박스에서 분리합니다.

2.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3.

헤드셋 3-in-1 케이블을 링크 박스에 다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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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이 건너뛰는 현상이 있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컴퓨터에 자동으로 디스플레이를 조정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IVE를 사용할 때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 f.lux 또는
Prismatik)를 비활성화하십시오.

VR에서 부유하는 모션이나 움직이는 개체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 플레이 영역 안에 반사면(예: 거울)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룸에 Bluetooth® 장치가 있으면 하드웨어 페어링을 간섭하지 않도록 해당 장치를 끄십시오.
§ CPU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SteamVR 앱에서 설정 성능 프레임 타이밍 표
시를 클릭하십시오. 그래프에 스파이크가 있으면 CPU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는 동안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헤드셋이 대기 모드가 아니라 일반 모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컴퓨터에 SteamVR 앱이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옵션

설명

SteamVR이 VIVE로 오 1.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디오를 전송하는지 확인 2.
을 클릭하고 설정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3. 재생 장치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HTC-VIVE 또는 스피커(USB-오
디오 장치)를 선택합니다.
Windows가 오디오를
VIVE로 전송하는지 확
인

1. 컴퓨터에서 작업 트레이의 볼륨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2. 재생 장치를 클릭하고 HTC-VIVE를 선택합니다.
3. HTC-VIVE를 오른쪽 클릭하고 기본 장치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검색된 오디오 장치를 오른쪽 클릭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장치 표시 및 연
결이 끊긴 장치 표시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HTC-VIVE 오디오 장치 컴퓨터에서 작업 트레이의 볼륨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다음 작
와 현재 프로그램의 볼 업을 수행합니다:
륨 확인
§ HTC-VIVE의 볼륨 슬라이더를 찾아 50%로 설정합니다.
§ 믹서를 클릭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찾아서 볼륨을 50%로 설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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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의 오디오를 컴퓨터에서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VIVE의 오디오를 컴퓨터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헤드폰 또는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을 클릭하고 설정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장치로 오디오 복제 드롭다운 목록에서 추가적인 오디오를 전송하려는 오디오 장치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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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스테이션
VIVE 베이스 스테이션 소개
§ 베이스 스테이션은 헤드셋과 컨트롤러로 신호를 보냅니다. 무엇으로도 앞면을 가리지 마십시
오.
§ 베이스 스테이션이 켜져 있을 때 근처의 적외선 센서(예: IR TV 리모컨이 사용하는)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1

상태등

2

앞면

3

채널 표시기(매립형)

4

전원 포트

5

채널 단추

6

동기화 케이블 포트(옵션)

7

Micro-USB 포트(펌웨어 업데이트용)
§ 베이스 스테이션을 억지로 열지 마십시오. 부상을 입거나 제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앞면이 깨지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베이스 스테이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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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스테이션 설치하기
베이스 스테이션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플레이 영역을 룸스케일 또는 앉은 자세/서있는 자세 중 어
느 것으로 설정할 지 결정하십시오. 58페이지 플레이 영역 계획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상자를 풀 때 베이스 스테이션의 앞면을 덮고 있는 얇은 필름을 제거하십시오.

1.

베이스 스테이션을 공간의 대각선으로 반대쪽에 있는 구석에 설치합니다.
제공된 마운팅 키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47페이지 마운팅 키트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베이스 스테이션은 삼각대, 조명 스탠드 또는 지지대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정적
인 책꽂이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설치 솔루션이나 흔들림이 많은 표면에 설치하
는 것만 피하십시오.

2.

베이스 스테이션의 앞면이 플레이 영역의 중앙을 향하도록 조정합니다.

3.

전원 케이블을 베이스 스테이션에 연결한 다음,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여 전원을 켭니다. 상
태등에 녹색이 점등되어야 합니다.

4.

베이스 스테이션을 연결하고 채널을 설정합니다.
동기화 케이블 사용 베이스 스테이션의 뒷면에 있는 채널 단추를 누르면 하나의 베이스
안함
스테이션이 채널 “b”로 설정되고, 다른 베이스 스테이션은 채널 “c”로
설정됩니다.
동기화 케이블 사용 베이스 스테이션의 뒷면에 있는 채널 단추를 누르면 하나의 베이스
(추가적인 안정성을 스테이션이 채널 “A”로 설정되고, 다른 베이스 스테이션은 채널 “b”
위한 옵션)
로 설정됩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동하거나 각도를 조정하지 마십시오. 트래킹 프로세스
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레이 영역을 다시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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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스테이션 설정 팁
베이스 스테이션을 사용자의 공간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적 결과를 위
해 다음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

베이스 스테이션을 대각선으로 사용자 키보다 높게(2 m(6 ft 6 in) 이상이 좋음) 설치합
니다.

§

베이스 스테이션을 쉽게 부딪치거나 이동될 수 없는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

각 베이스 스테이션의 시야는 120도이므로 플레이 영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각
도를 30 ~ 45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적 트래킹을 위해 두 베이스 스테이션 사이의 최대 거리는 5 m(16 ft 4 in)를 유지해
야 합니다.

최대 5 m(16 ft 4 in)

마운팅 키트 사용하기
최적 결과를 위해 제공된 마운팅 키트를 사용하여 베이스 스테이션을 설치하십시오.
마운트를 설치하려면 스크루드라이버나 드릴이 필요합니다. 전동 공구를 사용할 때는 전문가에
게 의뢰하십시오.
1.

벽에 각 마운트를 설치할 위치를 표시하고 마운트를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콘크리트나 석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먼저 드릴로 ¼ 인치 구멍을 뚫고 앵커를 삽입한 다음,
나사로 마운트를 고정시킵니다.

2.

베이스 스테이션을 돌려 나사산 볼 조인트에 고정시킵니다. 베이스 스테이션을 끝까지 돌리
지 말고, 안정적으로 고정되고 방향이 맞는 정도까지만 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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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너트를 조여 베이스 스테이션을 고정시킵니다.

1

2

3

4.

베이스 스테이션의 각도를 조정하려면, 베이스 스테이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잡은
상태에서 클램프 링을 풀어줍니다.

5.

베이스 스테이션을 플레이 영역을 향해 기울입니다.
다른 베이스 스테이션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각 베이스 스테이션의 시야
는 120도입니다. 베이스 스테이션은 30 ~ 45도 아래로 기울여야 합니다.
조정한 베이스 스테이션의 각도를 고정하려면 클램프 링을 원래대로 조입니다.

6.

전원 케이블을 각 베이스 스테이션에 연결합니다.

4

5

6

케이블 연결을 통해 베이스 스테이션 펌웨어 업데이트
하기
1.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2.

아이콘이 보이면 마우스를 그 위로 옮겨 펌웨어가 만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료된 경
우, 베이스 스테이션 펌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3.

베이스 스테이션을 전원 어댑터에서 뽑은 다음, 조심해서 분리합니다.

4.

micro-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베이스 스테이션을 한 번에 하나씩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
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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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스테이션의 뒤쪽에 있는 채널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의 전원 어댑터
를 연결합니다.
SteamVR 앱이 베이스 스테이션을 감지하면 펌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 micro-USB 케이블 또는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펌웨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Bluetooth를 통해 베이스 스테이션 펌웨어 업데이트하
기
1.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2.

설정 일반 블루투스 드라이버 설치하기를 클릭합니다.

3.

Bluetooth 드라이버를 설치한 후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4.

SteamVR 앱을 다시 실행합니다.

5.
6.

설정 블루투스 통신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VR을 사용하지 않을 때 베이스 스테이션을 대기 모드로 전환하기를 선택합니다.

VIVE를 사용하지 않을 때 베이스 스테이션이 대기 모드로 전환되지 않으면 베이스 스테이션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7.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장치를 클릭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한 다음 베이스 스테이션을 선택합
니다.

§
8.

아이콘이 보이면 마우스를 그 위로 옮겨 펌웨어가 만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료
된 경우, 베이스 스테이션 펌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화면 지시에 따라 절차를 완료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펌웨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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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스테이션의 상태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태등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 베이스 스테이션이 일반 모드에 있을 때 녹색
§ 베이스 스테이션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릴 때 파랑.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베이스 스테이션
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고 흔들림이 없는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베이스 스테이션이 대기 모드일 때 옅은 녹색
§ 베이스 스테이션이 동기화할 때 보라색
§ 동기화가 차단되었을 때 보라색 점멸. 베이스 스테이션을 무선으로 연결할 경우, 동기화 케
이블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50페이지 동기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나요? 를 참조하
십시오.

베이스 스테이션이 하나도 감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야 하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시도해보십시오:
§ 베이스 스테이션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 베이스 스테이션을 올바르게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절차는 46페이지 베이스 스
테이션 설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베이스 스테이션이 무선으로 서로 동기화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플레이 영역에 장애물이 있
을 수 있습니다. 동기화 케이블을 사용하여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절차는
50페이지 동기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나요? 를 참조하십시오.
§ SteamVR 앱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류가 지속되면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고 SteamVR 앱
을 다시 여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동기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베이스 스테이션을 동기화 케이블로 서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플레이
영역 위의 천장에 물체가 달려 있거나, 머리나 손이 베이스 스테이션을 차단할 정도로 베이스 스테
이션이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베이스 스테이션의 동기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기화 케이블을 연결해야 합니다.
1.

동기화 케이블로 두 개의 베이스 스테이션을 연결하고 케이블을 플레이 영역 밖으로 정리하
십시오.

2.

베이스 스테이션의 뒷면에 있는 채널 버튼을 누르면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션이 채널 "A"로
설정되고, 다른 베이스 스테이션은 채널 "b"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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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손상된 베이스 스테이션에 보증이 적용되나요?
제품 보증은 우발적 손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베이스 스테이션의 권장 설치 지침을 주의해서 따르
십시오.
베이스 스테이션이 손상된 경우, 특히 그 앞면이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VIVE를 사용할 때 TV 리모콘이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이스 스테이션이 IR TV 리모콘에 의해 사용되는 것과 같은 근처의 적외선 센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베이스 스테이션이 TV를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합니다.

2.

리모콘이 VIVE의 간섭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3.

플레이 영역을 다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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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VIVE 컨트롤러 소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가상 현실(VR) 세계의 개체와 상호 작용하게 됩니다.
컨트롤러에는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추적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컨트롤러의 센서는 민감합니다. 센서 렌즈를 가리거나 흠집을 내지 마십시오.

1

메뉴 단추

2

트랙패드

3

시스템 단추

4

상태등

5

Micro-USB 포트

6

트래킹 센서

7

트리거

8

그립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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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충전하기
앱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또는 시스템 대시보드가 켜져 있을 때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면 표시등에 빨간 점 하나가 켜집니다
.
제공된 전원 어댑터와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충전하십시오.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완전히 충전된 상태가 되면, 컨트롤러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상태등
에 녹색이 점등되고, 컨트롤러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흰색이 점등됩니다.

컨트롤러 켜기 또는 끄기
§

컨트롤러를 켜려면 삑 소리가 날 때까지 시스템 단추를 누르십시오.

§

컨트롤러를 끄려면 삑 소리가 날 때까지 시스템 단추를 누르십시오.
SteamVR 앱을 종료하면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일정 시간 유휴 상태가 지속된 후
에도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컨트롤러와 헤드셋 페어링하기
§

컨트롤러를 처음으로 켜면 자동으로 헤드셋과 페어링됩니다.
페어링이 진행되는 동안 상태등은 파란색으로 점멸합니다. 컨트롤러가 헤드셋과 페어링되
면 상태등에 녹색이 점등됩니다.

§

컨트롤러를 수동으로 페어링하려면, SteamVR 앱을 실행하고
을 누른 다음, 장비 컨트
롤러 연결하기를 누르십시오. 화면 지시에 따라 과정을 완료하십시오.

컨트롤러에 손목 줄 달기
손목 줄을 사용하면 실수로 컨트롤러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손목 줄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컨트롤러를 팽개치거나 과격하게 던지지 마십시오.
1.

컨트롤러를 잡고 손목 줄의 끈을 윗 구멍에서 아랫 구멍으로 삽입합니다.

2.

손목 줄을 끈 안으로 넣은 다음 잡아당겨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3.

손목 줄을 손목에 걸고 잠금 장치를 조정하여 손목 줄이 손목에 편안하게 고정되도록 조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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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펌웨어 업데이트하기
1.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2.

아이콘이 보이면 마우스를 그 위로 옮겨 펌웨어가 만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료된 경
우, 컨트롤러 펌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3.

micro-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한 번에 하나씩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
다.
SteamVR 앱이 컨트롤러를 감지하면 펌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 micro-USB 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펌웨어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4.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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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의 상태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태등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 컨트롤러가 일반 모드일 때 녹색
§ 배터리가 부족할 때 빨강 점멸
§ 컨트롤러가 헤드셋과 페어링할 때 파랑 점멸
§ 컨트롤러가 헤드셋에 연결될 때 파랑
§ 충전 중일 때 주황색

컨트롤러가 추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시도해보십시오:
§ 컨트롤러가 플레이 영역 안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컨트롤러를 껐다가 다시 켜서 추적을 재활성화하십시오.
§ SteamVR 앱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류가 지속되면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고 SteamVR 앱
을 다시 여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어느 컨트롤러가 추적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
나요?
컨트롤러 중 하나가 추적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 컨트롤러를 찾으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
오.
1.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2.

추적되지 않는 컨트롤러의 아이콘 위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3.

컨트롤러 확인을 클릭합니다.

컨트롤러의 상태등이 흰색으로 빠르게 점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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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의 트랙패드가 지나치게 민감하면 어떻게 해
야 하나요?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용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후, 다음 절차를 수행하
여 컨트롤러를 재보정하십시오:
1.
2.
3.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컨트롤러 보정하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보정 절차를 완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컨트롤러가 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 시스템 버튼을 5초 이상 눌러 컨트롤러가 켜지는지 보십시오.
§ 다른 케이블과 어댑터를 사용하고, 어댑터를 다른 전원 콘센트에 꽂아 컨트롤러를 충전하십
시오.
§ SteamVR 대시보드에서 컨트롤러가 검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컨트롤러가 검색되지만
LED가 켜지지 않으면 LED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펌웨어 업데이트에 실패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오류를 복구하려면 57페이지 펌
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우발적으로 연결이 분리된 후 컨트롤러가 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을 참조하십시오.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컨트롤러가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컨트롤러의 상태등이 녹색인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헤드셋과 페어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3.

링크 박스의 USB 케이블을 컴퓨터의 USB 3.0 포트에 연결합니다.

4.

컴퓨터에서 USB 드라이버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마더보드 또는 USB 포트 제조사의
웹사이트에서 공식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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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우발적으로 연결이 분리
된 후 컨트롤러가 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절차에 따라 컨트롤러를 부트로더 모드에서 복구하십시오.
1.

micro-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3.

SteamVR 앱이 컨트롤러를 감지하면 화면 지시에 따라 펌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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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영역
플레이 영역이란 무엇인가?
플레이 영역은 VIVE의 가상 경계를 설정합니다. VR 개체와의 상호 작용은 플레이 영역 안에서 발생
합니다.
VIVE는 룸스케일 설정으로 설계되었지만, 서있는 자세와 앉은 자세 설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영역 계획하기
설정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룸스케일 설정은 최소 2 m x 1.5 m(6 ft 6 in x 5 ft)의 플레이 영역이 필요합니다. 룸스케일 설정 예:

앉은 자세와 서있는 자세는 공간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앉은 자세/서있는 자세 설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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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영역 선택하기
플레이 영역으로 지정할 공간을 찾으십시오. 최적 결과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플레이 영역 안에 있는 가구와 기타 장애물(예: 애완동물)을 치웁니다.

§ 컴퓨터를 플레이 영역 옆에 설치합니다. 헤드셋 케이블을 컴퓨터에서 5 m(16 ft 4 in) 정도 연
장합니다.
§ 베이스 스테이션을 설치한 곳 가까이에 전원 콘센트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12V 멀티
탭을 사용하십시오.
§ 헤드셋을 직사광선 아래에 두지 마십시오. 헤드셋 디스플레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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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E 처음 설정하기
VIVE를 사용하려면, 먼저 VIVE 및 SteamVR 소프트웨어 설치, 하드웨어 설정, 플레이 영역 정의를
포함하는 설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설정 과정을 시작하려면 다음 위치에서 컴퓨터에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www.vive.com/setup/
지시에 따라 설정 파일을 실행하고 설정 과정을 완료하십시오.
룸 설정을 완료하면,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동했거나 각도를 조정한 경우 또는 VIVE VR 시스템을
다른 룸으로 전송한 경우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서있는 자세 플레이 영역 설정하기
VR을 앉은 자세나 서있는 자세로만 경험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1.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2.

을 클릭하고 방 설정 시작 서있는 자세를 선택합니다.

3.

표시되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 지시에 따라 절차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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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크기 플레이 영역 설정하기
방 크기 플레이 영역을 선택하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완전한 VR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2.
3.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을 클릭하고 방 설정 시작 룸스케일을 선택합니다.
표시되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 지시에 따라 절차를 완료합니다.

플레이 영역의 경계를 추적할 때 바닥에 아무 것도 없어야 합니다. 물건(예: 테이블이나 의자)이
있는 공간을 추적하지 마십시오. VR을 즐기는 동안 물건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플레이 영역 초기화하기
1.
2.
3.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을 클릭하고 방 설정 시작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절차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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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확인하기
VIVE 설정 과정을 완료하면 헤드셋을 착용하고 컨트롤러를 손에 쥐고 VR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영역에서 헤드셋과 컨트롤러는 베이스 스테이션과 최소 0.5 m(1 ft 7 in), 최대 5 m(16 ft 4 in)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준수해야 베이스 스테이션의 120도 시야 안에서 장치를 적절하
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경고는 정확성과 완전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안전 및 규정 가
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최신 버전은 www.vive.com/에서 확인하십시오.

설정 후 VIVE 시스템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2.

베이스 스테이션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헤드셋이 링크 박스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
컴퓨터에 헤드셋 연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4.

컨트롤러를 켭니다. 자세한 내용은 53페이지 컨트롤러 켜기 또는 끄기를 참조하십시오.

5.

VIVE 하드웨어가 추적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amVR 앱의 상태 아이콘과 하드웨어의
상태등이 모두 녹색이어야 합니다.

6.

헤드셋을 착용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9페이지 헤드셋 착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7.

컨트롤러를 손에 쥡니다.

시스템 대시보드를 실행하려면 어느 쪽 컨트롤러에서든 시스템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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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영역에 권장되는 공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요?
최대 5 m(16 ft 4 in)의 대각선 영역 안에서의 이동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3.5 m x 3.5 m(약 11 ft 5
in x 11 ft 5 in)의 공간. 룸스케일 설정의 경우에는 최소 2 m x 1.5 m(6 ft 6 in x 5 ft)의 플레이 영역이
필요합니다. 앉은 자세와 서있는 자세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플레이 영역에 가구가 있는 공간을 포함시킬 수 있나
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플레이 영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 바닥에 아무 것도 없어야 합니다. 물건(예: 테
이블이나 의자)이 있는 공간을 추적하지 마십시오. VR을 즐기는 동안 물건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
니다.

앉은 자세/서있는 자세용의 VR 앱을 룸스케일 설정에
서 사용할 수 있나요?
룸스케일 설정을 한 경우에도 앉은 자세 또는 서있는 자세용으로 설계된 VR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헤드셋과 컨트롤러가 플레이 영역 안에서 추적되는지만 확인하십시오.
VR을 사용하는 동안 앉은 자세를 설정하거나 초기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2.
3.

시스템 단추를 눌러 시스템 대시보드를 엽니다.
일반을 선택합니다.
자세 설정 초기화를 선택하고 화면 지시에 따라 절차를 완료합니다.

VIVE 설정을 설치하는 동안 다운로드 오류를 해결하려
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오류는 주로 잘못된 네트워크 설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DNS가 잘못된 경우
다운로드 서버 주소는 호스트에 의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웹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부 네트워크 목적지에는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이 올바른
지 확인하거나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방 설정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컬 Windows 사용자 이름에 특수 문자(예: à 또는 é)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기본 라틴 알파벳을 사용한 사용자 이름으로 새 Windows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
다. 새 사용자 이름으로 로그인한 후 VIVE 설정을 다시 설치하고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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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EPORT 앱 설정
VIVE 시스템 언어 변경하기
VIVEPORT 앱에서 언어를 변경하면 VIVE VR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변경됩니다.
1.
2.
3.

컴퓨터에서 VIVEPORT 앱을 엽니다.
을 클릭합니다.
언어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VIVE 시스템 언어 변경은 다운로드한 특정 VR 콘텐츠의 언어를 변경하지 않으며, 이것은 콘텐츠
개발자 / 제작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작할 때 VIVEPORT 앱을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설정하기
컴퓨터를 켤 때 VIVEPORT 앱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2.
3.

컴퓨터에서 VIVEPORT 앱을 엽니다.
을 클릭합니다.
시작 시 열기를 선택합니다.

시스템 대시보드 설정
시스템 대시보드
시스템 대시보드는 VR의 중앙 진입점 역할을 합니다.
대시보드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VR 앱 실행 또는 종료
§ 소리 볼륨 및 마이크 액세스 제어
§ Chaperone에서 충돌 경계 스타일 또는 in-headset 배경과 같은 설정 변경
§ VIVE 시스템 끄기
대시보드를 열려면 컨트롤러에서 시스템 단추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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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erone 설정 변경하기
Chaperone은 플레이 영역의 경계에 근접할 때마다 그리드를 표시합니다. 그리드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더.
1.

시스템 대시보드에서

2.

Chaperone을 선택합니다.

3.

선호하는 충돌 경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4.

슬라이더를 끌어 색상과 불투명도를 변경합니다.

5.

VR 환경에서 바닥에 대한 시각적인 참고를 계속 표시하려면 바닥 경계는 항상 켜져 있음을
선택합니다.

을 선택합니다.

기본 배경 표시 변경하기
VIVE 시스템을 켰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기본 배경 표시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대시보드에서
방 보기를 선택할 때 표시되는 것과 같은 배경입니다.
1.

시스템 대시보드에서

2.

In-Headset을 선택합니다.

3.

백그라운드 스타일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4.

옵션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이미지 폴더 열
기를 선택합니다.

5.

변경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앱을 종료합니다.

을 선택합니다.

휴대폰 알림
VIVE 휴대폰 앱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VIVE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휴대폰이 VIVE 앱 다운로드 페이지에 표시된 최소 시스템 요구 사
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

휴대폰에서 Play 스토어 또는 App Store 앱을 엽니다.

2.

Vive를 검색합니다.

3.

VIVE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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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과 VIVE 페어링하기
휴대폰을 VIVE 시스템과 페어링하면 VR에서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의 VIVEPORT 앱에서

2.

휴대폰에서 VIVE 앱을 엽니다.

을 클릭하고 휴대폰 설정을 선택합니다.

VIVE 앱을 처음 열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를 읽고 허용 을 누릅니다.
3.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모두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Bluetooth가 켜져있고, 휴대폰이 검색되
는지 확인합니다.

4.

컴퓨터에서 검색된 장치 목록에서 휴대폰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메시지가 나타나면 페어링 요청을 수락하거나, 휴대폰에 페어링 코드를 입력합니다.

6.

페어링이 완료되면, 컴퓨터에서 확인, 휴대폰에서 완료를 클릭합니다.

VR에서 수신할 알림 선택하기
VIVE를 사용하는 동안 수신할 알림을 관리합니다.
1.

휴대폰에서 VIVE 앱을 엽니다.

2.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Android™ 사용자:

설정을 누릅니다.

§ iOS 사용자: 설정 탭으로 전환합니다.
3.

수신하려는 알림 유형을 선택합니다.

VR에서 알림 수신하기
이제 중요한 알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VR 앱을 사용하면서 걸려오
는 전화, 메시지 또는 예정된 캘린더 일정에 대한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VR에서 알림을 수신하려면, 먼저 휴대폰을 VIVE와 페어링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66페이지
휴대폰과 VIVE 페어링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알림을 수신하고 열려면 시스템 단추를 누르십시오.
알림 수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VIVE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6
페이지 알림 확인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알림 확인하기
VR을 떠나지 않고 휴대폰의 알림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VR에서 알림을 수신하려면, 먼저 휴대폰을 VIVE와 페어링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66페이지
휴대폰과 VIVE 페어링하기를 참조하십시오.
VIVE 탭의 알림 패널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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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중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기

§

예정된 캘린더 이벤트 보기

§

연락처에 전화 걸기

§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기(Android 사용자에만 해당)

메시지 답장 수정 또는 추가하기(Android 사용자)
Android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연락처에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
다.
1.

휴대폰에서 VIVE 앱을 엽니다.

2.

설정을 누릅니다.

3.

빠른 답장을 누릅니다.

4.

미리 정의된 메시지를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을 눌러 사용자 지정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휴대폰과 VIVE 페어링 해제하기
한 번에 한 대의 휴대폰만 VIVE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휴대폰으로 VIVE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현재 휴대폰의 페어링을 해제하십시오.
1.

휴대폰에서 VIVE 앱을 엽니다.

2.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Android 사용자:

설정을 누르고, 페어링 해제를 누릅니다.

§ iOS 사용자: 설정 탭으로 전환하고, 이 장치 잊기를 누릅니다.
컴퓨터의 VIVEPORT 앱을 통해서도 휴대폰의 페어링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아래에서 페어링 해제를 클릭하십시오.

을 클릭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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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E에서 어떤 유형의 휴대폰 알림을 수신할 수 있나요?
VR을 사용하는 동안 휴대폰 전화, 문자 메시지 및 캘린더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
면 휴대폰에 VIVE 앱을 설치하고 VIVE 시스템과 페어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휴대폰의 VIVE 앱
설정에서 수신할 알림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VIVE에서 한 대 이상의 휴대폰으로부터 알림을 수신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VR을 사용하는 동안 한 대의 휴대폰으로부터만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VIVE에서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먼저 이전 휴대폰의 페어링을 해제하십시오.

VIVE 휴대폰 앱의 어떤 기능이 iOS 버전에서 지원되지 않나요?
현재, 전화 또는 메시지에 대한 개인 설정된 회신을 편집하거나 추가하는 기능이 앱의 iOS 버전에
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SteamVR
전면 카메라 활성화하기
실제 방 보기와 같이 VR에서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먼저 전면 카메라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
다.
1.
2.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엽니다.
을 클릭하고 설정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3.

카메라 사용을 클릭합니다.

4.

SteamVR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엽니다.

5.
6.

을 클릭하고 설정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대시보드에서 카메라 허용을 선택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확인하기
펌웨어 업데이트에는 향상된 기능과 버그 수정이 포함됩니다.
1.

컴퓨터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SteamVR 상태 창에서 마우스를 하드웨어 아이콘 위로 옮겨 펌웨어의 만료 여부를 확
인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 SteamVR 앱에서

2.

을 클릭하고, 장비 펌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화면 지시에 따릅니다.
컨트롤러 또는 베이스 스테이션에 대한 업데이트의 경우, micro-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
퓨터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하드웨어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micro-USB 또는 전원 케이블
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펌웨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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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에서 스크린샷을 캡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VR에서 시스템 단추와 트리거를 동시에 누르십시오. 스크린샷이 저장되면 알림이 표시됩니다.
컴퓨터에서 스크린샷을 찾으려면 다음 경로로 이동하십시오:
\Steam\userdata\[Steam user number]\760\remote\250820\screenshots

SteamVR 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문제는 SteamVR 앱에서 파일이 누락되거나 손상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전한지
확인하십시오.
1.

컴퓨터에서 SteamVR 앱을 닫습니다.

2.

Steam 앱을 열고 라이브러리 도구를 클릭합니다.

3.

SteamVR을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4.

로컬 파일 탭을 클릭하고, 도구 캐시 무결성 확인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teamVR 오류 208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teamVR 오류 208 (모니터를 찾을 수 없음) 문제가 발생하면 40페이지 헤드셋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 자세한 내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Windows 8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이 문제는 전원 관리 설정의 고급 기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1.

컴퓨터에서 제어판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2.

장치 관리자를 클릭한 다음,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를 클릭하여 하단 목록을 확장합니다.

3.

일반 USB 허브(한 개 이상의 동일한 항목이 있을 수 있음)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 속성을 선
택합니다.

4.

전원 관리 탭을 클릭한 다음,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컴퓨터가 이 장치를 끌 수 있음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5.

링크 박스의 전원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6.

SteamVR 앱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teamVR 문제 해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teamVR 베타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컴퓨터에서 Steam 앱을 엽니다.

2.

라이브러리에서 SteamVR을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합니다.

3.

베타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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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싶은 베타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베타 - SteamVR 베타 업데이트를 선
택합니다.

나중에 탈퇴하고 싶은 경우에는 없음 – 모든 베타 프로그램에서 탈퇴를 선택하십시오.
5.

창을 닫고 SteamVR이 업데이트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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