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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for choosing the Xbox 360® Wireless Speed Wheel. The speed wheel uses intuitive 
motion sensors to give you realistic performance. 
Your new speed wheel offers:
• High-performance triggers for accelerating and braking.
• Strategically placed buttons and lights.
• Vibration feedback.
The speed wheel is for use with the Xbox 360 video game and entertainment system. To 
customise the speed wheel’s performance in a specific game, see the documentation that 
came with your game.
 

 WArNiNG
 Before using this product, read this manual and the Xbox 360 console manual for 

important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Keep all manuals for future reference. For 
replacement manuals, visit www.xbox.com/support. 

 iMporTANT heAlTh WArNiNGs AboUT plAYiNG Video GAMes
 photosensitive seizures
 A very small percentage of people may experience a seizure when exposed to certain 

visual images, including flashing lights or patterns that may appear in video games. Even 
people who have no history of seizures or epilepsy may have an undiagnosed condition 
that can cause these “photosensitive epileptic seizures” while watching video games.

 These seizures may have a variety of symptoms, including lightheadedness, altered 
vision, eye or face twitching, jerking or shaking of arms or legs, disorientation, confusion, 
or momentary loss of awareness. Seizures may also cause loss of consciousness or 
convulsions that can lead to injury from falling down or striking nearby objects.

 Immediately stop playing and consult a doctor if you experience any of these symptoms. 
Parents should watch for or ask their children about the above symptoms—children and 
teenagers are more likely than adults to experience these seizures. The risk of 
photosensitive epileptic seizures may be reduced by taking the following precautions:
• Sit or stand farther from the TV screen.
• Use a smaller TV screen.
• Play in a well-lit room.
• Do not play when you are drowsy or fatigued.

 If you or any of your relatives have a history of seizures or epilepsy, consult a doctor 
before playing.

 Musculoskeletal disorders
 Use of game controllers, keyboards, mice, or other electronic input devices may be 

linked to serious injuries or disorders.
 When playing video games, as with many activities, you may experience occasional 

discomfort in your hands, arms, shoulders, neck, or other parts of your body. However, 
if you experience symptoms such as persistent or recurring discomfort, pain, 
throbbing, aching, tingling, numbness, burning sensation, or stiffness, DO NOT 
IGNORE THESE WARNING SIGNS. PROMPTLY SEE A QUALIFIED HEALTH 
PROFESSIONAL, even if symptoms occur when you are not playing a video game. 
Symptoms such as these can be associated with painful and sometimes permanently 
disabling injuries or disorders of the nerves, muscles, tendons, blood vessels, and other 
parts of the body. These 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 include carpal tunnel 
syndrome, tendinitis, tenosynovitis, vibration syndromes, and other conditions.

 While researchers are not yet able to answer many questions about MSDs, there is 
general agreement that many factors may be linked to their occurrence, including 
medical and physical conditions, stress and how one copes with it, overall health, and 
how a person positions and uses their body during work and other activities (including 
playing a video game). Some studies suggest that the amount of time a person 
performs an activity may also be a factor.

 Some guidelines that may help you work and play more comfortably and possibly 
reduce your risk of experiencing an MSD can be found in the Healthy Gaming Guide at 
www.xbox.com. These guidelines address topics such as:
• Positioning yourself to use comfortable, not awkward, postures.
• Keeping your hands, fingers, and other body parts relaxed.
• Taking breaks.
• Developing a healthy lifestyle.

 If you have questions about how your own lifestyle, activities, or medical or physical 
condition may be related to MSDs, see a qualified health professional.

 disposable battery safety
 These precautions apply to all products that use rechargeable or disposable batteries.
 Improper use of batteries may result in battery fluid leakage, overheating, or 

explosion. Released battery fluid is corrosive and may be toxic. It can cause skin and 
eye burns, and is harmful if swallowed.

 To reduce the risk of injury:
• Keep batteries out of reach of children.
• Do not heat, open, puncture, mutilate, or dispose of batteries in fire.
• Do not mix new and old batteries or batteries of different types (for example, 

carbon-zinc and alkaline batteries).
• Do not allow metal objects to touch the battery terminals on the device; they can 

become hot and cause burns.
• Remove the batteries if they are worn out or before storing your device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 Always remove old, weak, or worn-out batteries promptly and recycle or dispose of 

them in accordance with Local and National Disposal Regulations.
• If a battery leaks, remove all batteries, taking care to keep the leaked fluid from 

touching your skin or clothes. If fluid from the battery comes into contact with skin 
or clothes, flush skin with water immediately. Before inserting new batteries, 
thoroughly clean the battery compartment with a damp paper towel, or follow the 
battery manufacturer’s recommendations for cleanup.

 Insert batterie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in this manual.

  Caution
 Risk of explosion if battery is replaced by an incorrect type. Use and replace only with 

correct size and type (alkaline, zinc-carbon, or zinc-chloride) of batteries.
 Notice To Travelers
 Before boarding any aircraft or packing a wireless device in luggage that will be 

checked, remove the batteries from the wireless device or turn the wireless device off 
(if it has an on/off switch). Wireless devices can transmit radio frequency (RF) energy, 
much like a cellular telephone, whenever batteries are installed and the wireless device 
is turned on (if it has an on/off switch).

seT Up YoUr speed Wheel
Before you can use your speed wheel, you’ll need to complete the following tasks:
• Install the speed wheel software on your console.
• Insert the batteries into the wheel.
• Start and wirelessly connect your wheel to your console.
install the speed Wheel software
Use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to install the speed wheel software on your console.
Install the software by updating your Xbox console on Xbox LIVE®:
1 Start your console.
2 Connect to Xbox LIVE.
When you connect to Xbox LIVE, your console updates automatically. The speed wheel 
software is included in the update.
Installing from Xbox LIVE is recommended for the latest speed wheel software. If you do 
not have Xbox LIVE access, use the supplied software disc.
Install the software using the included disc:
1 Start your console and load the disc. The update will install automatically.
2 When the installation confirmation message appears, remove the disc, and then restart 

your console.
Install the software using a USB drive:
1 Use your computer to navigate to www.xbox.com/live.
2 Download the speed wheel software to your computer.
3 Connect a USB drive to your computer and save the speed wheel software to the USB drive.
 You can also burn the software onto a compact disc.
4 Disconnect the USB drive from your computer, connect it to your console, and then 

restart your console.
If you burned the software onto a compact disc, insert the disc into your console, and the 
software updates automatically.

insert batteries
The speed wheel uses AA (LR6) alkaline batteries. The battery release button and battery 
door are on the bottom of your speed wheel.
To insert batteries into the Speed Wheel:
1 Turn the speed wheel upside down.
2 Press the battery release button.
 The battery door opens.
3 Insert two new AA (LR6) batteries with their positive (+) and negative (–) ends 

positioned as shown on the battery compartment. For best performance, AA 
rechargeable batteries are not recommended.

4 Replace the battery door and push to lock in place.
Connect Your speed Wheel To Your Console
You’ll need to connect your Speed Wheel and console 
before you can use the wheel to play a game.
To connect your speed wheel and console:
1 Start your console.
 If you haven’t installed the speed wheel software on your 

console, do so now by following the instructions in Install 
the Speed Wheel Software.

2 To start your speed wheel, press and hold the Start 
button or Guide button until the controller lights flash.

3 On your console, press the Connect button.
4 On your wheel, press the Start or Guide button.
The light on the right handle of the wheel flashes while connecting. When the wireless 
connection is completed, one segment on the wheel’s light ring illuminates.

UsiNG YoUr speed Wheel
speed Wheel Controls
Your speed wheel has several controls that you can use for 
wheel setup and gameplay. These include buttons, lights, 
and triggers, which are located on the handle bars and in 
the centre of the speed wheel.
Centre Controls
The controls in the centre of the speed wheel include the 
Start button, Back button, and the Guide button. The light 
ring surrounds the Guide button.
Start and Back button behavior is the same as on your Xbox 
controller.
Press the Guide button to turn your console on. Once on, pressing the Guide button 
gives you immediate access to the Xbox Guide. To turn off your console, press and hold 
the Guide button for three seconds and confirm your selection.
When you connect the speed wheel to your console, it is assigned a specific quadrant, 
which glows green to indicate the controller’s number and position. Each subsequent 
speed wheel connected to the console (up to four) is assigned an additional quadrant.
handle bar Controls
The controls on the handle bar include the accelerator trigger, the brake trigger, and the 
A, B, X, and Y buttons.
Squeezing the accelerator trigger on the right handle bar makes your vehicle go faster. 
The A, B, X, and Y buttons behave the same as on your Xbox controller.
Squeezing the brake trigger on the left handle bar makes your vehicle slow down. The 
directional pad behaves the same as on your Xbox controller.
starting and Using Your speed Wheel
When you use your speed wheel with driving games, it acts like a steering wheel and 
ignores unwanted motion like pitch, yaw, and roll. However, when you use your wheel 
with a game that supports motion on three axes, the wheel responds accordingly.
To start your speed wheel:
1 Press and hold the Start button or Guide button until the controller lights flash.
2 Wait for the wheel to be assigned a quadrant.
3 When the wheel is assigned, you can use the wheel to play your favorite game.

CleANiNG YoUr speed Wheel
Clean only with a dry or slightly damp cloth. Using cleaning solutions may damage your 
racing wheel.

TroUbleshooTiNG
If you encounter problems, try the possible solutions provided below.
speed Wheel does Not Work
Turn on the speed wheel by pressing the Start button or Guide Button and connect the 
wheel to your console. If the console lights spin longer than 15 seconds when connecting:
• Move the speed wheel closer to the console.
• Make sure the batteries are fully charged and inserted correctly.
• Keep the console and speed wheel at least three feet away from large metal objects, 

such as file cabinets and refrigerators.
• Metallic decorations or stickers on the console or speed wheel can interfere with 

performance. Remove decorations and try connecting again.
• Make sure the front of the console is positioned in the direction of the racing wheel 

and away from nearby walls.
• Cordless phones (2.4 GHz), wireless LANs, wireless video transmitters, microwave 

ovens, and some mobile/cell phones can interfere with the operation of the speed 
wheel. Turn these off or unplug them and try connecting again.

if YoU Need More help
For answers to common questions, troubleshooting steps, and Xbox Customer Support 
contact information, visit www.xbox.com/support.
Do not take your Xbox 360 console or its accessories to your retailer for repair. Please visit 
www.xbox.com/support for troubleshooting and service information. 

  do Not Attempt repairs
 Do not attempt to take apart, service, or modify the Xbox 360 console, power supply, 

or its accessories in any way. Doing so could present the risk of serious injury or death 
from electric shock or fire, and it will void your Express Warranty.

Choking hazard
This device may contain small parts which may be a choking hazard to children  
under 3. Keep small parts away from children.

disposAl of WAsTe bATTeries ANd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This symbol on the product or its batteries or its packaging means that this 
product and any batteries it contains must not be disposed of with your 
household waste. Instead,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hand this over to an 
applicable collection point for the recycling of batteries and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his separate collection and recycling will help to conserve 

natural resources and prevent potential negative consequences for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due to the possible presence of hazardous substances in batteries and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hich could be caused by inappropriate disposal. For 
more information about where to drop off your batteries and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please contact your local city/municipality office, your household waste disposal 
service, or the shop where you purchased this product.
important battery information

Waste batteries, please recycle.
To comply with RF exposure requirements, the following operating configurations must 
be satisfied: the antenna has been installed by the manufacturer and no changes can be 
made. The wireless devices must not be co-located or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ntenna or transmitter. Except for headset and handheld devices, wireless devices 
must be at least 20 cm between the antenna of the wireless device and all persons.

for CUsToMers iN TAiWAN
product information
Product name: Xbox 360 Wireless Speed Wheel  
Model no.: 1470  
Designated voltage: 3V DC  
Total consumption of electric power or designated input of electric current: 150mW  
Manufacture year: 2011 
Manufacture number: 1470  
Country of origin: China 
Name of Software, Version, Language: Xbox 360 Wireless Racing Wheel Update Disc, Game 
Language: [Chinese/English/Korean]  
System Requirements: 350 KB to save game  
Resolution of monitor: HDTV 720P 
Manufacturer name: Microsoft Corporation  
Importer name: Synnex Technology  
International Importer’s Address: 4th Fl. 75, Section 3, Min-Sheng E. Rd., Taipei 104  
Importer’s number: (02) 250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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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 360 無線競速方向盤

感謝您選擇 Xbox 360® 無線競速方向盤。這款無線競速方向盤使用直覺式的動作感應器，帶給您無比的真實感。

這款新型競速方向盤的特點：

• 能控制油門與煞車的高效能發射鍵。
• 符合直覺的按鍵與指示燈擺設位置。
• 震動回饋。
競速方向盤可與 Xbox 360 視訊遊戲家庭娛樂系統搭配使用。如要為特定遊戲自訂競速方向盤的效能，請參閱遊戲隨附的
文件。

  警告
 使用此產品之前，請詳閱本手冊與 Xbox 360 主機手冊，以取得重要的安全與健康資訊。請妥善保存所有手冊，以供

未來參考之用。如果您要替換手冊，請瀏覽 www.xbox.com/support。

亞太國家/地區專用 (澳大利亞除外)
有限瑕疵擔保網址 www.xbox.com/warranty

  進行視訊遊戲的重要健康警告
 光刺激誘發癲癇症
 有極少數的人在觀看一些視覺影像時可能會突然癲癇發作，這些影像包括電玩遊戲中出現的閃光或圖形。甚且連沒有突

然發病或癲癇史者也可能在進行電玩遊戲時，出現類似癲癇症狀，這類未經診斷的症狀稱為「光刺激誘發癲癇症」。

 癲癇症狀包括頭昏眼花、視幻覺、眼部或臉部抽搐、手腳痙攣、暫失方向感、精神混淆或者暫時失去意識。癲癇發作時
可能因為失去意識或抽筋之故，跌落地面而受傷或碰撞到周遭物品。

 若出現以上所述任何症狀，請立即停止該遊戲並送醫診斷。家長應該在場看顧或者詢問您的兒女是否有以上症狀，相較
於成人，兒童及青少年更有可能發生此類癲癇症。為降低光刺激誘發癲癇症的發生，可進行下列預防措施：
• 坐或站在距離電視螢幕較遠的地方。
• 使用較小的電視螢幕。
• 在照明充足的室內進行遊戲。
• 不要在疲累或倦怠時進行遊戲。

 如果您自己或您的親友有癲癇史，請在進行遊戲之前先與醫師諮詢。

	 肌肉骨骼失調病症
 使用遊戲控制器、鍵盤、滑鼠、或其他電子輸入裝置都可能會導致嚴重的傷害或疾病。
 正如從事許多其他活動一樣，在使用電腦時，您的手掌、手臂、肩膀、頸部或身體的其他部分，都有可能感到間歇性的生

理不適。但是，您若有長期或重複性的生理不適、疼痛、顫抖、刺痛、麻痺、燒熱感或僵硬等症狀，切勿忽略這些警訊。
應立即向合格的醫療專業人員尋求治療，即使症狀並非在您進行視訊遊戲期間出現，也不應忽視。這些症狀可能會伴隨疼
痛，有時神經、肌肉、肌腱或身體其他部位可能也會出現永久性的失能傷害或不舒適。這些肌肉骨骼失調疾病 (MSD) 
包括手腕道綜合病徵、肌腱炎、腱鞘炎和其他疾病等。

 雖然目前研究人員尚未能解答許多有關肌肉骨骼失調的問題，但一致認為與許多因素有關，包括：整體健康情況、壓力
與個人調適方式、醫療生理狀況，以及在工作或從事其他活動 (包括進行視訊遊戲) 期間，個人調整與使用其身體的方
式。從事某項工作的時間長短可能也是需要考慮的因素。

 您可以在本《健康遊戲指南》(可在 www.xbox.com 上取得) 找到說明指示，協助您更舒適地工作或玩遊戲，同時減
少罹患肌肉骨骼失調的機率。這些指導方針主題包括：
• 讓身體保持舒服的姿勢進行遊戲。
• 持續放鬆您的手部、手指與其他身體部位。
• 適時休息。
• 發展健康的生活方式。



연결 단추

連線按鍵

 若您對自己的生活型態、活動、醫療、生理狀況，與肌肉骨骼失調的關聯性有任何疑問，請諮詢合格的醫療專業人員。

 拋棄式電池的安全

 這些預防措施適用於所有使用可充式或拋棄式電池的產品。

 電池使用不當可能會導致電解液外洩、過熱或爆炸。外洩的電解液具有腐蝕性，且可能有毒，接觸到皮膚與眼睛將會導
致灼傷，如遭吞嚥也會導致身體受到傷害。

 如何降低傷害風險：
• 請將電池放置於孩童拿不到的地方。
• 請勿加熱、開啟、穿刺、拆解電池，或將電池置於火中。
• 請勿將新舊電池或不同類型 (例如碳鋅電池與鹼性電池) 的電池混合使用。
• 請勿讓金屬物品接觸到裝置中的電池兩端，因為金屬物品將會變熱並導致灼傷。
• 如果電池的電力耗損，或您將長時間不使用裝置時，請取出電池。
• 請務必立刻更換老舊、電力微弱或電力耗損的電池，並依照當地與全國廢棄物處理規定回收或處理這些電池。
• 如果電池的電解液漏出，請立即取出電池，並避免您的皮膚或衣物接觸到外洩的電解液。如果皮膚或衣服接觸到電

池的電解液，請立即用清水加以沖洗。在放入新電池之前，請用濕紙巾或依照電池製造商的建議，將電池盒確實清
理乾淨。

請依照此手冊的指示放入電池。

 	警告
 如果放入不同類型的電池，將有導致爆炸的風險，因此請僅使用以及更換正確尺寸與類型 (鹼性、碳鋅或氯化鋅) 的電

池。

	 旅行者注意事項
 在搭乘任何飛機，或是將無線裝置放入登機時的隨身行李之前，請先移除無線裝置中的所有電池，或是關閉無線裝置的電源 

(如果該裝置有電源開關)。當無線裝置已安裝電池並已開啟電源後 (如果該裝置有電源開關)，便會發射出類似行動電話訊號
的無線電通訊頻率訊號。

設定競速方向盤
在您使用競速方向盤之前，必須先完成以下作業：
• 在主機上安裝無線競速方向盤軟體。
• 將電池放入方向盤。
• 開啟方向盤的電源，並將方向盤無線連線到主機。

安裝競速方向盤軟體
請使用下列其中一種方式，將競速方向盤軟體安裝到主機上。
透過 Xbox LIVE® 更新 Xbox 主機來安裝軟體：

1 開啟主機電源。

2 連線到 Xbox LIVE。
 主機連線到 Xbox LIVE 之後便會自動更新，同時也會安裝競速方向盤軟體。
我們建議您透過 Xbox LIVE 來安裝，以便取得最新的競速方向盤軟體。如果您無法連線至 Xbox LIVE，請使
用我們提供的軟體光碟來安裝。
使用隨附的光碟安裝軟體：

1  開啟主機電源並放入光碟，主機便會自動安裝更新。
2 當畫面出現安裝確認訊息時，請拿出光碟，然後重新開啟主機電源。
使用 USB 磁碟機安裝軟體：

1 使用電腦前往 www.xbox.com/live。

2 將競速方向盤軟體下載到您的電腦。

3 將 USB 磁碟機連接到您的電腦，並將競速方向盤軟體儲存到 USB 磁碟機上。

 您也可以將軟體燒錄到光碟上。

4 將 USB 磁碟機從電腦上移除，再連接到主機上，然後將主機重新開機。
如果您是將軟體燒錄到光碟上，請將光碟放入主機，主機便會自動安裝更新。

放入電池
競速方向盤使用 AA (LR6) 鹼性電池。電池鬆脫按鍵與電池蓋位於競速方向盤的底部。

如何將電池放入競速方向盤：

1 將競速方向盤翻轉過來。

2 按下電池鬆脫按鍵。

 電池蓋將會打開。

3 依照電池卡槽標示的正極 (+) 與負極 (-) 放入兩個新的 AA (LR6) 電池。如要獲得最佳效能，不建議使用 AA 可充
式電池。

4 將電池蓋蓋回原處，並推入固定。

將競速方向盤連線到主機
在您使用競速方向盤進行遊戲之前，必須先將方向盤連線到主機。

如何將競速方向盤連線到主機：

1 開啟主機電源。
 如果您還沒有將競速方向盤軟體安裝到主機，請立即依照＜安裝競速方向盤軟 

體＞一節的指示安裝。

2 如要開啟競速方向盤的電源，請按住 START 鍵或 Xbox 360 按鍵，直到
控制器的指示燈開始閃爍。

3 按下主機上的連線按鍵。

4 按下競速方向盤上的連線按鍵。
方向盤在嘗試連線時，右把手的指示燈會不斷閃爍。成功連線之後，方向盤上光環
的某個指示燈會亮起。

使用競速方向盤

競速方向盤上的控制裝置
競速方向盤上有許多可用來設定方向盤功能以及進行遊戲的控制裝置，包括按鍵、
指示燈和發射鍵等，它們位於競速方向盤的中央與把手上。

中央的控制裝置
競速方向盤中央的控制裝置包括 START 鍵、BACK 鍵和 
Xbox 360 按鍵。Xbox 360 按鍵的周圍圍繞著光環。

START 鍵和 BACK 鍵的功能則與 Xbox 360 控制器上的一樣。
按下 Xbox 360 按鍵開啟主機電源。主機開啟之後，按下 Xbox 360 按鍵即可
存取 Xbox 快顯功能表。如要關閉主機，請按住 Xbox 360 按鍵 3 秒鐘，並確
認您的選取項目。
當競速方向盤連線到主機時，主機會將方向盤指派給特定的控制器指示，該控制器指示會發出綠光，代表控制器的編號和位
置。之後有新的競速方向盤連線到主機時，主機會把該競速方向盤指派給其他的控制器指示。一台主機最多可與 4 個競速
方向盤連線。

把手上的控制裝置
把手上的控制裝置包括油門發射鍵、煞車發射鍵和 A、B、X、Y 按鍵。
按住右把手上的油門發射鍵能讓車輛加速。A、B、X、Y 按鍵的功能則與 Xbox 360 控制器上的一樣。
按住左把手上的煞車發射鍵能讓車輛減速。方向鍵的功能則與 Xbox 360 控制器上的一樣。

開始使用競速方向盤
使用競速方向盤進行駕駛遊戲時，它的操作方式就跟車子的方向盤一樣，同時還會忽略類似身體前傾後仰、向左右轉，以及
向左右傾斜等多餘的動作。不過，當您使用競速方向盤進行支援三軸動作的遊戲時，競速方向盤就會有相對應的反應。
如何開啟競速方向盤的電源：

1 按住 START 鍵或 Xbox 360 按鍵，直到控制器指示燈開始閃爍。

2 等待主機將方向盤指派給某個控制器指示。

3 方向盤指派完畢後，您就能使用方向盤進行自己最愛的遊戲。

清潔競速方向盤
僅可使用乾布或微濕的布清理。使用清潔劑可能會損壞您的競速方向盤。

疑難排解
如果您遇到問題，請嘗試下列提供的解決方案。

競速方向盤無法正常運作
按下 START 鍵或 Xbox 360 按鍵來開啟競速方向盤的電源，並將競速方向盤連線到主機。連線時，如果主機光環旋轉
超過 15 秒：
• 請讓競速方向盤更靠近主機。
• 請確認電池已完全充電並已正確放入。
• 請讓主機和競速方向盤遠離大型金屬物品 (例如檔案櫃與冰箱) 至少 1 公尺 (約 3 英呎) 以上。
• 主機或競速方向盤上的金屬裝飾或貼紙會影響競速方向盤的效能。請移除裝飾，然後再試一次。
• 請確保主機的正面朝著競速方向盤，並遠離附近的牆壁。
• 無線電話 (2.4 GHz)、無線區域網路、無線視訊發射器、微波爐與某些行動電話會干擾競速方向盤的操作。請關閉這

些設備並重新連線。

如果您需要更多幫助
如需一般問題的解答、疑難排解步驟以及 Xbox 客戶支援部門連絡資訊，請前往 www.xbox.com/support。

請勿將您的 Xbox 360 主機或其周邊配備拿到經銷商處要求維修，請至 www.xbox.com/support 參閱疑難排解與
服務資訊。

 	請勿嘗試自行維修

 請勿嘗試拆解、維修或修改 Xbox 360 主機、電源供應器或其周邊配備。這麼做可能會產生電擊或火苗而導致嚴重傷
害或死亡，而您的瑕疵擔保也將無效。

 	窒息危險
此裝置包含細小零件，可能會讓 3 歲以下兒童有窒息的危險。

請避免讓兒童接觸到細小零件。

廢棄電池與電子電機設備處理
當本符號出現在產品、產品電池或產品包裝上時，代表該產品及其電池不得與家庭廢棄物一同丟棄。而您必須負起
責任，將此廢棄物送至適當的電池與電子電機設備回收點。此與家庭廢棄物分開的收集與回收行動，有助於保育自
然資源，並防止因電池與電子電機設備的不當廢棄處理，導致其中的有害物質對人體健康與環境造成負面影響。如
需了解您所在地的電池與電子電機設備廢棄處理場所的相關資訊，請與您當地的市政機關、家庭廢棄物處理服務機
構，或您購買該產品的店家連絡。

重要電池資訊

廢電池請回收。

為遵守無線電通訊頻率暴露相關規定，必須符合下列作業環境：天線必須由製造商安裝，且使用者不得擅自改
裝。此無線裝置不可與其他天線或傳輸器置於同一處，也不可一起操作。除了耳機及手持裝置以外，無線裝置
的天線和所有人員間必須保持至少 20 公分的距離。

台灣地區的客戶

本產品資訊
產品名稱：Xbox 360 競速方向盤
型號：1470
額定電壓：3 伏特直流電壓
總額定消耗電功率或額定輸入電流：150mW
製造年份：2011
製造號碼：1470
產地：中國
軟體名稱、版本、及語言表達方式：Xbox 360 競速方向盤更新光碟中英韓合版
系統需求：儲存遊戲需求空間 350KB
螢幕解析度需求：高畫質電視 720P
製造廠商：Microsoft Corporation
進口廠商：聯強國際股份有限公司 
地址：台北市 104 民生東路三段 75 號四樓
洽詢專線：（02）2506-3320
低功率電波輻性電機管理辦法
第十二條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非經許可，公司、商號或使用者均不得擅自變更頻率、加大功率或變更原設計
之特性及功能。
第十四條低功率射頻電機之使用不得影響飛航安全及干擾合法通信；經發現有干擾現象時，應立即停用，並改善至無干擾時
方得繼續使用。
前項合法通信，指依電信規定作業之無線電信。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法通信或工業、科學及醫療用電波輻射性電機設備
之干擾。

消費者保護法第二十四條第二項：「輸入之商品或服務，應附中文標示及說明書，其內容不得較原產地之標示及說明書簡
略。

著作權
本文件中的資訊（包括 URL 及其他網際網路網站參考資料）如有變更，恕不另行通知。除非另有註明，否則本文之範例公司、組織、產品、網域名
稱、電子郵件地址、標章、人員、地點及事件均為虛構，並非意指任何真實公司、組織、產品、網域名稱、電子郵件地址、標章、人員、地點及事件。
遵守所有適用的著作權法是使用者的責任。基於（但不限於）著作權法下之權利，未經 Microsoft Corporation 明示書面許可，貴用戶不得為任
何目的使用任何形式或方法（電子形式、機械形式、影印、記錄或其他方法）複製、儲存或傳送本文件的任何部分或將本文件任何部分放入檢索系統 
(retrieval system)。
Microsoft 可能就本文件所提及內容及文件標的擁有專利權、專利申請權、商標權、著作權、或其他智慧財產權。除非 Microsoft 書面授權合約所
明示規定者外，提供本文件並不授予貴用戶上述專利權、商標權、著作權或其他智慧財產權。
© 2011 Microsoft Corporation. 著作權所有，並保留一切權利。
Microsoft、Windows、Windows Media、Xbox、Xbox 360、Xbox LIVE、Xbox 標誌及 Xbox LIVE 標誌係 Microsoft 集團的商標。

Xbox 360 무선 스피드 휠

Xbox 360® 무선 스피드 휠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피드 휠은 직관적인 동작 센서를 이용해 실감나는 게임 플레이를 
선사합니다. 

새로운 스피드 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속과 제동을 위한 고성능 트리거

• 전략적으로 배치된 단추와 표시등

• 진동 피드백

본 스피드 휠은 Xbox 360 비디오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게임에 맞춰 스피드 휠의 성능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게임에 포함된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경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설명서와 Xbox 360 본체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주요 안전 정보와 건강을 위한 주의 사항을 읽으십시오. 
모든 설명서는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설명서를 분실한 경우 www.xbox.com/support에서 확인하십시오.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광과민성 반응에 대하여

 극소수의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 등에서 볼 수 있는 번쩍이는 빛이나 무늬 같은 시각적 이미지에 노출될 경우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작 증세나 간질 병력이 없던 사람도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러한 “광과민성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광과민성 간질 발작은 현기증, 환각, 눈이나 얼굴의 경련, 팔이나 다리의 경련이나 떨림, 방향 감각 상실, 정신 착란, 일시적인 의식 상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작으로 인한 의식 상실이나 경련으로 쓰러질 경우 가까운 물체에 부딪쳐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하게 되면 즉시 게임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 이러한 발작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부모님께서 자녀가 이러한 증상을 보이지 않나 살펴보시고 자녀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예방 조치를 취하면 광과민성 간질 발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TV나 모니터를 너무 가까이 보지 마십시오.

• 작은 화면의 TV를 사용하십시오.
• 조명이 밝은 곳에서 게임을 하십시오.
• 피곤할 때는 게임을 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물론 친척 중에서 발작 또는 간질 병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게임을 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근골격 장애에 대하여

 게임 컨트롤러, 키보드, 마우스 또는 기타 전자 입력 장치의 사용은 심각한 상해나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조작 활동이 많은 비디오 게임을 하면 가끔 손, 팔, 어깨, 목 또는 다른 신체 부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 통증, 욱신거림, 결림, 마비, 작열감 또는 신체 경직 증상 등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러한 경고 신호를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비디오 게임을 하지 않는 동안에 증상이 발생해도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와 같은 증상은 통증으로 이어지며 
때로는 영구적인 신경, 근육, 힘줄, 혈관 및 다른 신체 부위의 상해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 장애(MSD)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 건염, 건초염, 진동 증후군 및 기타 증상이 포함됩니다.

 아직 MSD에 대한 많은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의학적 및 신체적 상태, 스트레스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 전체적인 건강 상태, 
작업 및 다른 활동(예: 비디오 게임 플레이) 시의 자세와 습관 등으로 인해 많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개인의 작업 수행 시간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다 편안하게 작업하고 게임을 즐기며 MSD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은 www.xbox.com에 있는 

Healthy Gaming Guide(건강을 위한 게임 가이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편안하고 힘들지 않은 자세를 취하십시오.

• 손, 손가락 및 다른 신체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 적절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십시오.

 생활 습관, 활동, 의학적 또는 신체적 상태와 MSD와의 연관성에 대한 사항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배터리 안전성에 대하여

 다음 예방 조치는 충전 배터리나 일회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배터리를 잘못 사용하면 배터리에서 전해액이 흘러나오거나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해액은 부식성이 
있으며 유독할 수 있습니다. 피부나 눈에 묻으면 화상을 입힐 수 있고 삼키면 유해합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면 배터리로 인한 상해 및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배터리를 가열하거나 열거나 구멍을 내거나 자르거나 소각하지 마십시오.

• 새 배터리와 오래된 배터리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배터리(예: 탄소 아연 배터리와 알카라인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치의 배터리 단자에 금속 물체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금속 물체가 닿으면 과열되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배터리를 거의 다 사용했거나 장치를 장시간 보관할 때는 해당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 오래되었거나 거의 다 사용한 상태, 또는 낡은 배터리는 즉시 제거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의 폐기물 처리 규정에 맞게 재활용하거나 
폐기해 주십시오.

• 배터리 전해액이 흘러나오면 전해액이 피부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배터리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배터리 전해액이 피부나 
옷에 묻으면 즉시 물로 씻어 내십시오. 새 배터리를 삽입하기 전에 물기 있는 휴지로 배터리 칸을 깨끗이 닦거나 배터리 
제조업체의 세척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본 설명서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주의

 배터리를 잘못된 종류로 교체하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체 시에는 올바른 크기와 종류(알카라인, 탄소 아연 또는 염화 아연)의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여행 시 주의사항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 혹은 검색대를 거칠 수화물에 무선 장치를 넣기 전에 무선 장치에서 배터리를 제거하거나, 전원 스위치가 
있으면 무선 장치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무선 장치는 배터리가 들어 있거나 전원 스위치가 있고 장치가 켜져 있으면, 휴대 전화와 같이 
무선 주파수(RF)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휠 설치
스피드 휠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본체에 스피드 휠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 휠에 배터리를 넣습니다.

• 휠을 기동한 다음 무선으로 본체에 연결합니다.

스피드 휠 소프트웨어 설치

본체에 스피드 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Xbox LIVE®에서 Xbox 본체를 업데이트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1 본체를 켭니다.

2 Xbox LIVE에 연결합니다.

Xbox LIVE에 연결이 되면 본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스피드 휠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휠의 최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Xbox LIVE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Xbox LIVE에 연결할 수 
없으면 동봉된 소프트웨어 디스크를 사용하십시오. 

동봉된 디스크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본체를 켜고 디스크를 삽입합니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2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본체에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본체를 다시 켭니다.

USB 드라이브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1 컴퓨터로 www.xbox.com/live 페이지를 엽니다.

2 컴퓨터에 스피드 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3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스피드 휠 소프트웨어를 USB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소프트웨어를 CD에 구울 수도 있습니다.

4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서 제거하고, Xbox 본체에 연결한 후 본체를 다시 켭니다.

소프트웨어를 CD에 구웠다면 본체에 CD를 삽입하십시오.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배터리 삽입

스피드 휠은 AA(LR6) 알카라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꺼내기 단추와 배터리 덮개는 스피드 휠의 바닥에 있습니다.

스피드 휠에 배터리를 삽입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스피드 휠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2 배터리 꺼내기 단추를 눌러 배터리 덮개를 엽니다.

3 새 AA(LR6) 배터리 두 개를 배터리 팩 하단에 표시된 양극(+)과 음극(-)의 방향에 맞추어 배터리 칸에 삽입합니다. 최상의 
성능을 얻으려면 AA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배터리 덮개를 덮고 눌러서 고정합니다.

스피드 휠을 본체에 연결

휠로 게임을 즐기려면 먼저 스피드 휠을 본체에 연결해야 합니다.

본체에 스피드 휠을 연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본체를 켭니다.

 본체에 스피드 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스피드 휠 소프트웨어 설치’ 항목의 
지시를 따라 설치해 주십시오.

2 스피드 휠을 켜려면 표시등이 빛날 때까지 START 단추나 가이드 단추를 누른 채로 
유지합니다.

3 본체의 연결 단추를 누릅니다.

4 휠의 연결 단추를 누릅니다.

연결 중에는 휠의 오른쪽 손잡이에 있는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무선 연결이 완료되면 휠의 원형 
표시등 중 한 부분이 불이 켜집니다.

스피드 휠 사용

스피드 휠 조작

스피드 휠에는 휠 설정과 게임 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작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피드 휠 중앙과 손잡이에 위치하는 단추와 표시등, 트리거가 포함됩니다.

중앙 조작부

스피드 휠의 중앙에 있는 조작 장치로 START 단추, BACK 단추, 가이드 단추가 있습니다. 
가이드 단추 둘레에는 원형 표시등이 있습니다.

START 단추와 BACK 단추는 Xbox 컨트롤러의 단추와 똑같이 동작합니다.

가이드 단추를 눌러 본체를 켭니다. 본체가 켜진 다음 가이드 단추를 누르면 Xbox 가이드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본체를 끄려면 가이드 단추를 3초 동안 누른 다음, 시스템 종료를 
선택합니다.

스피드 휠을 본체에 연결하면 해당 컨트롤러 번호 및 위치에 해당하는 표시등에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본체에 연결(최대 4 개까지 가능)
되는 스피드 휠은 4방향 표시등의 각 방향에 할당됩니다.

손잡이 조작부

손잡이에 있는 조작 장치로 가속 트리거, 제동 트리거, 방향 패드, A, B, X, Y 단추가 있습니다.

오른쪽 손잡이의 가속 트리거를 꽉 쥐면 차량이나 비행기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A, B, X, Y 단추는 Xbox 컨트롤러의 단추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왼쪽 손잡이의 제동 트리거를 꽉 쥐면 차량이나 비행기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방향 패드는 Xbox 컨트롤러의 방향 패드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스피드 휠 기동 및 사용

레이싱 게임에서 스피드 휠을 사용하면 실제 스티어링 휠처럼 기능하며, 상하 이동, 회전, 편향 등의 불필요한 움직임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3축 동작 인식을 지원하는 게임에 휠을 사용하면, 휠은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스피드 휠을 켜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휠의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START 단추나 가이드 단추를 누른 채로 유지합니다.

2 4방향 표시등 중 1개가 휠에 할당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3 할당이 완료되면 휠을 이용해 원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피드 휠 청소
마른 천이나 약간 물기 있는 천으로만 닦습니다. 세정액을 사용하면 스피드 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문제가 생기면 아래 제공된 가능한 해결책을 시도해 보십시오.

스피드 휠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START 단추나 가이드 단추를 눌러 스피드 휠을 켜고 본체에 연결합니다. 연결 시 본체 표시등에 불이 15초 이상 깜빡이며 회전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스피드 휠을 본체 가까이 놓습니다.

•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이며 올바르게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체와 스피드 휠을 파일 캐비닛 또는 냉장고와 같은 대형 금속 물체에서 적어도 1미터 이상 떨어뜨려 놓습니다.

• 본체 또는 스피드 휠에 있는 금속제 장식품이나 스티커는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장식품을 제거하고 다시 연결해 보십시오.

• 본체 앞쪽이 스피드 휠 쪽으로 향해 있고 주위의 벽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무선 전화기(2.4GHz), 무선 LAN, 무선 비디오 송신기, 전자레인지, 일부 휴대 전화는 스피드 휠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코드를 뽑은 후 스피드 휠을 다시 연결해 보십시오.

고객 지원 안내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문제 해결 절차 및 Xbox 고객 지원 센터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려면 www.xbox.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수리를 위해 Xbox 360 본체나 해당 액세서리를 판매점에 직접 가져가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내용은 

www.xbox.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절대 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Xbox 360 본체,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액세서리를 분해, 수리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화재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으며 보증도 무효가 됩니다.

  질식 위험

3세 이하의 유아에게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부품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배터리,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 처리

제품 또는 제품 패키지에 이 기호가 있으면 해당 제품 또는 포함된 배터리는 가능한 분리 수거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알맞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리 수거와 재활용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리 방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로 인한 악영향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배터리 정보

다 쓴 배터리는 재활용하십시오.

 경고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기는 가정용(B급)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주파수 노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설치한 안테나를 이동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무선 장치를 다른 
종류의 안테나나 송신기와 함께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헤드셋 및 휴대용 소형 장치를 제외하고 무선 장치의 안테나와 인체는 
적어도 2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URL 및 기타 인터넷 웹 사이트 참고를 포함한 이 설명서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는 한, 용례에 사용된 회사, 
기관, 제품, 도메인 이름, 전자 메일 주소, 로고, 사람, 장소 및 이벤트 등은 실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어떠한 실제 회사, 기관, 제품, 도메인 이름, 
전자 메일 주소, 로고, 사람, 장소 및 이벤트와도 연관시킬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유추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저작권에서의 권리와는 별도로, 이 설명서의 어떠한 부분도 Microsoft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식이나 수단(전자적, 
기계적, 복사기에 의한 복사, 디스크 복사 또는 다른 방법) 또는 목적으로도 복제되거나, 검색 시스템에 저장 또는 도입되거나, 전송될 수 없습니다.

Microsoft가 이 설명서 본 안에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등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사용권 계약에 따라 

Microsoft 로부터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제공된 권리 이외에, 이 설명서의 제공은 귀하에게 이러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어떠한 사용권도 허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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