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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HOME
메뉴 를 선택하여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고객님
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기
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체의 사용설명서
도 함께 읽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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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굴 슈팅이란?

자신이나 친구의 얼굴이 게임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다양한 얼굴을 찍어 게임을 즐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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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음 플레이할 때는…

● 슬라이드 패드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
하고  버튼으로 결정합니다.

｢플레이｣를 선
한

● 얼굴을 카메라로 화면에 비추면 가이
드가 표시됩니다. 눈과 입의 위치를
화면 가이드에 맞춰 주십시오. 얼굴을
인식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 얼굴이 인식되지 않을 때는 ,  또
는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사진을 찍
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 사진을 찍고
게임을 시작한다

다
택



4 게임을 한차례 클리어한 후에는…

게임을 클리어하면 촬영한 얼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얼굴을 모으면 스테
이지가 늘어나는 등 플레이할 수 있는 내
용이 늘어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얼
굴을 찍어서 모아 봅시다.



●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또는  버

슬라이드 패드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버튼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간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선택하여, 친구들이 체험하게 할 수 있습
니다.

스테이지를 선택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얼굴 사진을 찍어도 되고, 슬라이
드 패드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저장된
얼굴을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
다. 닌텐도 3DS 카메라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이 게임 중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
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등장한 사진
을 얼굴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
다.

지금까지 저장한 얼굴을 선택하여, 얼굴
을 보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
다.

● 수정할 경우에는 얼굴을 고른 후, ｢얼
굴 설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션렉컬 굴얼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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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을 눌러 게임 중의 위 화면을 사진
으로 저장하고 3DS 카메라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기｣를 선택하면
플레이하던 스테이지를 종료하고, 스테
이지 선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얼굴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는, 얼굴 컬렉션에 저장되어 있는 얼굴
을 삭제해 주십시오. 새로운 얼굴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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