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닌텐도 3DS / New 닌텐도 3DS XL

간단 시작
가이드

보호자 여러분께

다른 3DS 시리즈 본체를
소지하신 분께

처음 전원을 켰을 때의 설정은

플레이하기 전에「이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해 주십시오.

다른 닌텐도 3DS 시리즈 본체를 소지하고 있고 이 본체로 데이터를
옮겨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초기 설정을 끝내고 이 본체에서 게임을

New 닌텐도 3DS / New 닌텐도 3DS XL에는「웹 사이트 열람」
,「다른

플레이하기 전에「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이사」
를 진행해 주십시오.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열람이나 낯선
사람과의 연락을 제한할 수 있는「청소년 보호 기능」을 필요에 따라

주의

활용해 주십시오.

게임을 시작할 때까지의 흐름과
인터넷 접속 방법

ㅤ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이사

청소년 보호 기능
「본체 설정」의「청소년 보호 기능」에서

이 본체로 플레이를 진행한 뒤에 다른 3DS 시리즈 본체로부터
이 본체로 이사를 할 경우, 그때까지 이 본체에서 플레이했던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및 내장 소프트웨어의 저장 데이터 등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3DS / 3DS XL / 2DS

New 3DS / New 3DS XL

다음과 같은 기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용
초기 설정

소프트웨어의
저장 데이터 등

인터넷 설정

● 상품 및 서비스의 다운로드 구입
microSD 카드를 뽑을 때의 주의사항

어린이 여러분

microSD 카드를 본체에서 뽑을 때는 한 번 눌러 microSD 카드가
튀어나오면 뽑아 주십시오.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당겨 뽑으면
microSD 카드 슬롯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다른 유저와의 통신 등

본체는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설정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누른다

이사와 microSD 카드를 뽑는 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본 설명서의 사진 및 일러스트는 일부를 제외하고 New 닌텐도 3DS XL을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본 책자와 사용설명서를 함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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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고 전원을 켜기
충전

전원 ON

2

본체 설정하기
초기 설정

설정 완료 후

3

소프트웨어 플레이하기

게임 카드를 꽂기

게임을 시작하기

마크가 위

소프트웨어의 아이콘을
전원 버튼을
누른다

충전 램프
켜짐=충전 중
꺼짐=충전 완료

New 닌텐도 3DS의 경우
사용하기 전에 동봉된
「데코 커버(위)」
를 장착해 주십시오.

부속된 터치펜으로 아래 화면을 조작해 주십시오.

HOME 버튼을 눌러

게임 카드

※터치펜은 본체 아래편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HOME 메뉴를 표시

(라벨 면이 아래)

선택한 다음 시작을 터치

설정 화면

3D스크린 확인

꽂을 때의 주의사항

궁금한 점은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별매품인 New 닌텐도 3DS

처음으로 전원을 켰을 때는 본체의 초기

날짜와 시각

본체와 카드의 방향을 확인하고,

화면으로 보는 전자설명서를 읽어

AC 어댑터[WAP-002(KOR)]가 필요합니다.

설정이 시작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유저 정보

전원이 꺼진 상태이거나 소프트웨어

주십시오.「설명서」
를 터치하면 선택한

설정해 주십시오.

인터넷 설정

를 종료하여 HOME 메뉴가 표시되는

소프트웨어의 설명서가 표시됩니다.

AC 어댑터는 별매입니다

청소년 보호 기능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이사

인터넷 설정에 관한 내용은 뒷면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상태일 때, 꽂아 주십시오.
다운로드 버전 소프트웨
어를 구입하여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4 인터넷에 접속하기

본체를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무선으로 통신 가능한 인터넷 접속 환경이 필요합니다.

설정을 시작

인터넷

「접속 경로 등록」
을 선택

액세스 포인트 설정 방법을 선택

접속 방법에 관한 안내를 확인

인터넷 회선
(광케이블, ADSL, 케이블 TV 등)

HOME 메뉴에서

인터넷 회선
광통신망 유닛(ONU),
모뎀 등

다음,

무선으로 통신

을 터치

를 터치한

사용 중인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가 지원하는
설정 방법을 터치

을 터치

자신에게 맞는 접속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아 보세요.

AOSS일 경우

를 터치하면 고객님의 환경

5 -1

에 맞는 설정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확인
후, 다음 순서로 진행해 주십시오.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
(무선 인터넷 공유기)

WPS일 경우

AOSSTM 또는 WPS(Wi-Fi Protected SetupT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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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경우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을 터치
잘 모르겠거나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본체에서 동작이 확인된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무선 인터넷 공유기) 기종
목록은 한국닌텐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http://www.ninten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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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ㅤㅤㅤㅤㅤㅤ을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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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OSS를 사용한 설정

-3
잘 모르겠거나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WPS를 사용한 설정

사용 중인 액세스 포인트를 본체로 검색하여 설정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상의 조작

본체상의 조작
본체상의 조작
사용 중인 액세스 포인트에 맞는 접속
방법을 터치
●지원되는 접속 방법에 대해서는 사용
중인 액세스 포인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
해 주십시오.

사용 중인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을 터치

「AOSS 버튼」
을 대응 램프가 2번 연속으로 깜빡거릴 때까지 누른다

● 사용 중인 액세스 포인트에 설정된 이름(SSID, ESS-ID 또는

액세스 포인트상의 조작
설정 완료 화면이 표시되면 ㅤㅤㅤ를 터치해 주십시오.
접속 테스트에 성공하면 설정 완료입니다.

을 터치한 경우

「WPS 버튼」
을 대응 램프가 깜빡
거릴 때까지 누른다

네트워크 이름이라고도 함)을 선택해 주십시오.

을 터치한 경우

본체 화면에 표시된 PIN 번호를
액세스 포인트에 설정한 후,
을 터치

액세스 포인트의 비밀번호(보안 키)를 입력한 다음,
을 터치
로 표시됩니다.
● 입력한 비밀번호는「 」

*

를 터치하여 설정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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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완료 화면이 표시되면 ㅤㅤㅤ를 터치해 주십시오.
접속 테스트에 성공하면 설정 완료입니다.
무단 전재 금지

ㅤㅤㅤ를 터치한 후, 접속 테스트에 성공하면 설정 완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