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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이 전자설명서를 잘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소프트웨어는 3D 표시에 대응하지 않

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HOME

메뉴 를 선택하여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에

는 고객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체의 사용설명서도 함께 읽어 주

십시오.

 경고

●게임 카드를 어린이의 손이 닿는 장소

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실수로 삼킬 가

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상의 부탁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 고온 다습한

장소, 먼지나 연기가 많은 장소에서 사

용 및 보관하지 마십시오.

●플레이 중에 게임 카드를 꽂거나 뽑지

마십시오.

●비틀거나 강한 충격을 주는 등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의류 등과 함께 실수로 세탁하거나, 액

체를 흘리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젖은

손 및 땀이 난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단자부를 손가락 및 금속으로 건드리거

나, 입김을 불어 넣거나, 이물질을 넣지

게임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

에 주의해 주십시오.

게임 카드에 관한 주의사항

 의



마십시오.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시너, 벤진 등의 휘발유, 알코올 등으로

닦지 마십시오. 더러워졌을 때는 마른

천으로 가볍게 닦아 주십시오.

●게임 카드, 카드 케이스에는 플라스틱,

금속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

할 경우에는 거주지의 분리수거 규정에

따라 폐기해 주십시오.

©2016 Nintendo

Trademarks ar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Nintendo 3DS is a trademark of

Nint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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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 tware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 if y, merge, publ ish , di st r ibut e,

sublicense, and/or sell copies of  the

Software, and to permit persons to whom

the Software is furnished to do so,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above copyright not 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 ial por tions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 ITY, FITNESS FOR A

PART 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DEALINGS IN THE

SOFTWARE.

■Lua

Copyright (C) 1994-2015 Lua.org, PUC-

Rio.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is software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files (the "Software"), to deal in the

Sof tware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 if y, merge, publ ish , di st r ibut e,

sublicense, and/or sell copies of  the

Software, and to permit persons to whom

the Software is furnished to do so,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above copyright not 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 ial por tions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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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 ITY, FITNESS FOR A

PART 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DEALINGS IN THE

SOFTWARE.



2 유저 콘텐츠에 대하여

유저가 작성하는 텍스트와 메시지, Mii,

이미지,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을 ｢유저

콘텐츠｣라 합니다.

●전송한 콘텐츠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받은 사람 측에

서 복사・개조・재전송 등을 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한 번 타인에게 전송된 내

용은 전송자 측에서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유저 콘텐츠에 관한 주의사항

●인터넷상의 서버 등에 업로드한 콘텐츠

는 제반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부적절하다

고 판단한 콘텐츠는 삭제 및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해당될 우

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본인 또는 타인의 실명이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행

위, 타인을 모욕하거나 불쾌감을 주

는 행위

-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타인의 저작물

등에 대해 지적재산권 및 기타 일체

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범죄 행위 또는 이를 조장하는 행위

-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 이용 약관과 가이드라인 등에서 금지

다른 유저와 유저 콘텐츠(이하, 콘텐츠)를

주고받는 소프트웨어 전반에 관한 주의사

항입니다. 주고받는 콘텐츠의 타입은 소

프트웨어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하고 있는 행위

-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본인

과 타인의 개인적인 정보, 타인에게 불

쾌감을 주는 콘텐츠 등을 QR Code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해당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

습니다.

●콘텐츠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거나 타

인과 콘텐츠를 주고받는 등, 인터넷 이

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3 인터넷으로 이용 가능한 기능

●친구 코드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끼리 안심하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낯선 사람과 친구 코드를 교환

하면 개조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접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자신의 친구 코드를 알려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게임 데이터를 개조함으로써 다른 유저

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

었을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중

지 등의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 서버는 장애 발생에 따른 서버 점

인터넷에 관한 주의사항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본체의 인터넷 설정

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설정에 관한 내용

은 본체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이 만든 코스를 플레이할 수 있

습니다(→8). 또한 플레이 정보를 송신할

수도 있습니다(→14).

.다니합응대

에크워트네 도텐닌 는어웨트프소 본

.다니입칭총

는키리가 를스비서 크워트네 의도텐닌

,는있 수 길즐 을등 츠텐콘 및 이놀 한

양다 해통 을넷터인 는크워트네 도텐닌



검 등으로 인해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각 대

응 소프트웨어의 서비스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 또는 접속하지 못해 발

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보호자 여러분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 기능｣에서 항

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본 소프트웨어에서

는 다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기능｣의 설정 방법에 관한

내용은 본체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사진・영상・음성・동영상・장문 텍스트

송수신

만든 코스를 주고받는 기능을 제한합니다.

●다른 유저와의 인터넷 통신

｢세계의 코스｣의 ｢100 마리오 챌린지｣

및 ｢추천 코스｣의 플레이를 제한합니다.

●다른 유저와의 엇갈림 통신

만든 코스 및 유저 정보를 엇갈림 통신

으로 주고받는 기능을 제한합니다.



5 예자와 야마무라

이 소프트웨어에서 가이드 역할을 담당

하는 2명을 소개합니다.

예자

『슈퍼 마리오 메이커

for 닌텐도 3DS』의

플레이 방법 등을 친절

하게 설명해 준다. 게임

의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지만 정작 코스는 잘

만들지 못한다.

비둘기. 그냥 비둘기.

하지만『슈퍼 마리오

메이커 for 닌텐도

3DS』코스 만들기의

전문가이다. 완두콩과

닭튀김을 좋아한다.

야마무라



6 코스 만들기/저장하기

다음 4가지 소프트웨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임 배경

●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3
● 슈퍼 마리오 월드
● New Super Mario Bros.U

코스에 배치할 파츠가 표시됩니다.
을 터치하면 표시할 팔레트를 변

경할 수 있습니 을 터치하면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파츠를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팔레트

팔레트에 있는 파츠를 터치해서 선택하
고 배치할 장소를 터치합니다. 마리오
는 터치해서 슬라이드하거나 ／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만들기｣를 터치하거

나 메인 메뉴(→10)에서 ｢코스 만들기｣
를 터치하면 코스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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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를 길게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시키면 코스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 을 좌우로 이동시

키면 코스와 마리오의 위치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S｣를 터치하면

마리오가 시작 위치로, ｢G｣를 터치

하면 골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코스의 길이/위치

언두독을 누를 때마다 하나 전의 조

작이 취소됩니다.

하나 뒤로

리셋 로켓을 길게 누르면 배치된 파

츠가 모두 삭제됩니다.

리셋하기

지우개군을 선택하면 터치한 파츠

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지우개군을 선택하면 파츠를 배치

하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파츠 삭제

코스를 저장하거나 로드할 수 있습

니다.

저장/로드

메인 메뉴를 표시합니다.

메인 메뉴(→10)

시작 위치에 있 을 터치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높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골 지점에 있 을

위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이면 높이

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작/골 지점의 위치

코스의 배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코스 배경3

4

 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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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는 SD 카드에 저장됩니다.

※ 덮어씌울 때에는 내용을 충분히 확

인해 주십시오. 덮어씌워진 코스는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저장할 위치를 선택

고 코스명을 짓습니

이미 코스가 저장되

있는 위치를 선택하

덮어씌워집니다

을 터치하면 만든 코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코스는 ｢코스 로봇｣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를 누르거 를 길게 누

르면 시작 지점부터 플레이 테스트

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를 터치하면 만들고 있는 코스를

플레이해서 파츠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터치하거나

코스를 클리어 또는 실수(→8)하면 파

츠를 배치하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트스테 이레플

 나 ※

기하장저

.

면

어

.다

하

법방 장저

!요세보 려늘 도츠파 고하 도

이레플 게있미재 까니러그

.요나어늘 가츠파 는있 수

할치배 면보 다하행진 를

)8→(｣지린챌 오리마 퍼슈｢



.오시십주 해

의주 로므으없 수 할구복 로태상

의전 조개 ,는에우경 한조개 를터

이데 장저 여하용사 를치장 한러

이 일만 .오시십마 지하용사 로대

절 로므되 이인원 의실소 및 상손

의터이데 장저 나거되 게없 수 할

행진 로으적상정 을임게 면하용사

를치장 는하조개 를터이데 장저●

.다니립드탁부 해양 .다니습

없 수 할구복 는에우경 될실소 가

터이데 해인 로으등 염오 부자단

,수실 작조 ,나거뽑 고꽂 를드카

DS 및 드카 임게 에중 장저 터

이데 ,나거끄 고켜 을원전 로부함●



7 테크닉

코스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테크닉을

소개합니다.

을 터치하면 코스의 제한 시간

과 스크롤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짧게, 또는 오토스크롤을

고속으로 설정하는 등, 만든 코스의 플

레이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테스트를 마

후 를 터치하

플레이 테스트 때 마

오가 지나간 길을 확

할 수 있습니다. 마리

의 움직임을 참고로 파츠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을 터치하

｢게임 배경｣이나 ｢저

로드｣ 등의 아이콘

닫아서 화면을 넓게 

용할 수 있습니다. 다

한 번 터치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시

사

을

/장

면/

기열/기닫 콘이아

오

인

리

,면 에

친

상잔 오리마

도속 롤크스/간시 한제



/을 1번 누르고 화면을 터치해서

파츠를 에워싸면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을 2번 누르면

파츠를 배치하는 화면으로 돌아와서 선

택한 파츠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리오를 터치해서 토관의 입구에 겹쳐

서 배치하면 토관 너머에 서브 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 을 터치하면 메
인 구역과 서브 구역을 전환할 수 있습

니다.

팔레트에 을 선
하여 화면을 터치하

최대 여덟 방향으로 
일을 배치할 수 있습

다. 배치 가능한 방향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레일 위에 적 등
의 파츠를 겹쳐서 올리면 레일을 따라

움직입니다. 레일의 끝을 터치하면 막
다른 길로 만들지 여부를 정할 수 있습

니다.

를 터치하면 전용 

레트가 표시되며, 소
가 나는 파츠를 배치

수 있습니 를 

시 한 번 터치하면 전
팔레트를 닫을 수 있습니다.

용

다 .다

할
리

팔

과효 향음

은

니
레

면
택 서

기들만 일레

 .다

역구 브서/역구 인메

기키시동이/기하택선 에번꺼한



/을 2번 누르고 배치된 파츠를 터

치해서 이동시키면 복사할 수 있습니

다. 다시 한 번 /을 누르면 파츠를

배치하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복수의

파츠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

츠가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복

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하사복

!요고하사감 면시주 해고

참 도)01→(｣슨레 라무마야｢ .다니

합천추 도것 는보 해집편 에음다 한

장저 를스코 .요세보펴살

지는있 가스코 떤어 해

통 를)8→(｣스코 의계세｢

나｣지린챌 오리마 퍼슈｢

고참 때 들만 를스코



8 코스 플레이

타이틀 화면에서 ｢플레이｣를 터치하거나

메인 메뉴(→10)에서 ｢슈퍼 마리오 챌린

지｣ 또는 ｢세계의 코스｣를 터치하면 다양

한 코스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적과 부딪히거나 구멍에 떨어지거나 제

한 시간이 0이 되면 실수로 처리됩니

다. ｢슈퍼 마리오 챌린지｣와 ｢100 마

리오 챌린지｣에서 실수를 하면 남은 마

리오의 수가 하나 줄어들고, 0이 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 ｢슈퍼 마리오 챌린지｣에서는 같은

코스에서 5번 실수하면 그 다음에

코스를 시작할 때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리오를 조작해서(→9) 제한 시간 안

에 골 지점에 도착해야 합니다.

법방 이레플 스코

버오 임게 와수실

!요세보 해이레

플 단일 까니으있 수 할단중 에중도

나거하이레플 시다 터부

음처 를스코 .다니답된시

표 가뉴메 지정시일 면르

누 를 서에스코

뉴메 지정시일



각 코스에 설정되어 있는 미션을 클리

어해서 코스를 마치면 메달을 획득합니

다. 획득한 메달은 ｢코스 로봇｣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미션은 코스가 시작될 때 표시되고,

일시정지 메뉴를 열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드를 클리어하면 코스를 만들 때 사

용할 수 있는 파츠가 늘어납니다.

10명의 마리오로 시작해서 닌텐도가

만든 총 18개 월드의 코스를 순서대로

플레이합니다. 한 번 클리어한 코스는

자동으로 ｢코스 로봇｣(→11)에 저장되

므로 언제든지 다시 플레이할 수 있습

니다.

지린챌 오리마 퍼슈

기하득획 달메

!요세보 해득획 을달메 서에스

코 든모 .다니립열 이션미 한위 을

달메 째번 두 면으얻 을

달메 서해어리클 을션미

째번 첫 .요어있 어되당할

씩개2 에스코 각 은달메

달메 의개2



인터넷 통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코스

와 엇갈림 통신(→13)으로 받은 코스

를 플레이합니다.

엇갈림 통신으로 코스를 주고받거나,

받은 코스를 플레이합니다.

※ 코스를 받으 이 표시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추천 코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합니다.

재미있었던 코스를 저장해 두면 언제든

지 ｢코스 로봇｣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

니다.

100명의 마리오로 시작해서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추천 코스를 계속해

서 플레이합니다.

를 길게 누르거나 화면을

옆으로 슬라이드하면 코스를 넘길

수 있습니다.

.다니습있 수 될시표

로? 가자문 부일 서라따

에우경 은명스코 ,임네닉

된성작 서에체본 판외해

 ※

지린챌 오리마 001

스코 천추

 면

신통 림갈엇

)신통 림갈엇(

/)신통 넷터인(

스코 의계세



9 마리오의 조작

(파이어마리오일 때)

파이어볼



웅크리기

※ 슈퍼 마리오브라더스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3의 꼬마리오는 웅크리지

못합니다.

적을 밟으면서 점프

슈퍼 점프

대시 도중에 점프

더 높이 더 멀리 점프

 길게 누르기

높이 점프



점프

를 누르면서 이동

대시



이동

마리오는 버튼으로 조작합니다. 모든

게임 배경에서 가능한 조작과, 특정 게
임 배경에서 가능한 조작이 있습니다.

※ 버튼 조작의 내용은 메인 메뉴(→10)

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신 로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에 의

작조 통공



/

스핀 점 )

물건을 든 상태에서 를 누르고 에
서 손을 떼기

위로 던지 )

를 누른 상태로 물건에 닿기/에서
손을 떼기/를 누르면서 에서 손을
떼기

물건 들기/던지기/놓기
)

조작 뒤 ｣ ｣ ｣은 대응하
는 게임 배경을 나타냅니다.

문에 들어가기

문 앞에서 

덩굴에서 /

올라가기/내려가기

물속에서 

헤엄치기

입구 방향으로 

토관에 들어가기

｢ ,｢ ,｢ 의

작조

한능가 서에경배 임게 정특

・・(

(기

・(프

3 스더라브오리마 퍼슈：

U .sorB oiraM repuS weN：

드월 오리마 퍼슈：





망토로 적 쓰러뜨리기

망토깃 을 획득하면 

토마리오로 변신합니다

하늘을 난 다음 또는 하강할 때  연타

공중에서 천천히 하강하기

팔을 벌릴 때까지 대시→ 연타

날기



꼬리 흔들기

슈퍼나뭇 을 획득하
꼬리마리오로 변신합니다

점프 도중에 벽에 닿았을 때 

벽차 )

공중에서 

엉덩이 찍 )

대시 도중에 점프하고 착지하는 타이밍

에 , 2번째 점프에서 착지하는 타이
밍에 또다시 

3단 점 )(프

(기

(기

.
면잎

)(작조 의오리마리꼬

.

망털

)(작조 의오리마토망



날고 있을 때 

급하강

/

날기

프로펠러 을 획득하

프로펠러마리오로 변신합니

날고 있을 때 진행 방향에 해당하는 

를 길게 누르기

급하강

날고 있을 때 에서 손을 떼기/날고

있을 때 에서 손을 떼고  또는 하
강하고 있을 때 

하강/천천히 하강

날고 있을 때 진행 방향에 해당하는 
를 눌러서 적 위로 낙하

보디프레스

날고 있을 때 하강하기 시작하면 진행

방향의 역방향에 해당하는 를 누르기

계속 날기

팔을 벌릴 때까지 대시→를 누른 상
태로 점프→와 를 누른 상태에서

상승 중에 에서 손을 떼기

망토 펼치기

.다

면섯버

)(작조 의오리마러펠로프



공중에서 를 길게 누르기

버티기 점 )

등껍질이 되는 적 등을 먹은 후에 

뱉기



먹기

/

내리기

)・(

작조 의때 을있 고타 를시요

(프



10 메인 메뉴

획득한 메달의 수나 플레이한 코스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코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 레슨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은 레슨

을 다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야마무라 레슨

저장한 코스를 플레이하거나 관리

합니다(→11). 로컬 플레이(→12)

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과 코스

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 로봇

다른 사람이 만든 코스를 플레이하

거나 엇갈림 통신(→13)을 통해 코

스를 교환합니다.

세계의 코스

닌텐도가 만든 코스를 플레이합니다.

슈퍼 마리오 챌린지

파츠를 배치하여 코스를 만듭니다.

코스 만들기

코스를 만드는 화면 등에 을 터치

하면 표시됩니다.

※ 메인 메뉴에 를 터치하면 이전

화면으로 을 터치하면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서

 서

1

2

3

4

5

6

8

7

6

4

3

2

1 5



이 설명서를 열람합니다.

설명서

마리오를 조작하는 버튼을 변경하거

나 어느새 통신(→14)의 설정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옵션7

8



11 코스 로봇

로컬 플레이를 통해 가까이에 있는 사

람에게 코스를 받습니다.

로컬 플레이를 통해 가까이에 있는 사

람에게 코스를 보냅니다.

코스를 플레이합니다.

코스를 열어서 만듭니다.

※ 로컬 플레이(→12)로 받은 코스를

편집하여 엇갈림 통신(→13)을 통해

보내는 코스로 설정하면 공동 작업

마 )가 표시됩니다.

저장한 코스를 플레이하거나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코스｣를 터치하

｢챌린지 코스｣로 변경

어 ｢슈퍼 마리오 챌

지｣에서 클리어한 코

를 플레이하거나 편

할 수 있습니다.

코스 종류 변경

집

스

린

되

면

(크

기들만

이레플

기내보

기받



코스를 삭제합니다.

※ 코스를 삭제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

히 확인해 주십시오. 삭제한 코스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코스명을 변경합니다.

기하경변 을명스코

기하제삭

!요세보 어들만 를드월

서해합조 게하양다 까니으있 수 꿀

바 를서순 열나 면하치터 게길 를스

코 .다니답있 수 할이레플 로대서순

터부스코 는있 에쪽왼 장

가 면하치터 을 .요어

있 수 들만 를드월 면하

열나 로로가 를개4 스코

이레플 서어들만 를드월



12 가까운 곳의 사람과 교환하기

메인 메뉴의 ｢코스 로봇｣에서 코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본체: 2대

● 본 소프트웨어: 2개

다음의 코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만든 코스

● 로컬 플레이나 엇갈림 통신으로 받

은 코스

● 로컬 플레이로 받아서 편집한 코스

● ｢세계의 코스｣의 ｢추천 코스｣에서

저장한 코스

로컬 플레이를 통해 만든 코스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은 코스는 SD 카드에 저장됩니다.

)이레플 컬로(

기하환교 스코

스코 한능가 송전

건물 할비준

서순 작조

.요세주 해의주 까니되 게없 수

낼보 게에람사 른다 면하

집편 번 한 는스코 한장

저 서에｣스코 천추｢ 와스

코 은받 로으신통 림갈엇



저장할 곳을 선택하고 ｢받기｣를 터치합

니다.

보내고자 하는 코스를 골라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기내보 스코

기받 스코



13 엇갈림 통신으로 교환하기

｢세계의 코스｣에서 ｢보내기｣를 선택해

서 코스를 고릅니다.

※ 엇갈림 통신으로 받은 코스와 ｢추천

코스｣에서 저장한 코스는 세팅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코스｣에서 ｢보내기｣를 선택하

면 엇갈림 통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그만둘 때에는 본체 설정 ｢데이터

관리｣의 ｢엇갈림 통신 관리｣에서 본

소프트웨어의 아이콘을 선택한 후

｢엇갈림 통신 사용 중지｣를 터치해

주십시오.

본 소프트웨어의 엇갈림 통신을 등록한

본체끼리 가까운 곳에 있게 되면 세팅

해 둔 코스나 유저 정보를 자동으로 주

고받을 수 있습니다.

※ 받은 코스는 SD 카드에 저장됩니다.

※ 최대 10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00개 이상 받으려고 하면 오래된 것

부터 순서대로 삭제됩니다.

)신통 림갈엇(

기하환교 스코

기하록등 을｣신통 림갈엇｢

기하팅세 를스코 낼보

!요세주 해

어리클 에전 기하팅세 .다

니합 야해어리클 를스코

리미 면려하팅세 를스코



｢세계의 코스｣에서 ｢받기｣를 선택합니

다. 원하는 코스를 저장해 두면 언제든

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기하이레플 를스코 은받

.요세주 해택선

을 서에｣필로프｢ 의스코 낀느 을

감쾌불 ,후 른고 를｣기받｢ 서에｣신

통 림갈엇｢ 의｣스코 의계세｢ .요어

있 수 할정설 록도않 지

받 를스코 터부로으람사

은같 는로으앞 ,면다았받

를스코 는끼느 을감쾌불



14 플레이 정보를 송신하기

메인 메뉴 에서 ｢플레이 정보 송

신｣ 항목 로 변경합니다.

※ 그만두고 싶다 로 변경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을 때에 본체를

슬립 모드로 전환해 두면, 인터넷에 접

속할 수 있는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

를 자동으로 검색, 통신하여 본인의 플

레이 정보를 닌텐도에 전송합니다. 정

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전

송되며, 향후 상품 개발에 활용됩니다.

)신통 새느어(

기하신송 를보정 이레플

 면

기하용사 ｣신통 새느어｢

 을

 의



15 Q & A

.다니합사복

두모 째더폴 를터이데 의안 드

카 DS 여하용사 를｣터이라/더리

드카 DS｢ 는되판시 는또 롯슬

드카 DS 의터퓨컴 .오시십주 해

사복 시드반 로드카 DS 운로새

를터이데 의드카 DS 인중 용사 .A

.다니습없 수 할

이레플 을용내 의터이데 그 도해

사복 를터이데 존기 에중나 ,면

하작시 를어웨트프소 로드카 DS

운로새 에전 기하사복 를터이데 ※

?요나있 이점 할 야해심

조 데은싶 고하환교 로드카 DS

운로새 서차 득가 가드카 DS .Q

.다니입직움 로우좌 서에태상 른

누 를｣G｢ 서에면화 기들만 스코 .A

?요나

하경변 게떻어 는이길 의스코 .Q



.다니줍 해명설

해대 에능성 나츠파 가라무마야

인가문전 의기들만 스코 .요세보

어들 을)01→(｣슨레 라무마야｢ .A

.요어겠르모

지할 야어들만 게떻어 를스코 .Q

.다니납

어늘 가츠파 면하어리클 를드월

서에)8→(｣지린챌 오리마 퍼슈｢ .A

?요나나어늘 야해 게떻어 는츠파 .Q

.오시십주 해의주

로므으없 수 할구복 를터이데 장

저 도아꽂 시다 를드카 에체본

던하용사 에존기 는에후 한제삭

번한 를터이데 .다니습있 가요필

할제삭 를터이데 든모 때 할작

시 를어웨트프소 는에우경 할 자

고하용사 를드카 서에체본 른다

.다니습없

는수 할이레플 서어이 를터이데

서아꽂 를드카 에체본 른다 는있

고갖 이등 족가 나구친 에문때

기하리관 서어묶 로트세 의나하

를체본 와드카 는어웨트프소 이 .A

?요나되 게떻

어 면하이레플 를어웨트프소 드

카 의나 로체본 의족가 나구친 .Q



.요라몰 도지줄 어들만

게밌재 를스코 면보 고알 가츠

파 는않 지하용사 이많 만지하

.죠이련마 기있 가츠파 는않 지

하호선 도래무아 만지있 가츠파

의류종 은많 도서에』SD3 도텐

닌 rof 커이메 오리마 퍼슈『.요

라몰 도지을있맛 로외의 면쩌어

!요세보 해전도 에식음 는하어싫 .A

?죠쩌어 데는있 이식음 는하어싫 .Q

.요게랄바 를기되 가루하 은

좋 은일내 .요어있 도수 일문때

기않 지이보 이복행 은작 런이

,데는았받 를스코 는밌재 로으신

통 림갈엇 ,나거었되가추 가츠파

운로새 ,나거었들만 를스코 진멋 .A

.요어었있 이일 은좋 안 늘오 .Q



16 상담 및 문의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12층

한국닌텐도 A/S 센터

【수리에 관한 문의･보내실 곳】

●문의전화는 월~금 09:30~17:30

(토/일/공휴일/회사 정기휴일 및 특별휴일 제외)

※전화번호는 잘 확인하시고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1450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테크노파크 4단지 402동 503호

문의전화:1670-9900

한국닌텐도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 클릭

※게임의 공략 정보 등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1670-9900

한국닌텐도 고객지원센터

【상품･판매･사용에 관한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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