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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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2 닌텐도 3DS 사운드란?

SD 카드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하거나 본
체의 마이크로 음성을 녹음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음악이나 녹음한 음성을 이용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화면 설명

3DS 사운드를 시작한 다음, 원하는 항목
을 터치해 주십시오.

말을 걸거나 주변의 소리를 들려주면 그
소리를 기억하여 흉내를 냅니다.

● 아래 화면의 앵무새를 터치하면, 예전
에 녹음한 음성을 흉내 냅니다.

SD 카드에 저장한 음악 파일 폴더가 표
시됩니다.

● ｢이어서 듣기｣는, 전에 음악 재생을 일
시적으로 정지했을 경우에 표시됩니다.
터치하면 도중에 중단했던 부분부터
음악이 재생됩니다. 

생재 을일파 악음 ❸

❶

❺
❹

❸

❷

새무앵 ❶

정설
드운사 SD3 및 화기초 터이데 ❹

집편 을성음 한음녹
음녹 로크이마 ❷



엇갈림 통신의 결과(인기 순위, 짝꿍 진단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엇갈림 통신을 사용하려면 ｢재생 목
록｣의 ｢엇갈림 통신｣에 곡을 등록한
후, 엇갈림 통신을 ON으로 설정해 주
십시오.

환전 FFO / NO 신통 림갈엇
인확 과결 신통 림갈엇 ❺



4 음성 데이터를 녹음하기

데이터 1개당 최대 10초까지 마이크로
음성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
는 본체 저장 메모리에는 18개, SD 카드
에는 180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을 터치하여 선택한 다음, ｢녹
음｣을 터치한다

을 터치하여 녹음을 시작한다

● 마이크가 소리를 인식한 경우에는 자
동으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 를 터치하면 녹음이 종료됩니다.

● 터치한 색으로 녹음 데이터의 색이 결
정됩니다.

● 녹음한 음성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음
성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터
치해 주십시오.

를 터치하여 색을 선택한다



❶

.다니습없 수 할사복 는로치
위 는있 미이 가터이데 성음 한음녹※

.다니습있 수 할
사복 는또 동이 로지이페 른다 서면
가어넘 가지이페 ,면키시동이 로위

・ 서해드이라슬 를터이데 성음 ●

.다니습있 수 할사복 는또 동이
를터이데 성음 ,면하드이라슬 로치위
는하원 서에태상 한치터 를터이데 성음

여하대 에사복/동이 의터이데 성음

동이 / 사복 ❶

.다니합
능가 이환전 드모 동이/사복 면하치터

.다니습
있 수 길넘 를지이페 면하치터 를・

여하대 에기기넘 지이페

드카 DS리모메 장저 체본



5 음성 데이터를 재생하기

화면을 터치하 를 움직이면 재생 속
도나 음정이 바뀝니다.

높음

음정

낮음

느림 재생 속도 빠름

음성 데이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편집｣을 터
치하면 재생이 시작
니다

재생 중인 음성 데이터는 재생 속도를 바
꾸거나 음성을 변조시키며 즐길 수 있습
니다.

❺

❹

❸
❽

❷❶

❻❼

.
됩

경변 정음 / 도속 생재 ❶

 여



터치하면 3DS 사운드의 사용법에 관한
힌트를 알려 줍니다. 또한 이렇게 받은 힌
트는 ｢설정｣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❽의 바에서 설정한 구간(A와 B를 슬
라이드하여 설정한 구간)을 반복 재생.

재생할 구간

같은 페이지 안의 음성 데이터를 차례
대로 재생하고, 전부 재생이 끝나면 정
지.

같은 페이지 안의 음성 데이터를 차례
대로 재생하고, 전부 재생이 끝나면 다
시 처음부터 반복 재생.

선택 중인 음성 데이터를 반복 재생.

각 버튼을 터치할 때마
다 음성이 변조됩니다.

경변 드모 생재 ❺

새무앵 ❸

장
저 로기쓰어덮 를터이데 한집편 ❹

조변 성음 ❷



같은 페이지 안의 음성 데이터를 불규
칙한 순서로 재생.

선택 중인 음성 데이터를 재생하고, 재
생이 끝나면 정지.

경변 치위 생재 여하치터 ❽

지정 시일 / 생재 로꾸거 ❼

지정 시일 / 생재 ❻



6 음악 파일을 재생하기

3DS 사운드에서 재생할 수 있는 음악 파
일이 저장된 SD 카드를 본체에 꽂아 주십
시오.

폴더를 선택하고 ｢열기｣를 터치한
다

❶ 슬라이드하여 폴더나 음악 파일을 선
택합니다.

음악 파일을 선택한 다음, ｢재생｣
을 터치한다

● 음악 파일 재생이 시작됩니다.

❶

인｣3pm.｢ 가자장확 및 일파 CAA
인｣pg3.｢ ,｣4pm.｢ ,｣a4m.｢ 가자장확

식형 일파 ●

.다니습있 수 할생재 을일파
악음 의맷포 음다 는서에드운사 SD3

여하대 에일파 악음 한능가 생재



상 된합통 에개1 더폴 은일파 악음
의내 더폴 ,우경 을있 개 러여 가더
폴 진가 을름이 은같 에내 드카 DS ●

.다니됩시표 지까개0001 대
최 는더폴 한또 .다니됩시표 에면화
만더폴 는있 어되장저 이일파 악음 ●

여
하대 에일파 와더폴 의내 드카 DS

다긴옮 로드카 DS 을일파 악음

다
한출추 로터퓨컴 을곡 의DC 악음

.다니습없 수 할생재 은일
파 악음 된용적 이술기 호보 권작저※

일파 3PM

spbk023~spbk61

트이레트비 ●

zHk84~zHk23

수파주 링플샘 ●

.오시십주 해용사 를터이
라/더리 드카 DS 는있 고되매판 서
에중시 나이롯슬 드카 DS 의터퓨컴 ●

.다니합
요필 가어웨트프소 응대 출추 악음 ●

면
려하장저 을일파 악음 에드카 DS



.다니됩시표 로｣?｢
는에우경 된용사 에명일파 나이명더
폴 가자글 는않 지되원지 서에체본 ●

.다니됩시표 로대서
순 의｣글한｢ ,｣벳파알｢ ,｣자숫｢ 이
없관상 와조구 층계 더폴 은명더폴 ●

.다니습않 지
되시표 은일파 및 더폴 는있 에위하
더 다보계단8 서에조구 층계 더폴 ●

.다니됩시표
만지까개001 ,우경 을있 상이 개
101 이일파 악음 에내 더폴 의개1 ●

.다니됩시
표 지까개0003 대최 은일파 악음 ●

.다니됩시표 로태



7 재생 중인 음악 파일을 편집하기

터치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효
과음이 바뀝니다.

화면을 터치하 를 움직이면 재생 속
도나 음정이 바뀝니다.

높음

음정

낮음

느림 재생 속도 빠름

경변 정음 / 도속 생재 ❶

 여

경변 음과효 ❷

❷

❽

❸❷

❻

❺

❼

❹

❾

❶

환전 상영 의면화 위 ❸



● ｢노래방｣을 선택하면 보컬 소리가 사
라져서 노래방 반주 같은 느낌을 연출
할 수 있습니다. 곡에 따라서는 보컬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
니다.

● ｢8비트｣를 선택하면 마치 옛날 게임기
의 음악과 같은 전자음으로 바뀝니다.

각 버튼을 터치하면 음
악의 느낌이 바뀝니다.

터치하면 3DS 사운드의 사용법에 관한
힌트를 알려 줍니다. 또한 이렇게 받은 힌
트는 ｢설정｣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새무앵 ❺

기넣 과효 에악음 ❹

가추 에록목 생재 ❻



같은 폴더 내의 곡을 차례대로 재생하
고, 전부 재생이 끝나면 정지.

같은 폴더 내의 곡을 불규칙한 순서로
재생.

설정한 구간(A와 B를 슬라이드하여 설
정한 구간)을 반복 재생.

재생할 구간

선택 중인 곡을 반복 재생.

같은 폴더 내의 곡을 차례대로 재생하
고, 전부 재생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 재생.

선택 중인 곡을 재생하고, 재생이 끝나
면 정지.

 /  : 이전 곡/다음 곡

 /  : 재생/일시 정지

튼버 작조 ❽

경변 드모 생재 ❼

경변 치위 생재 여하치터 ❾



8 자동 선곡

선택한 테마에 맞춰 앵무새가 자동으로
곡을 선택해 재생합니다.

｢자동 선곡｣을 선택하고 ｢열기｣를 터치한
후,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고 ｢재생｣을 터
치해 주십시오.



9 재생 목록

좋아하는 곡들로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
습니다.

재생 목록에 넣고 싶은 음악 파일이나 폴
더를 선택하고 ｢재생 목록｣을 터치한 후,
원하는 재생 목록을 선택하고 ｢추가｣를
터치해 주십시오.

● 선택한 재생 목록이 음악 폴더 선택
화면에 추가됩니다.

● 이렇게 추가된 재생 목록은 음악 폴더
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곡을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오시십
주 해록등 을곡01
악음 는하아좋 장가

01 poT

.오시십주 해정결 을콘이아
과름이 ,후 한치터 을｣성작 규신｢ 는때
을싶 고들만 을록목 생재 새 .다니습있
어되비준 터부음처 은록목 생재 음다

여하대 에록목 생재



.오
시십주 해록등 면다
있 이곡 는있 고하
습연 로기악 나래노

중 습연

.다니됩환
교 이등 보정 의곡
된록등 에록목 생재
이 면하공성 에신통
림갈엇 .다니됩 게
있 수 할용사 을신
통 림갈엇 면하정설
로으NO 을신통 림
갈엇 고하록등 을곡

신통 림갈엇

.다니습있 수
들만 지까개001 대최 은록목 생재 ●

).다니습않
지되제삭 은록목 생재 던있 어되비준
터부음처(.다니됩제삭 도체자 록목 생
재 당해 ,고되제삭 서에록목 생재 이곡
든모 의내 록목 생재 인중 택선 면하치
터 를｣거제 곡전｢ .다니습있 수 할제삭
서에록목 생재 ,면하치터 를｣거제 서
에록목｢ 고하택선 을곡 의내 록목 생재

여하대 에제삭 록목 생재



10 엇갈림 통신

｢재생 목록｣의 ｢엇갈림 통신｣에 곡을 등
록한 후, 엇갈림 통신을 ON으로 설정하
면 엇갈림 통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엇갈림 통신에 성공하면 ｢엇갈림 통신｣
재생 목록에 등록된 곡의 정보 등이 교환
됩니다.
엇갈림 통신을 많이 하면, 서로의 취향이
얼마나 맞는지 볼 수 있는 짝꿍 진단이나
통신으로 만난 사람들 사이의 인기 곡 순
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엇갈림 통신｣을 터치
한다

｢엇갈림 통신｣을 터
하여 ON으로 설정한다

치

수횟 생재・
도연 표발・

명범앨・
목제・

명트스티아・

보정 곡 ●

｣iiM 의나｢ ●

.다니냅보 게에방대상
를보정 의음다 해용이 을신통 림갈엇

기하인확 를과결 의신통 림갈엇

기하용사 을신통 림갈엇



｢엇갈림 통신｣을 터치
한다

｢엇갈림 통신 짝꿍 진
또는 ｢엇갈림 통신 인
순위｣를 터치한다

기
｣단



엇갈림 통신 짝꿍 진단 엇갈림 통신 인기 순위

● 항목을 터치하면 위 화면에 각각의 엇
갈림 통신 결과가 표시됩니다. 위 화면
의 내용을 스크롤하려면 십자 버튼 위
또는 아래를 누르거나 슬라이드 패드
를 위아래로 움직여 주십시오.

보고 싶은 항목을 터치한다

위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사진 데이터
로 저장하고, 닌텐도 3DS 카메라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❶ 사진으로 저장

지금까지 엇갈림 통신을 통해 수신한, 엇
갈림 통신 짝꿍 진단의 정보를 전부 삭제
합니다.

❷ 엇갈림 통신 짝꿍 진단을 리셋

지금까지 엇갈림 통신을 통해 수신한, 엇
갈림 통신 인기 순위의 정보를 전부 삭제
합니다.

❸ 엇갈림 통신 인기 순위를 리셋

❸❶❷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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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터치하면 3DS 사운드의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항목을 터치해
주십시오.

.다
니습있 수 할정설 를
지할 게않 지리들 지
할 게리들 을음치터
의튼버 ,때 할생재
을악음 의드카 DS

음치터

.다니합장권 을것
할정설 로｣노모｢

는에우경 을들
로커피스 노모 의
체본 SD2 도텐닌 ※

.다니습있 수 할정
설 로나하 중 ｣노모｢
,｣오레테스｢ ,｣드
운라서｢ 을력출 성음
의커피스 나이폰드헤

력출 성음

.다니습있 수 할인확
를트힌 한관 에법용
사 준 려알 가새무앵

드이가 법용사



).다니습
않 지되제삭 은성음
한음녹 및 일파 악음
도해화기초(.다니됩
제삭 부전 이등 록목
생재 면하화기초 .다
니습있 수 할 도화기
초 터이데 장저 의드
운사 SD3 한또 .다
니습있 수 할제삭 로
별지이페 나거하제삭
를터이데 성음 든모

리관 터이데

.다니습
있 수 할경변 을정설
러컬 의드운사 SD3

정설 러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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