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시작
가이드
※본 간단 시작 가이드의 뒷면은 보증서입니다. 잘 보관해 주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본체는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설정해 주십시오.

다른 3DS 시리즈 본체를 소지하신 분들
플레이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와
이사」를 권장합니다.

데이터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이 본체에서

주의

플레이했던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및 내장 소프트
웨어의 저장 데이터 등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이사에 대하여」
(http://www.nintendo.co.kr/3DS/customer/new_3ds_
transfer.php)를 읽어 주십시오.

기자재명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MKA-JAN-S-KOR-C0

시작 방법
1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하기 전에 HOME 메뉴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잘 읽고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충전하기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잘 읽고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이상이 생기면
~기기 파손을 발견했을 경우/이상한 소리 및 냄새, 연기가 날 경우~

1

마크가 위

분리한다

AC 어댑터 및 주변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체로부터 분리한다
※ AC 어댑터는 본체로부터 분리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충전하려면 별도로 판매되는 New 닌텐도 3DS AC 어댑터

2

[WAP-002(KOR)]가 필요합니다.

전원을 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끈다

2

전원을 켜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초기 설정하기

※ 본체를 함부로 만지면 위험합니다. 충분히 주의하며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3

점검 의뢰

한국닌텐도 고객지원센터로 점검을 의뢰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닌텐도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을 읽어 주십시오.
http://support.nintendo.co.kr/
※ 절대로 직접 수리하지 마십시오.

전원 버튼
터치펜을 꺼내
아래 화면을 조작

3

게임 카드를 꽂고 게임을 시작하기

AC 어댑터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화재 및 감전, 이상 발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사용 및 보관하지 마십시오.

. 고온의 장소(난로 및 히터 등의 전열 기구 근처,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 여름철 자동차 안 등)

. 습기 및 물기가 있는 장소(욕실 등)

게임 카드
(라벨 면이 위)

물에 젖게 하거나 액체 및 이물질을 넣거나 유분 등이 묻은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가정용 전원 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AC 220V 대응)
기기의 단자부 및 플러그는 먼지 등이 쌓이지 않도록 마른 천이나 면봉 등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AC 어댑터는 콘센트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