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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이 표시되면「OK」를 선택합니다.

「한국어/English」를 선택해 주십시오.

※시스템 언어는 영어이며, 한국어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한국어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언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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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Next」를 눌러 주십시오.

선택한 지역에 해당되는 이용 약관이 표시됩니다. 

고객님께서는 본체 박스에 동봉되어 있는「이용 약관 &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읽어 주십시오.

※「The Americas」또는「Japan」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Accept」를 선택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Accept」는 이용 약관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지역 설정(Region) 및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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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또는 유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무선 인터넷의 경우 사용하고 계신 무선 공유기를 찾아 접속해 

주십시오. 유선 인터넷은 TV 모드일 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Nintendo Switch 

서포트」페이지의「인터넷 접속」항목을 참조해 주십시오.

인터넷 설정(Internet Settings) 

https://www.nintendo.co.kr/support/switch/internet/
https://www.nintendo.co.kr/support/switch/
https://www.nintendo.co.kr/support/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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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가 같은 지역의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위 화면과 같이「Seoul」을 선택해 주십시오. 

타임 존(Time Zon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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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 to TV」를 선택하여

Nintendo Switch를 TV에 연결합니다.

Joy-Con 뒤의 분리 버튼을 눌러

Joy-Con을 본체로부터 분리해 주십시오.

※「Later」를 선택하면 TV에 연결하지 않고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TV에 연결해서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TV에 연결(Connecting to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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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를 선택해 주십시오.

본체 뒤쪽의 스탠드를 펼쳐서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Joy-Con의 충전이 필요할 경우, 본체에 장착하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TV에 연결하기 위해 위 화면과 같은 본체 

동봉품을 준비하고「Next」를 눌러 주십시오.

TV에 연결(Connecting to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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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tendo Switch 독의 뒷면 커버를 열어 

AC 어댑터와 HDMI 케이블을 연결하고

 「Next」를 눌러 주십시오.

각각 콘센트와 TV에 연결하고 

 「Next」를 눌러 주십시오.

TV에 연결(Connecting to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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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를 Nintendo Switch 독에 장착합니다. 

TV에서 화면이 표시되면「Success」를 

선택해 주십시오. 

TV의 외부입력을 HDMI로 전환하고 화면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TV에서 화면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Nintendo 

Switch 서포트」페이지의 Q&A를 확인해 주십시오.

TV에 연결(Connecting to TV)

https://www.nintendo.co.kr/support/switch/
https://www.nintendo.co.kr/support/switch/
https://www.nintendo.co.kr/support/switch/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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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를 눌러 사용할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닉네임을 입력해 주십시오.

 「More Options」를 누르면 더욱 다양한 종류의 아이콘과 배경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12 참조

새 유저(New User)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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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options」를 누르면?

Character/Mii

Background

새 유저(New User)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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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어카운트와 연동하기 위한 창이 표시

되면「Later」를 선택해 주십시오. 

「OK」를 눌러 주십시오.

※한국의 닌텐도 어카운트를 이용한 온라인 플레이, 다운로드 

판매 등에 대해서는 미정입니다.

새 유저(New User)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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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유저를 추가하지 않을 경우에는「Skip」을 선택해

주십시오.

유저를 추가로 등록하려면 

 「Add Another User」를 선택해 주십시오.
▶P.11~13 참조

※더 이상 유저를 추가하지 않을 경우에는「Skip」을 선택해

주십시오.

새 유저(New User)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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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Configure Parental Controls」를 선택하여 

청소년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Skip」을 

선택해 주십시오.

※청소년 보호 기능(Parental Control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Nintendo Switch 서포트」페이지의「지킴이 

설정(청소년 보호 기능)」항목을 참조해 주십시오.

청소년 보호 기능(Parental Controls) 설정

https://www.nintendo.co.kr/support/switch/
https://www.nintendo.co.kr/support/switch/parental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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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HOME 버튼을 눌러 HOME 메뉴를 열어 주십시오.

※Nintendo Switch의 사용 방법에 관해서는「Nintendo

Switch 서포트」페이지의 각 항목을 참조해 주십시오.

설정 내용은 HOME 메뉴의「설정(System Settings)」

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완료

https://www.nintendo.co.kr/support/switch/


Trademarks ar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Nintendo Switch is a trademark of Nint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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