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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이 전자설명서를 잘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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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2 보호자 여러분께

● 이용등급 제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이용등급 표시를 기
준으로 닌텐도 3DS 소프트웨어의 다운
로드 플레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 기능｣의 설정 방법에 관
한 내용은 본체 설정의 전자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어린이 및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체 설정의 ｢청소년 보호
기능｣에서 다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 DS 다운로드 플레이의 사용
DS 다운로드 플레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DS 다운로드 플레이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는 이용등급 제한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3 다운로드 플레이란

※ 3DS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플레이
는 3DS 시리즈 본체에서만 할 수 있
습니다.

1개의 다운로드 플레이 대응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여, 다른 닌텐도 3DS 시리즈
본체나 닌텐도 DS 시리즈 본체와 통신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다운로드 플레이 시작하기

다운로드 플레이 대응 소프트웨어를 꽂
은 본체(방장)에서 소프트웨어를 꽂지
않은 본체(참가자)로 다운로드 플레이용
소프트웨어를 전송함으로써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 DS/DSi 소프트웨어는 3DS 소프
트웨어에 비해 해상도가 낮기 때
문에 화면이 늘어나서 표시됩니다.
화면을 원래 사이즈로 표시하려면
START 버튼 또는 SELECT 버튼
을 누르면서 ｢시작｣을 터치해 주
십시오.(START 버튼 또는
SELECT 버튼은 게임이 시작될
때까지 길게 눌러 주십시오.)

● 이후의 조작 방법은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릅니다. 각 소프트웨어의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HOME 메뉴에서 다운로
드 플레이 대응 소프
웨어를 시작한

HOME 메뉴에서 다운로
드 플레이를 시작한다

작조 의상체본 자가참

작조 의상체본 장방

다
트



● 이후의 조작 방법은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릅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
라 조작해 주십시오.

다운로드할 소프트
타이틀을 터치한

※ DS/DSi 소프트웨어는 3DS 소프
트웨어에 비해 해상도가 낮기 때
문에 화면이 늘어나서 표시됩니다.
화면을 원래 사이즈로 표시하려면
START 버튼 또는 SELECT 버튼
을 누르면 를 터치해
주십시오.(START 버튼 또는
SELECT 버튼은 게임이 시작될
때까지 길게 눌러 주십시오.)

3DS 소프트웨어를 다
로드할 경우에
를, DS/DSi 소프트웨
를 다운로드할 경우에

를 터치한다
는
어

 는
운

 서

다
어웨


	목차
	1. 사용하기 전에
	2. 보호자 여러분께
	3. 다운로드 플레이란
	4. 다운로드 플레이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