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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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목록이란

● 3DS 소프트웨어를 플레이 중일 때도
소프트웨어를 중단하고 알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 버튼을
눌러 HOME 메뉴에서 알림 목록을
시작해 주십시오.

수신한 알림을 확인할 
있습니다. 알림 목록에는 
텐도가 전송하는 알림이
플레이 중인 게임 소프트
어가 전송하는 알림 등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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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됩시표 이
림알 면하공성 에신통 림갈엇

림알 신통
 림갈엇

.다니됩시표 이
등 림알 는하송전 가어웨트
프소 임게 인중 이레플 나
이림알 는하송전 가도텐닌

림알 신통
 새느어

류종 의림알



3 알림을 받으려면

본체를 다음의 상태로 설정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체의 전원을 켠다
● 무선 통신을 켠다
● 인터넷 접속 설정을 한다

※ 엇갈림 통신 알림은 인터넷에 접속되
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가 전송하는 알림은 인터
넷을 경유하지 않고, 게임 소프트웨어
로부터 직접 수신되기도 합니다.

※ DS/DSi 소프트웨어를 플레이 중일
때는 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빡깜
가프램 림알

.다니집꺼 가프램
면열 를체본 .다니춥멈 로태상 진
켜 후 인빡깜 간초5 약 가프램 림
알 ,면으받 을림알 에중 드모 립슬 ※

.다니납타나 가/ 에콘이아 의어
웨트프소 련관 나이콘이아 록목 림알
의뉴메 EMOH 한또 .다니입빡깜 간초
5 약 로으색란파 은림알 신통 새느어
,색록초 은림알 신통 림갈엇 .다니입빡

깜 가프램 림알 의체본 면으받 을림알

면으받 을림알



4 알림을 읽기

읽고 싶은 알림을 터치해 주십시오.

엇갈림 통신 알림은 초록색, 어느새 통신
알림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아직 읽지 않은 알림에 표시됩니다.

터치한 채 상하로 슬라이드하면 목록을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❶

❷
❸

바롤크스 ❸

.다니됩제삭 로대례차 터
부림알 된래오 는에)우경 을있 어되장
저 수다 이림알 된부첨 가지미이(우경
할과초 을량용 장저 의록목 림알 나거
받 을림알 의상이 그 .다니됩장저 에
체본 지까개001 대최 은림알 신통 새
느어 ,개21 대최 은림알 신통 림갈엇

/ ❷

림알 ❶



5 알림을 받지 않으려면

어느새 통신으로 전송되는 소프트웨어가
전송하는 알림 및 엇갈림 통신 알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알림을 다시 받으려면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닌텐도가 전송하는 알림은 고객님에

게 전달하는 중요한 안내문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고객님
이 직접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 게임 소프트웨
어로부터 직접 수신되는 알림은, 알림
목록에서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
다.(소프트웨어를 플레이했을 때만 수신
되는 알림이며, 소프트웨어에 따라 설정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엇갈림 통신 사용 중
지｣를 터치한 후, 본체 설정의 ｢엇갈림
통신 관리｣에서 엇갈림 통신을 중지하도
록 설정해 주십시오. 엇갈림 통신의 사
용을 중지하면, 엇갈림 통신 알림도 더
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메시지 화면에서 ｢이 소프
웨어의 알림을 받지 않
를 터치한 후, 화면의 지
에 따라 조작해 주십시오.

시
｣기

트

기않 지받 을림알 신통 림갈엇

기않 지받
을림알 는하송전 가어웨트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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