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세스 메이커 3 

배포 및 작성 : modjo

2012-05-04

국내출시된 프린세스 메이커 3는 버전이 만트라판/후찌즈판 2가지로 나뉩니다.

버전의 선택은 기호이나, 개인적으로 만트라판을 추천합니다.

두 버전 모두 Alcohol 120% 이미지이고, 로딩하시고 실행하세요. 

1. 만트라판 = 초회판 = 초기판



원작은 가정용 플랫폼인 소니의 PS1으로 개발되었으나, 전작 프메 1, 2의 한글화 및 제노사이드 2의 이식을 수행한 만

트라(한도흥산무역)에서 본작의 판권을 확보 후 게임 전체의 고해상도화 및 원작에 없었던 축제 등의 오리지널 요소를 

다수 추가하여 독자기술로 재이식한 것이 본 PC판이 되겠습니다. 음성이 한글이고 음원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양

이 프린세스 엔딩, 5월의 신부 엔딩을 보지 않을 경우라면 후찌즈판보다 만트라판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시의 가정법, 게임심의 문제로 일부내용이 삭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 :

1. 아버지와의 결혼(5월의 신부) 삭제

2. 고양이 프린세스 엔딩 → 남극의 프린세스로 우회

XP에서는 실행이 불가합니다. 비공식적인 패치가 있긴 하지만 음원을 나오게 했을 때 XP에서 동작하지 않고, 음원을 사

용하지 않는다 해도 불안정하여 몇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Windows 95 or 98 SE 버전에서 실행하세요.

처음 실행시 Key number를 요구합니다. 

Key number : 58RN-A3QD

설치하시고 패치해주세요. pm3p02.exe가 만트라에서 오역을 패치한 공식패치입니다.

pm3p02.exe을 PM3 폴더에 넣으시고 실행시키세요.

아무키나 누르면 패치를 시작합니다. y/n 메세지에 y를 눌러줍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가 뜨면 성공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로 실행하지 않으면 결과창은 그냥 지나갑니다. 확인해보실려면 PM3WIN.exe의 수정날짜가 1998-07-07 

이면 패치가 된것이고 1998-06-18 이면 수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CD2는 일본어판의 BGM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산 게임들(이스 2 스페셜, 악튜러스, 포트리스, 라그나로크 등)

의 음악을 담당했던 Sound Temp팀에서 편곡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설정에서 CD-DA 로 바꿔주면 플레이

할 때 들으실수 있습니다. 

CD1의 BONUS\MUSIC 폴더의 WAV는 원곡의 음원입니다. 비교를 원하시면 들어보면 됩니다.

에디터는 Omatic, 공주고치기(PM3 Editer.exe)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후찌즈판 = 쥬얼판 = Medialink 판

     

Medialink 판이라 하는 이유는 패키지 하단에 유통사인 Media link 로고가 보이기 때문이고, 만트라판은 번들용으로 판

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들용으로 간단히 배포되었던 것은 이 쥬얼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MIDI 음원만 지원하고, 가능



하면 실행파일의 호환성을 Windows 95로 적용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Windows 95 or 98을 구동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고양이 프린세스 엔딩, 5월의 신부 엔딩을 보고싶을 경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음성이 마음에 안들 시에는 만트라판의 한글음성 파일 (PM3TAK1.FPA 와 PM3TAK2.FPA)을 PM3 폴더 (ex. 

C:\Program Files\NINELIVES\PM3)에 덮어씌우면 됩니다. 다소 대사와 음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만트라에서 삭제되었던 엔딩의 녹음(더빙)을 모두 해놨기 때문에 만트라판에서 삭제되었던 두 가지의 엔딩의 

음성도 덮어씌우면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의에서 걸려서 게임 상에서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쥬얼판은 XP SP3에서 공주고치기 에디터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