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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방법
기본 조작방법

방향 전환 왼쪽 스틱

가속 > 버튼

브레이크 < 버튼

니트로 S 버튼

E-브레이크 F 버튼

엔진 끄기 D 버튼

카메라 이동 오른쪽 스틱

시점 변경 A 버튼

플레이어 찾기 (멀티플레이어 전용) SELECT 버튼

일시정지 메뉴 START 버튼

이지브라이브 조작방법 

이지드라이브 탐색 방향키

차량 운전 D 버튼

E-브레이크 F 버튼

이지드라이브 나가기 A 버튼

이벤트 시작 < 버튼 + > 버튼

지도 화면 SELECT 버튼

일시정지 메뉴 START 버튼

추가 조작방법
지도 조작
터치스크린에 지도가 표시되면, 드래그로 지도를 스크롤해 이동할 곳을 찾아보세요.

뒷면 터치 패드 조작
뒷면 터치 패드로 EA Trax를 바꾸고, 지도가 열려 있을 때는 지도 화면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볍게 치면 해당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모스트 원티드
페어헤이븐 경찰국은 길거리 레이서 다수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가명밖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그룹의 상위 10명이 바로 FPD의 모스트 원티드입니다. 이들을 만나 이길 기회를 잡으려면, 
이벤트에 참가하고 도시를 탐사하면서 충분한 스피드 포인트를 얻어야 합니다.

모스트 원티드 레이서 한 명을 이기면 그를 제압하고 차량을 탈취할 기회가 생깁니다. 왜 제압해야 할까요? 
이들이 모는 차량은 승부를 벌여 이기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 주행
오픈 월드를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FPD와의 추격전을 벌이고, 광고판을 들이받거나, 단순히 페어헤이븐 
도시를 탐사해보세요.

제압
물리적 충돌을 좋아한다면, 다른 레이서와 경찰을 제압해보세요. 레이서들을 제압하면 스피드 포인트를 얻고 
그들의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경찰 제압은 도주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경찰을 공격하면 HEAT 레벨도 
올라갑니다.

체포
경찰의 함정에 빠졌다면, 체포 바가 다 차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체포되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잭 
스폿으로 돌아가게 되고, 추격전에서 얻은 스피드 포인트는 모두 사라집니다.

회피
경찰 회피는 추격하는 경찰의 시야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운전하고, 모퉁이에서는 
핸드브레이크를 이용하고, 광고판 위로 점프하고, 떨어지고, 지름길을 찾아 빠져나가세요.

미니맵에 밝게 표시되는 원은 경찰이 당신을 수색하는 곳입니다. 이 영역에서 벗어나면 경찰을 회피해 
쿨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쿨다운
경찰을 회피하고 시야에서 벗어나면, 쿨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추격전에서 벗어난 
도망자를 찾습니다.

이 시간 동안 경찰이 당신을 찾아내지 못하면, 다시 추격이 시작됩니다. 쿨다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각되지 
않으면 탈출 상태가 됩니다.

탈출
경찰을 따돌리면 탈출 기회가 생깁니다. 니트로를 태우거나 주차해서 숨을 곳을 찾아보세요. 어떤 전술을 
선택하더라도, 추격이 취소되어 무사히 탈출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게임 모드
매복(Ambush)
FPD에 포위된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탈출해야 합니다.

서킷 레이스(Circuit Race)
도시 주요 지점을 여러 번 도는 레이스를 합니다.

스프린트 레이스(Sprint Race)
한 지점으로 다른 지점까지 일방통행으로 최대한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체크포인트를 따라 결승선까지 
이동하세요.

스피드 런(Speed Run)
두 지점을 연결하는 코스에서 최고 평균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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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LOG
Autolog 2.0
모스트 원티드 레이스의 핵심인 Autolog 2.0으로 제공되는 이 기능은, 여러분이 언제든 자신의 진행 상황과 
모스트 원티드 친구들의 점수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Autolog 2.0는 친구들이 당신의 점수를 경신하거나 완수해야 할 이벤트가 있을 때 
이를 알려주고, 당신의 실력을 길거리의 다른 레이서들과 비교해줄 것입니다.

정보를 빠르게 받고 싶다면, Autolog 2.0이 해결책입니다.

탐사하고, 발견하고, 달려보세요.

Autolog 추천(Recommends) 
Autolog 추천은 사용 가능한 이벤트를 빠르게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이벤트를 해제하면, Autolog 추천은 당신과 친구들의 점수를 표시합니다. 친구가 당신보다 앞섰는지 아니면 
당신이 친구들을 따돌렸는지 확인하고 싶은가요? 이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직 해제한 이벤트가 없나요? 
그렇다면 친구들의 기록을 확인하고 제압할 준비를 하세요.

스피드월(SpeedWall)
스피드월은 당신의 모스트 원티드 목록에서 가장 빠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누가 가장 멀리 점프했을까요? 
각 속도 감시 카메라에 최고 속도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벤트를 정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피드월이 말해줄 것입니다.

스피드 포인트(Speed Points)
모스트 원티드 목록에서 순위를 높이려면, 스피드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벤트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온라인에서 순위를 높이거나, 친구들의 기록을 경신하세요. 이 모든 일이 1인자가 되는 데 필요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광고판을 뛰어넘고, 속도 감시 카메라에 최고 속도를 기록하고, 경찰을 제압하고, 모퉁이에서 
드리프트해 포인트를 쌓아 보세요.

이지드라이브(EASYDRIVE)
페어헤이븐은 대도시라 볼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이동 중에 바로 접근하고 싶다면, 이지드라이브를 
사용하세요. 행동을 멈출 필요도 없고, 지도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문제도 없습니다. 이지드라이브는 운전 
도중 원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는 장치입니다.

각 차량의 이벤트를 미니맵을 보고 찾아가거나, 해당 지역으로 점프해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또 이지드라이브를 이용하면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이벤트를 기억해 언제든 다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도전 과제를 알고 싶은가요? 이지드라이브는 모든 이벤트에 난이도를 설정하고 완수 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알려줍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지드라이브를 이용하면 Autolog 추천 이벤트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를 
선택해 모스트 원티드 온라인의 숨 가쁜 세계로 바로 뛰어드세요. 모스트 원티드 목록에 대한 최신 정보와 
모스트 원티드 순위 변화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 발견한 모든 차량을 빠르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차량을 선택하면 바로 운전 가능합니다.

모스트 원티드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나 버튼 하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지드라이브입니다.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옵션을 이용하면 온라인에 친구들을 만나고, 온라인 공개 게임(Public Games)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하거나, 친구 경기(Friends’ Games)를 만들어 나만의 커스텀 스피드 리스트 (Custom 
SpeedLists)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
이 길 안내 장치는 페어헤이븐의 거리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광고판을 찾고, 정비소를 발견하고, 
보안 문을 박살 내면 지도에도 표시됩니다.

많이 탐사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찾아낸 모든 것은 스피드월 도전 과제와 함께 이곳에 표시될 
것입니다.

또 지도는 참가 가능한 이벤트를 표시하며,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벤트를 
선택하면 바로 뛰어들거나, 이동 경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도 기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속도 감시 카메라를 찾고 싶으신가요? 제일 가까운 광고판이 어디 있는지 궁금한가요? 
그렇다면 지도에서 보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세요.

미니맵
화면 표시기(HUD)에는 페어헤이븐에서 사용하는 알려진 레이스 경로를 모두 표시하는 GPS 기반 미니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니맵은 현재 경로와 추격하는 경찰을 표시해, 탈출 계획을 세우게 해줍니다.

이 개조한 경찰 장비는 경찰을 피해 쿨다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반경도 표시합니다.

FPD
페어헤이븐 길거리 레이서들을 처벌하는 페어헤이븐 경찰국은 당신을 제압하고 레이스를 끝낼 용도로 
제작된 다양한 장비와 전술을 이용합니다. 경찰에 맞서지 않고서는 이름을 알릴 수 없으며, 일단 맞서면 
그들은 당신을 저지하고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HEAT
HEAT는 FPD가 페어헤이븐에서의 추격전에 우선 수위를 정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HEAT 레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경찰과 전술이 추격전에 배치됩니다.

차량을 제압하고, 속도를 높이고, 추격 상태를 유지하면 HEAT 레벨이 올라가 탈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시야에서 벗어나면 HEAT 레벨이 감소합니다.

파견
파견은 FPD를 지휘하는 목소리입니다. 경찰 파견 팀은 FPD의 기동 부대에 명령, 정보, 방향을 전달합니다.

순찰차
Crown Victoria는 미국 전역의 경찰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속도, 내구성, 신뢰성을 겸비한 이 순찰차는 
최전선에서 길거리 레이서들과 맞섭니다. 순찰대는 리머, 찰리, 에코 호출명을 이용합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 차량은 특히 추격전에 적합하도록 업그레이드된 순찰차입니다. 더 강하고 빠르며, 뛰어난 운전자가 
탑승하는 이 차량은 동료 순찰자가 위기에 빠지면 호출됩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위기 말이죠.

인터셉터
인터셉터는 FPD의 차고에 있는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량입니다. 가볍고, 민첩하며, 속도도 빠른 Chevrolet 
Corvette에 대단히 뛰어난 운전자가 탑승합니다. 이 인터셉터를 속도만으로 따돌리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인터셉터는 ‘인디고’ 호출명을 사용합니다.

리노스
FPD의 강력한 차량입니다. 이 특수 제작된 Ford Interceptor SUV는 순찰차로는 막을 수 없는 길거리 
레이서들을 제압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리노스 경찰은 ‘로미오’ 호출명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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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 부대
크고 무장한 경찰 대응 차량입니다. 이 이동형 바리케이드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추격이 길어지면, 경찰은 
이 유닛을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샛길을 막아 탈출 방법을 제한할 것입니다.

바리케이드
용의자 구속에 사용하는 경찰 바리케이드는 회피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엔진 블록 주위가 가장 육중한 
차량과 부딪치지 않게 하고, 스파이크 스트립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전술 바리케이드가 보인다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 이 망할 장비는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스파이크 스트립
플라스틱 커버에 담긴 스파이크 체인입니다. 타이어를 터트려 차량의 속도를 늦추고 조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바리케이드를 가로질러 수동으로 설치하거나, 인터셉트 경찰차에서 바로 떨어뜨리는 스파이크 
스트립은 수많은 길거리 레이서들을 저지했습니다.

경찰 무전 코드
10-1 응답 중 10-2 응답 취소

10-3 현장 도착 10-4 메시지 수신, 확인, 인식

10-5 반복 10-6 대기

10-10 경찰서로 귀환/귀환 중 10-30 백업 필요

10-31 순찰대 백업 10-32 SUV/리노 유닛 백업

10-34 인터셉터 유닛 백업 10-36 전술 백업 필요

10-40 수상한 차량 10-41 과속 차량

10-42 일반 드라이버 10-43 수배 차량 

10-44 레이싱 차량 11-50 사고

11-51 뺑소니 11-52 자동차 사고

11-53 견인 트레일러 사고 11-54 쏟아진 화물

11-55 교통 장애 11-56 견인 트럭 필요

11-57 차량 필요 11-58 사고 – 세부 정보 없음

11-59 응급 상황 11-23 폐차

MDC
모바일 데이터 컴퓨터(MDC)는 장소, 용의자 설명, 지원 유닛의 위치를 알려주는 FPD의 장비입니다. 모든 
경찰 차량에 하나씩 있어 추격과 쿨다운 수색에 활용됩니다.

페어헤이븐의 길거리 레이서들은 이 경찰 지원 장비의 해킹 버전을 이용해 도시를 돌아다니고 경찰을 
피하곤 합니다

찰리-인디고 
시민 차량을 뜻하는 경찰 속어입니다.

수집 요소
광고판에서 잭 스폿, 속도 감시 카메라와 정비소까지 – 다양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고판
도시 주위에는 찾아서 점프 거리를 기록할 수 있는 광고판들 있습니다. 점프를 끝내고 점수를 얻으려면, 
광고판을 부수고 무사히 착지해야 합니다.

점프를 끝낼 때마다 스피드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모스트 원티드 친구 한 명이 광고판에서 점프 거리를 
기록하면, 친구의 기록을 자신의 기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멀리 점프한 운전자는 광고판에 자신의 사진이 표시됩니다.

잭 스폿
페어헤이븐의 길거리 레이서들이 도시 주위의 잭 스폿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잭 스폿을 찾으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자동차 기술로 만든 차량을 타고 도로를 빛낼 수 있습니다. 차량마다 레이스 5회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페어헤이븐의 길거리를 진정으로 마스터하려면 이런 차량을 모두 찾아 운전해야 합니다.

잭 스폿을 찾으면, 이지드라이브로 그곳에 있는 차량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요? 잭 스폿에서 차량을 바꿔 몰래 빠져나가세요. 하지만 이 전술은 매복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매복 이벤트에서는 자신의 기술과 기지만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차량 변경
잭 스폿까지 차를 몰고 가거나, 이지드라이브를 이용해 잭 스폿으로 바로 이동하면 차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속도 감시 카메라
속도 감시 카메라는 저마다 고유한 스피드월이 있어 이 속도 감시 구역을 가장 빠르게 지나간 사람을 
표시합니다.

보안 문
탈출 경로와 잭 스폿을 감춥니다. 보안 문을 부수면 스피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비소
페어헤이븐에는 정비소가 있어 운전하는 차량을 수리하거나 재도색할 수 있습니다. 정비소를 통과하면 
차량의 색깔이 바뀌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즉시 수리됩니다. 자유 주행에서 차량이 완전히 망가지면, 가장 
가까운 정비소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개조
개조(“모드”)는 차량의 업그레이드를 말합니다. 이벤트에서 1위나 2위를 하면 얻게 됩니다. 모드를 획득하면, 
이지드라이브의 개조 옵션에서 차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드에는 엔진 업그레이드, 미끄럼 방지 타이어, 에어로 패키지, 차량 섀시의 강도 증가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모스트 원티드 목록 최상위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여기에 표시되는 모드 장착 여부에 따른 현재 차량 상태 변화를 
보고 적절한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 모드
이 특수 프로 모드는 가장 헌신적인 길거리 레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페어헤이븐 레이싱 커뮤니티에서 사용 
가능한 궁극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거리를 장악하고, 기록을 단축해 모스트 원티드 모드를 획득하세요.

싱글 플레이어 게임에서, 프로 모드는 차량 별로 해제됩니다. 멀티플레이어에서는 특정 유형의 모드로 
운전해 프로 드라이버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해당 유형의 모든 모드가 모든 차량에 대해 프로로 
업그레이드됩니다.



8 9

멀티플레이어
페어헤이븐은 지상에서 가장 화끈한 드라이빙 액션의 고향이지만, 멀티플레이어에서는 더 화끈한 온라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멀티플레이어에서는 특별 선택된 기본 설정 차량 모음과 함께 스피드 레벨 1로 시작합니다. 이 차량들은 
지정된 기본 설정 모드로 수동 개조되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레벨이 높아지면 더 많은 개조 
가능 차량을 얻게 됩니다. 게임 도중 차량을 바꾸고 싶다면, 이지드라이브를 부르고 차량 변경(Change Car)
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게임플레이는 최고의 드라이버에게도 만만치 않은 5가지 이벤트로 구성된 스피드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스피드 테스트에서 레이스, 팀 레이스와 챌린지까지, 스피드 리스트의 모든 이벤트는 미트 업
(Meet Up)에서 시작합니다. 지도상의 미트 업까지 빠르게 달려보세요 – 처음으로 도착하는 사람은 스피드 
포인트 보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자막을 확인하세요. 언제든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릴 준비가 되셨나요?

스피드 레벨
멀티플레이어 스피드 레벨은 플레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스피드 레벨을 1
에서 70까지 올리다 보면 더 많은 차량, 마일스톤 목록, 스위트 리벤지 보상과 번호판을 얻게 됩니다.

스피드 포인트 수치가 여러분의 멀티플레이어 스피드 레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플레이해 스피드 포인트를 얻으면, 멀티플레이어에 돌아왔을 때 스피드 레벨이 높아져 더 멋진 요소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니드포스피드 
멀티플레이어에서 이용 가능한 미리 선택된 차량입니다. 이 기본 설정 차량은 이지드라이브에서 이름 

옆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또 온라인 플레이에서 사용 가능한 지정된 모드가 함께 제공되며 개조는 
불가능합니다.

커스텀 차량
스피드 레벨 2가 되면, 개조 가능한 차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차량은 재고 부품 및 기본 페인트칠과 함께 
제공됩니다.

모드를 해제해 이러한 차량을 개조하려면, 이지드라이브에서 차량 개조(Customize Car)를 열어 사용 가능한 
마일스톤을 확인하세요.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모드를 얻고 이지드라이브의 옵션을 이용해 차량에 장비할 수 
있습니다.

팁: 특정 차량의 마일스톤을 해제하면, 같은 차량의 니드포스피드 버전을 이용할 때도 해당 마일스톤에 
대한 진행상황은 계속 유지됩니다.

마일스톤
모든 차량에는 고유한 마일스톤 목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차량에 대한 모드와 페인트를 
얻게 됩니다. 차량의 모드를 더 얻고 싶다면, 모드 마일스톤을 달성하세요. 모드를 해제해 차량에 장비한 
상태에서 마일스톤을 달성해야 합니다.

마일스톤 목록
스피드 레벨이 높아지면, 추가 마일스톤 목록이 해제됩니다. 추가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스피드 포인트 보상, 
수집용 번호판과 프로 모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마일스톤 목록과 마일스톤 달성 진행과정은 드라이버 정보(Driver Details)의 마일스톤 목록
(Milestone Lis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임(Public Game)
스피드 리스트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모두가 최고 점수 플레이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친구 게임(Friends Game)
초대된 플레이어들이 진행하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로, 플레이어는 함께 페어헤이븐을 질주할 수 있습니다. 
친구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모이면, 게임을 설정한 플레이어는 참가한 플레이어 집단과 함께 공개 게임으로 
이동하거나, 집단 고유의 커스텀 스피드 리스트를 만들거나, 이지드라이브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을 이용해 
자동 제공되는 크라이테리언 스피드 리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리스트
스피드 리스트는 멀티플레이어의 핵심으로, 연속으로 진행되는 특별 선정된 5가지 이벤트로 구성됩니다. 
스피드 리스트의 목적은 가장 많은 스피드 포인트를 얻어 최고 점수 플레이어가 되어 스피드 리스트를 
끝내는 것입니다.

자막
멀티플레이어를 플레이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자막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니까요.

미트 업
스피드 리스트의 모든 이벤트는 모든 이벤트는 미트 업(Meet Up)에서 시작합니다. 미니맵의 녹색 선을 따라 
빨간색으로 점멸하는 원으로 들어가세요. 가장 먼저 도착하면 스피드 포인트 보너스를 받습니다. 전원이 
도착하면,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팁: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동 후 미트 업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벤트가 시작하면 미트 
업 지점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차량 제한
스피드 리스트에 특정 클래스의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이벤트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지드라이브를 이용해 이제까지 해제한 차량 목록에서 해당 이벤트에 사용할 적절한 차량을 선택하고 미트 
업 지점까지 달려가세요.

적절한 차량으로 기준 시간 안에 미트 업까지 가지 못하면,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차량의 기본 
버전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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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레이어 차량 클래스
차량 제한 이벤트와 일부 멀티플레이어 마일스톤에서는 특정한 클래스의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차량 클래스는 7가지, 즉 에브리데이, 엑조틱, 그랜드 투어러, 머슬, 레이스, 스포츠, SUV로 구분됩니다.

에브리데이
Audi A1 Clubsport Quattro
Ford Focus RS500
Ford Focus ST
Lancia Delta HF Integrale Evoluzione 2
Mitsubishi Lancer EVOLUTION X
Subaru Cosworth Impreza STI CS400

엑조틱
Bugatti Veyron 16.4 Super Sport
Chevrolet Corvette ZR1
Ford GT
Lamborghini Aventador LP700-4
Lexus LFA
McLaren MP4-12C
Pagani Huayra
Porsche 918 Spyder Concept Study
Koenigsegg Agera R

그랜드 투어러
Bentley Continental Supersports Convertible ISR
Maserati GranTurismo MC Stradale
Mercedes-Benz SLS AMG
Porsche Panamera Turbo S

머슬
BMW M3 Coupé
Chevrolet Camaro ZL1
Dodge Challenger SRT8 392
Ford Mustang Boss 302
Mercedes-Benz SL 95 AMG Black Series
Shelby COBRA 427®
SRT Viper GTS

레이스
Ariel Atom 500 V8
BAC Mono
Caterham Superlight R500

스포츠
Alfa Romeo 4C Concept
Aston Martin V12 Vantage

Audi R8 GT Spyder
Jaguar XKR
Lamborghini Countach 5000 QV
Lamborghini Gallardo LP570-4 Spyder Performante
Marussia B2
Porsche 911 Carrera S
Porsche 911 Turbo 3.0
NISSAN GT-R EGOIST
Tesla Roadster Sport

SUV
Ford F-150 SVT Raptor
Range Rover Evoque Coupé

멀티플레이어에서 차량 변경
이지드라이브에서 차량 변경(Change Car) 옵션을 이용하면 멀티플레이어 도중 차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레이스
멀티플레이어 레이스는 미트 업에서 시작합니다  – 스타팅 그리드도 없고 규칙도 없으니, 최고의 출발 
지점을 차지하고 체크포인트를 돌파해야 합니다.

최종 순위에 따라 획득하는 스피드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레이스를 시간 안에 완수하지 못하면, 미완수(DNF) 
상태가 되어 스피드 포인트를 받지 못합니다.

멀티플레이어 팀 레이스
미트 업에 도착하면 두 팀으로 나뉩니다. 팀 레이스의 목표는 이벤트 종료 시 가장 많은 스피드 포인트를 
얻는 것입니다. 스피드 포인트는 최종 순위, 제압, 스폿 보너스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팀 레이스는 
마지막 플레이어가 결승선을 통과하거나 레이스 타이머가 끝나야 종료됩니다. 따라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면, 
상대 레이서들을 찾아 제압해 팀의 스피드 포인트를 올리세요.

멀티플레이어 스피드 테스트
스피드 테스트는 전원이 스피드 트랩을 이용한 최고 속도, 최장 점프, 드리프트 또는 최고 기록을 놓고 90초 
동안 치열한 혈투를 벌이는 곳입니다.

점수판에 가장 먼저 점수를 기록해 스피드 포인트 보너스를 얻고, 점수를 갱신하거나 상대 레이서들을 
제압하고 스피드 테스트에서 몰아내 기록을 유지하세요.

스피드 테스트 중에는 탈락이 적용됩니다 – 즉 상대 레이서를 제압하면, 해당 레이서의 점수가 점수판에 
고정되어 더 높은 점수를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탈락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 레이서들을 
제압하고 자신의 점수를 지키세요.

멀티플레이어 챌린지
멀티플레이어 챌린지는 전원이 협력해 제한 시간 내에 챌린지를 완수해야 하는 다수 참가 이벤트입니다.

자막을 보고 해야 할 일을 확인한 다음 질주해 최대한 빠르게 챌린지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거나, 가장 
많이 공헌해 가장 많은 스피드 포인트를 받으세요.

팁: 점프 오버 같은 협력 작업에서는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점프 
차량 밑에 있더라도 차량 점프에는 똑같이 공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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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이벤트에서 독특한 행동을 하면, 이벤트 종료 시에 티켓을 받아 스피드 포인트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팁: 한 이벤트에서 가장 많은 친구의 스피드월을 갱신하면 얻을 수 있는 프레너미(Frenemy) 티켓은 
가장 많은 스피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인터미션
모든 스피드 리스트 사이에는 인터미션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 주행을 즐기고, 차량을 변경하거나 
개조하고, 스피드 리스트에서 획득한 요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스피드 리스트
커스텀 스피드 리스트는 친구 게임에서 좋아하는 이벤트를 즐기도록 직접 만들 수 있는 스피드 
리스트입니다.

커스텀 스피드 리스트를 만들려면, 멀티플레이어 지도 화면(Multiplayer Map Screen)에서 스피드 리스트 
편집(Edit SpeedLists) 옵션을 선택하세요. 친구 게임을 만든 플레이어 본인만이 커스텀 스피드 리스트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마일스톤과 다른 비밀 챌린지를 완수하면 번호판을 얻어 온라인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개조하려면, 드라이버 정보 화면(Driver Details Screen)에서 번호판 개조(Customize License 
Plate) 메뉴를 이용하세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저속하지 않으며 (1) 
EA 게임이나 EA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자산 또는 (2) 사용자 자신의 창작물이며 저작권, 등록 상표, 상품 
외장, 공표권/사생활 보호권을 포함한 제3자의 권리를 위반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재료로만 구성된 콘텐츠나 
콘텐츠 링크만 게시해야 합니다. EA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최고 점수 플레이어
최고 점수 플레이어는 현재 스피드 리스트 이벤트에서 가장 많은 스피드 포인트를 가진 플레이어를 
말합니다. 최고 점수 플레이어를 제압해 추가 스피드 포인트를 받으세요.

스위트 리벤지 보상
제압당하지 않고 여러 번 적을 제압하면, 스위트 리벤지 보상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을 제압한 
사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고, 잠시 무한 니트로를 이용하고, 제한된 시간 동안 방어력이 높아지거나, 원터치 
제압 능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차량에 적용할 스위트 리벤지 보상을 설정하려면, 이지드라이브에서 차량 개조(Customize Car)를 
이용하세요.

EA KOREA 고객 지원 안내
■고객지원 서비스 범위

EA Korea 고객지원실은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소비자의 제품관련 문의/답변 2) 소비자의 불량 제품에 대한 A/S 교환

■제품 보증 기간

Electronic Arts는 소비자가 이 게임을 구입한 후 30일 동안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 게임이 담긴 매체 와 

매뉴얼의 내용에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품, 구입증명서(영수증원본),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와 함께 불만 

사항을 적어서 구입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확인 시 신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A/S 가능한 품목

EA Korea 고객지원실은 해당 플랫폼에 대하여 아래 기간동안 A/S 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교환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1) PC 게임: 제품 출시 후 2년 이내

2) 콘솔 게임: 제품 출시 후 1년 이내

※ 제품 출시 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한 A/S는 예외의 경우로 검증 후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EA Korea 고객지원실은 아래 교환 가능한 사유에 대하여 A/S 교환을 실시합니다.

1) 디스크 손상 2) 디스크에 스크래치

3) 읽을 수 없는 디스크 4) 케이스 손상

5) 더러운 케이스 6) 타이틀 패킹 불량

7) 매뉴얼 불량 8) 케이스 속지 불량

9) EA의 광고 내용이 게임과 다를 경우 10) 공장에서 생산 중 발생한 모든 불량

■참고사항

A/S 교환 요청 시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후 소비자 과실에 의한 불량에 대해서는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

- A/S 접수 시 먼저 EA 고객센터(080-578-8823 / 02-578-8823)로 연락을 취하여 주십시오.

-  반드시 구입 영수증과 불량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과 불량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EA KOREA 

고객지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 CD 분실은 제품 교환에서 제외됩니다.

- 제품 구입 일로부터 30일(소인유효) 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 접수된 제품은 테스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이 가능합니다.

- 접수된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재발송 해드립니다.

- 제품제조상의 문제일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 보상해 드립니다.

- 구입 후 제품 불량 발견 즉시 보내주시면 빠른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장 진열 시 발생한 모든 A/S는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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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KOREA 고객 지원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1595-10 봉양 빌딩402호

일반 상담전화: 02) 578-8823

무료 상담전화: 080) 578-8823

메일 문의: https://help.ea.com/kr (본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월요일 ~ 금요일 / AM 9:00 ~ PM 6:00 (토,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