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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설치

DirectX® 

                                   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DirectX® 11이 필요합니다.

1. 모든 백그라운드 작업과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세요.

2.                                                           을 DVD-ROM 드라이브에 삽입하세요.

        ●  자동 실행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설치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자동 실행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

            의 “setup.exe” 파일을 실행하세요.

3. 게임 인스톨러 창이 나타나면, 언어 선택 후 표시되는 EULA에 동의해 주세요.

        ●  선택한 언어로 설치 및 게임을 플레이 하게 됩니다. 게임 상의 언어는 게임 내의 메뉴

            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4. “Install”을 눌러 게임을 기본 디렉토리에 설치합니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Options”를 클릭하세요.

        ●  “Options”에서 설치 할 음성 언어를 선택 가능합니다. 설치 시 선택한 음성 이외에 

            영어 음성은 기본적으로 설치 됩니다.

5. 설치 중에 생성 되는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세요.

The Witcher 3: Wild Hunt – Game Disc 1

The Witcher 3: Wild Hunt

The Witcher 3: Wild Hunt – Game Dis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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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 하기

GOG.com Galaxy Client로 게임 실행하기

                                    바로가기를 실행하면 GOG.com Galaxy Client가 열립니다.

                                    를 실행하려면 “Play”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GOG.com Game Code로 추가 요소 사용하기

업데이트와 무료 DLC를 받으려면 게임과 GOG.com 계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1.                                     바로가기를 실행하면 GOG.com Galaxy Client가 열립니다.

2. “Connect Your Game Now”를 클릭합니다.

3. 무료 GOG.com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회원인 경우 로그인 합니다.

4. GOG.com Game Code를 입력합니다.

음성 변경하기

“Settings”에서 다른 언어 음성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선택한 음성 파일이 다운로드 되며,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GOG.com 계정이 필요합니다. 영어 음성 파일은 

다른 언어 음성으로 변경 시에도 남아 있습니다.

게임 저장 불러오기

                                                     의 저장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이전 선택지 정보가                       에 반영됩니다. 저장된 게임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메인 메뉴의 “New Game”에서 “저장된                        게임 불러오기”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의 저장 데이터가 아래의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ystemDrive%\Users\%USERNAME%\Documents\Witcher 2\gamesaves

                      의 어떤 저장 데이터도                                    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 Act 3 진행 후 최종 자동 저장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그보다 앞서 만들어진 저장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이후의 선택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기본 설정은 어떤 선택지도 가져오지 않음입니다.

                      저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프롤로그 대화 중 질문과 답변을 

통해                       에서의 선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The Witcher 3: Wild Hunt

The Witcher 3: Wild Hunt

The Witcher 3: Wild Hunt

The Witcher® 2: Assassins of Kings

성능 비고

NVIDIA® GeForce® GPU로 게임을 실행하면 최적화된 플레이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The Witcher 2: Assassins of Kings

The Witcher 3

The Witcher 2

The Witcher 2
The Witcher 2

The Witcher 2
The Witcher 2

The Witcher 3: Wild 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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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게임 조작

기본 키보드 배치

이동

상호작용, 내리기

수면으로 올라가기/오르기/점프/
[누르고 있기] 구르기

회피

대상 지정

단축 메뉴

표식 사용

달리기/전력질주/구보/질주;
빠른 헤엄; 보트 가속

말 부르기/멈추기

보트 멈추기/후진

잠수/가라앉기

걷기/달리기 토글

소지품

캐릭터 창

용어 사전

괴물 도감

지도

게임 메뉴

정지 메뉴

강철검 뽑기

은검 뽑기

검 집어넣기

소모품 슬롯 1

소모품 슬롯 2

표식 선택

마우스

속공

강공

빠른 슬롯 물품/석궁

위쳐 센스; 쳐내기/반격

왼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 Shift

가운데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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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인터페이스

게임의 화면 구성은 커스터마이즈 가능합니다. 메인 메뉴 또는 정지 메뉴의 "옵션"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터페이스 요소가 한번에 표시 되지는 않습니다.)

 1. 늑대 메달: 근처에 흥미를 끄는 것이 있으면 빛납니다.

 2. 원기 막대: 원기를 표시합니다. 원기는 표식을 사용하거나 전력질주 또는 빠른 헤엄시 
      감소합니다.

 3. 아드레날린 점수: 현재 아드레날린 점수를 표시합니다. 전투 중에 획득 또는 손실되며,
      피해를 주는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4. 현재 활성중인 표식: 현재 선택중인 표식을 표시합니다.

 5. 중독도 막대: 현재 중독도 수치를 표시합니다.(중독도는 포션을 마시면 증가합니다.) 
      해골 모양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경우, 중독도 수치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6. 플레이어 체력: 남은 체력을 표시합니다.

 7. 현재 적용 중인 강화 및 약화 효과: 현재 적용 중인 효과를 표시합니다.

 8. 적 체력 막대: 현재 목표로 한 적의 이름과 레벨, 남은 체력을 표시합니다. 체력 막대의 색깔은
      목표로 한 적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마법을 기원으로 한 적은 은색, 그 외의 적 종류는 붉은색
      으로 표시됩니다. 막대 왼쪽의 숫자는 적의 레벨을 나타냅니다. 적보다 레벨이 5 이상 높은 
      경우 숫자는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4 이하인 경우에는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적보다 레벨이 
      5 이상 낮은 경우 숫자는 적색으로 표시됩니다. 체력 막대 주변의 해골 모양은 주요 위협임을 
      의미합니다.

 9. 보스 체력 막대와 이름: 현재 보스의 이름과 남은 체력을 표시합니다.

10. 공기량 막대: 잠수 중 남은 공기의 양을 표시합니다.

11. 현재 시간과 날씨: 현재 시간과 날씨(맑음, 비, 눈 등) 정보를 표시합니다.

12. 미니맵: 주변, 추적 중인 목표의 방향, 근처의 흥미를 끄는 지점(빠른 이동 지점, 퀘스트 
      목적지, 약초, 적 등)을 표시합니다.

13. 보트 상태: 현재 보트 상태를 보여줍니다. 보트를 총 6 부분으로 나누어 어느 부분이라도 
      붉게 변하면 심하게 손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검게 변하면 보트가 곧 
      가라앉음을 의미합니다.

14. 동료 초상화 표시: 현재 함께 다니는 NPC의 체력과 이름,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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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물품 내구도: 현재 장비중인 물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물품을 장비 가능한 슬롯에 해당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해당 부분이 붉게 변하면 심하게 손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6. 상호작용: 행동을 하기 위한 버튼을 보여줍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7. 단축 메뉴: 현재 활성중인 표식 또는 소지품에서 선택된 빠른 슬롯 물품(석궁, 폭탄, 퀘스트
      물품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8. 활성화된 퀘스트: 현재 추적 중인 퀘스트와 목표를 표시합니다.

19. 업데이트 부분: 퀘스트 업데이트, 아이템 획득, 경로 지점 발견, 흥미를 끄는 지점 조우, 
      레벨 또는 제조법 획득을 표시합니다.

20. 행동 로그: 행동 및 관련 통계를 표시합니다.

21. 추가 장비: 현재 장비 중인 포션과 빠른 슬롯 물품을 표시합니다.

22. 자막: 캐릭터들의 대화 자막을 표시합니다.

23. 말의 공포 수치: 말이 공포에 빠진 정도를 표시합니다. 적이 접근하면 말의 공포 수치가 
      증가합니다.

24. 말 원기: 말의 원기를 표시합니다. 원기가 소진되면 말은 질주 할 수 없으며, 걷거나 구보는
      가능합니다.

25. 조작 도움말: 전투, 탐색, 수영, 승마 등 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표시
      합니다.

26. 현재 위치/연도: 이야기의 시점과 장소 변경 시 표시됩니다.
      (회상/게임플레이 부분 시작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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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최신 매뉴얼은 thewitcher.com/extra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witcher.com/support에서 CD PROJEKT RED의 지식 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 베이스에서 답변을 찾지 못한 경우 지원 페이지에서 요청서 제출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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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및 WARRANTY

기술지원

저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의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에 하자

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만일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연락

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bandainamcoent.or.kr 또는 http://www.intragames.co.kr

이메일: help@intragames.co.kr

전화: 080-782-8347

기술 지원 담당자들은 월요일~금요일(주말/공휴일 휴무)/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연락을 하신 후 기술 지원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보증(WARRANTY)

저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가 제작한 매체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하여 구입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품 구입 후 1년간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 드릴 것을 보증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보증서 없이 판매된 제품 혹은 비정상적, 불법적으로 개조한 제품과 그런 제품의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제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제품 보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제품의 결함이 오용, 부적절한 사용, 잘못된 처리 및 보관이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제품을 원 제작자 및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의 허가 없이 수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3. 제품의 일련번호가 변경, 손상, 제거된 경우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 박희원, 오정은, 김찬우

                       (주)인트라게임즈 스탭 : 배상찬, 이희섭, 배승열, 송화섭

                        패키지 디자인 : 다미아트(DAMIART)



WWW.THEWITCHER.COM

The Witcher® is a trademark of CD PROJEKT S. A. The Witcher game © CD PROJEKT S. A. All rights reserved. 
The Witcher game is based on a novel by Andrzej Sapkowski. All other copyrights and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GOG.com is © 2008 – 2015 and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GOG Ltd.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