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상게임쇼 유저 가이드
【 2020. 7. 22(수)~ 7. 26(일) 】
B2B 행사 : 2020. 7. 22(수) ~ 7. 23(목)
B2C 행사 : 2020. 7. 24(금) ~ 7.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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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게임쇼 입장 안내

■ 가상 게임쇼를 즐기기 위한 원칙
□ 함께하는 즐거움
ü 본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즐거운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ü 이번 행사가 열리는 이유는 게임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전시 관람, 네트워킹, 부스 방문 등
의 경험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ü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소셜 플랫폼인 “Your World"는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관람 중 버그나 에러가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상호존중
ü 이번 행사는 게임 업계의 전문가 네트워킹 및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ü 따라서 모든 참여자와 전시자의 상호존중은 필수적이며, 모든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공간공유
ü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가상공간에는 최대 입장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ü 관람이나 미팅이 종료되면 로그아웃을 하여 다른 사용자가 입장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십시오.
ü 전시자 및 미팅이 있는 참여자에게 입장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게임쇼에 입장하는 방법
□ 설치파일 다운로드
ü 가상게임쇼 접수페이지를 통해 런처를 다운로드받습니다.
- https://indiecraftgameshow.com/
ü 행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에러나 지연 방지를 위해 다운로드 이후 패치 설치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 접속 방법
ü 런처를 실행한 후, ‘계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ü 생성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ü 플랫폼에 입장하게 되면 개장 시간에는 파크(park)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장 시간에는 입장 게이트에 녹색불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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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게임쇼 월드 안내

■ 가상게임쇼 탐방 정보
□ 월드에 접속
ü 게임 런처를 통해서 다양한 월드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ü 하지만 다른 월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런처로 돌아온 이후 입장을 희망하는 월드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 월드 지도
ü 본 행사에는 여러 개의 월드가 있지만 기본적 지형 구성은 동일합니다.
ü 따라서 모든 월드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부스 배치 및 액티비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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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별 부스 배치도
World A

World B

World C

Worl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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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

3

World F

아바타 조작 방법

■ 조작 방법
□ W, A, S, D키 : 이동
ü 키보드의 W, A, S, D키를 눌러서 아바타를 전후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ü 카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 마우스 : 카메라 시야 지정
ü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야를 마우스 움직임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ü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카메라의 좌우 움직임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 : 음성 채팅
ü 음성 채팅을 하기 위해 마이크의 연결을 확인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ü 기본 input 및 output 디바이스에 음성 채팅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ü 재생(playback) 관련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 헤드폰 사용을 권장합니다.
※ 문제가 계속될 경우 본 가이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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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키 + 사용자 클릭: 사용자 정보 저장
ü V키를 누르고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켜 특정 아바타를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ü 저장된 모든 정보는 텍스트 파일(.txt) 형태로 본 행사의 사용자 문서함에 저장됩니다.
ü 저장 폴더 : 내컴퓨터 > Documents > Indiecraft > Contactinfo

□ 엔터 : 텍스트 채팅 시작 (영문만 가능, 한글 사용 불가)
ü 엔터키를 누르면 텍스트 박스가 열리고 타이핑할 수 있으며,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 F2 : 파크 호스트에게 메시지 보내기
ü 플랫폼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등 도움이 필요하거나 부정행위 신고를 원할 경우
ü F2키를 누르면 파크 호스트와 연결됩니다.
ü 이후 엔터키를 누르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Tab : 카메라 시점 변경
ü Tab키를 누르면 1인칭 혹은 3인칭 카메라 시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M키 : 월드맵 확인
ü M키를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하단의 지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월드의 월드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ü 월드맵에서는 해당 월드에 설치된 각 부스별 기업명과 부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키 : 조작 방법 확인
ü N키를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하단의 키보드 이미지를 클릭하면, 게임 내에서도 언제나 아바타 조작 방법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Control + Alt + R키 : 다시 시작
ü 게임쇼 내에서 여러분의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Control + Alt + R키를 동시에 눌러서 입장 구역에
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ESC : 나가기
ü ESC키를 누르면 게임쇼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 추가 팁: Alt + Tab키 또는 윈도우즈 키를 누르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설정 메뉴에서 전체화면 혹은 작은 창으로 보기 모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6 -

4

자주하는 질문

■ 온라인 가상전시 게임쇼란?
- 인디크래프트 2020 온라인 가상전시 게임쇼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게임 개발
사와 게임 유저, 기업 등이 최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한 가상공간에서의
게임쇼 행사입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 인디크래프트 2020 온라인 가상전시 게임쇼는 모든 게임 기업과 게임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게임을 좋아
하는 유저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 게임쇼에 입장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 본 게임쇼는 게임 유저나 일반 관람객, 게임 기업 관계자 등 모든 분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 게임쇼에서 사용된 플랫폼은 무엇인가요?
- 이번 인디크래프트 2020 온라인 가상전시 게임쇼에 사용된 플랫폼은 엑솔라(XSOLLA) 사의 'Your
World' 라는 언리얼4 엔진으로 구현된 강력한 샌드박스 기반의 온라인 소셜 플랫폼으로, 연령과 기술 수
준에 상관없이 가상공간에서 자신만의 온라인 세계, 게임, 테마 파크 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서비스입니다.

■ 게임쇼에는 어떻게 입장할 수 있나요?
- 게임 유저나 일반 관람객(B2C)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홈페이지에서 런처 설치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설
치하고, ‘계정 만들기’를 통해 계정을 생성하여 B2C 행사 당일부터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게임 기업(B2B) 참석자는 'B2B 참가 신청' 버튼을 통해 'MeetToMatch' 사이트에 먼저 가입하시고
Profile을 작성하셔야만 등록하신 이메일을 통해 B2B 런처 설치파일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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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쇼에 참가한 개발사와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나요?
- B2B 행사 기간에는 게임 기업 참석자와 참가 개발사가 모두 'MeetToMatch' 사이트를 통해 미팅 일정을
잡고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B2C 행사 기간에는 각 게임 부스마다 개발사 관계자분들이 접속해 있을 예정이오니 음성 채팅을 통해 게
임 유저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 행사 기간 동안 각 부스 앞에는 개발사 홈페이지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가 개시될 예정
이며, 개시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가상공간 밖에서도 개발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참여자들과는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 MeetToMatch 라운지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만날 수 있으며, 라운지는 각 월드의 ‘남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전시회가 끝난 후나 가상공간 밖에서 다른 B2B 참석자와는 어떻게 연락할 수 있나요?
- 게임 내에서 키보드 ‘V’키를 누른 후 연락처를 알기 원하는 참석자를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PC에 자동 저
장됩니다.

■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여러분이 기부해 주신 기부금은 행사가 종료된 후 게임쇼에 참가한 참가 개발사들에 전액 전달됩니다.

■ '*.dll을 찾을 수 없으므로 코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아래 링크를 통해 최신 DirectX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합니다.
- https://www.microsoft.com/ko-KR/download/details.aspx?id=35

■ 게임쇼 프로그램 설치 문제
- 런처 업데이트에 실패한 경우
1. 관리자 권한으로 런처를 실행합니다.
2.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거나 'Your World' 프로그램을 예외로 등록합니다.
- 재배포 가능 패키지 설치
1. 런처를 설치하는 동안 필요한 라이브러리(재배포 가능 패키지)의 설치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계속'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2. 일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려면 설치 파일을 풀기 위한 임시 폴더를 지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게임쇼 파일 다운로드 문제
1. 재배포 가능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연 또는 멈춤 현상이 발생한다면, 설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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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니다. 해당 패키지가 백그라운드에서 여전히 설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파일 다운로드 중 지연 또는 멈춤 현상이 발생한 경우
- 런처를 종료한 후 다시 실행하여 다운로드를 다시 시도합니다.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잠시 멈춥니다.
- 런처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3. “File does not exist” 오류가 발생한 경우
- 런처를 종료한 후 다시 실행하여 다운로드를 다시 시도합니다.
4. "You cannot install the game to the folder that already contains files" 오류가 발생한 경우
- 해당 폴더를 비우거나 게임 설치 경로를 다른 폴더로 변경합니다.

■ 음성 채팅 문제
- 게임쇼 내에서 음성 채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대로 확인해 주세요.
1. 헤드폰이나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고, 기본 재생 장치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고, 기본 녹화 장치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최신 오디오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이외의 다른 모든 오디오 장치를 비활성화합니다.

■ 캐릭터의 움직임이 멈추는 경우
- 게임쇼 내에서 여러분의 캐릭터가 다른 사물에 가로막혀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면 'Ctrl + Alt + R'키를
눌러 입장 구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바타가 이동할 수 없다면 게임쇼 클라이언
트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 캐릭터가 사라지거나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
- 만약 여러분의 캐릭터가 게임 화면에서 사라졌다면 여러분 PC의 게임 프레임이 서버에서 설정된 최소 한
계점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그로 인해 서버에서 튕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게임쇼 프로그램 이
외의 필요하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시킨 후 다시 접속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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