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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방법

PC 조작 정보
PC용 FIFA 16에서는 다양한 조작 기기를 이용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최
상의 경험을 위해, Xbox One 무선 컨트롤러 사용을 권장합니다. 본 매뉴얼에 수록
된 조작방법은 Xbox One 무선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되
는 컨트롤러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readme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FIFA 실
행프로그램에 표시되었듯이, 게임 설정(GAME SETTINGS) > 버튼 아이콘(BUTTON 
ICONS)을 선택하면 숫자와 , , ,  스타일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
보드나 키보드 및 마우스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라면, PC용 FIFA 16에서는 게임에
서 키보드 아이콘과 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정은 게임을 실행해 “START
나 SPACE를 눌러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 결정됩니다. 이 설정은 사용
자의 기본 조작 기기를 결정합니다. Xbox One 무선 컨트롤러가 있다면 메뉴(Menu)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앞서 설명한 FIFA 실행프로그램에서 선택한 버튼 아이콘
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SPACEBAR를 누르면, 게임 전체에 적용되는 키보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게임에서 조작방법을 편집할 때는, 컨트롤러 설정(Controller Settings) 화면에 들
어갈 때 사용한 기기로 조작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컨트롤러를 기본 기기로 설정했더라도 ENTER를 눌러 컨트롤러 설정(Controller 
Settings)으로 들어갔다면,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 설정 관련 화면이 표시됩니다. 
컨트롤러 설정(Controller Settings) 화면에서 키보드 + 마우스(Keyboard + Mouse)와 
키보드 전용(Keyboard Only)을 조작기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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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 마우스 조작방법
FIFA 16에서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을 이용해 키보드 플레이어는 개인기, 스루패스를 위한 열린 공간 지정, 동료의 
질주 경로 만들기, 대인 수비 같은 게임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알림: 이것은 기본 클래식 조작방법(Classic Controls)입니다. 대체 조작 및 투 버
튼 조작도 가능합니다. 조정할 키를 선택하고 RETURN을 누르면 행동(Actions)에 
대한 키 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키보드 및 마우스 버튼은 고
정돼 있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휠 스크롤, 마우스, R.

�
공격
스루 패스 A

로빙 패스/크로스/헤딩 S

슛/발리/헤딩 왼쪽 클릭

짧은 패스/헤딩 오른쪽 클릭

선수 이동 마우스

속도 조절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는 선수 근처로 
옮김)

전력질주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는 선수 반대쪽
으로 옮김)

동료 달리기 R + 마우스 (커서를 동료 쪽으로 향하
고, R을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원하는 
질주 경로로 이동)

선수 달리기/조정 왼쪽 SHIFT

정교한 슛/조정 D

전술 위쪽 화살표

정신력 왼쪽 화살표/오른쪽 화살표

전술 구성 아래쪽 화살표

개인기 휠 스크롤

일시 중지 ESC

도움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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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
몸싸움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는 선수 근처로 

옮김)

달리기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는 선수 반대쪽
으로 옮김)

선수 변경 왼쪽 SHIFT

선수 마크 R + 마우스 (커서를 상대 선수 쪽으로)

태클 (밀기 또는 당기기) 왼쪽 클릭

압박 오른쪽 클릭

동료 압박 D

슬라이딩 태클 S

골키퍼 돌진 A (누르고 있기)

전술 위쪽 화살표

정신력 왼쪽 화살표/오른쪽 화살표

전술 구성 아래쪽 화살표

일시 중지 ESC

도움말/골키퍼 조작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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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작방법
알림: 본 매뉴얼의 조작방법은 Xbox One 무선 컨트롤러 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동
선수 이동 
퍼스트 터치/녹온  +  

전력질주  

공 멈추고 골대 보기  (손 떼기) + 

공 지키기/느린 드리블/몸싸움  (누르고 있기)

페이스 업 드리블  + 

개인기 
공 멈추기  (손 떼기) + 

공격 (기본)
짧은 패스/헤딩 

로빙 패스/크로스/헤딩 

스루 패스 

슛/발리/헤딩 

노 터치 작은 페인팅 

노 터치 큰 페인팅  + 

수동 볼 지키기  + 

칩 슛  + 

정교한 슛  + 

페이크 슛 , 

페이크 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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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고급)
공 지키기 (드리블 도중)  + 
로빙 스루 패스  + 

바운싱 로빙 패스  + 

낮은 크로스  (두번 누르기)

땅볼 크로스  (세번 누르기)

얼리 크로스  + 

패스하는 척하기  (누르고 있기)

취소  + 

플레어 패스  + 

플레어 슛  + 

드라이브 땅볼 패스  + 

전술
오프사이드 트랩 , 
팀 압박 , 
윙 스왑 , 
CB 공격 가담 , 

수비
선수 변경 

선수 바꾸기 (수동)  

태클/밀거나 당기기 (추격 도중) 

당기고 버티기 (추격 도중)  (누르고 있기)

슬라이딩 태클 

빨리 일어나기 

공 처리 

몸싸움  (누르고 있기)

압박  (누르고 있기)

동료 압박  (누르고 있기)

달리며 몸싸움  + 

페이크 태클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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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공 내려놓고 차기 /

스로우/패스 

돌진/공 놓기 

공 줍기 

GK로 변경 보기 버튼

프리킥
땅볼 패스 

높은 패스/크로스 

휘어지는 슛 

드라이브 슛  + 

벽 점프 (수비할 때) 

벽 돌진 

벽 이동 /

벽 조금씩 이동 

프리킥 (고급)
두 번째 키커 호출 

두 번째 키커 휘어지는 슛  + 

두 번째 키커 레이오프 패스  + 

두 번째 키커 레이오프 칩  + 

두 번째 키커 공 위로 지나가기  + , 

세 번째 키커 부르기 

세 번째 키커 휘어지는 슛  + 

세 번째 키커 공 위로 지나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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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킥과 스로인
코너킥 (로빙 크로스) 

코너킥 (낮은 크로스)  (두번 누르기)

코너킥 (땅볼 크로스)  (세번 누르기)

코너킥 (패스) 

짧은 스로인 

짧은 스로인 (수동) 

긴 스로인 

스로인 받는 선수 이동 

페널티킥
슛 

정교한 슛  + 

칩 슛  + 

골키퍼 다이빙  

골키퍼 좌우로 이동  (좌우로 이동)

신규 플레이어를 위한 지원

프로가 아니더라도 경기장에서 멋진 기술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FIFA 16를 
처음 접하신다면, 설정(Settings)에서 조작방법(Controls)으로 이동해 특정 기
술의 지원(Assistance)을 켜십시오.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추거나 위치를 잡지 
않더라도 쉽게 패스와 공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도전해볼 준비가 끝
났다면, 세미(SEMI)를 선택해 지원을 줄이거나 수동(MANUAL)을 선택해 지원 
없이 골을 넣어보십시오. 설정의 조작방법에서 새 트레이너 기능을 ON 또는 
OFF로 설정한 후 자동(AUTO)부터 1~6까지 레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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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
알림: 최고 수준의 선수만이 더 까다로운 기술을 완벽히 구사할 수 있습니다!

별 1개 개인기
볼 저글링 (서 있을 때)  (누르고 있기) + 

풋 페이크 (서 있을 때)  +  (누르고 있기)

별 2개 개인기
보디 페인트 (왼쪽 또는 오른쪽) / (튕기기)

스텝오버 (왼쪽 또는 오른쪽) , , /, , 
리버스 스텝오버 (왼쪽 또는 오른쪽) , , /, , 
볼 롤 (왼쪽 또는 오른쪽) / (누르고 있기)

드래그 백 (서 있을 때)  +  (튕기기)

별 3개 개인기
힐 플릭 ,  (튕기기)

플릭 업 , ,  (튕기기)

룰렛 (왼쪽 또는 오른쪽) , , , , , , /�
, , , , , , 

왼쪽 페이크 & 오른쪽 이동 , , , , 
오른쪽 페이크 & 왼쪽 이동 , , , , 

별 4개 개인기
볼 홉 (서 있을 때)  (누르기)

볼 롤 컷 레프트  (누르고 있기),  (누르고 있기)

볼 롤 컷 라이트  (누르고 있기),  (누르고 있기)

힐 투 힐 플릭 ,  (튕기기)

심플 레인보우 , ,  (튕기기)

고급 레인보우  (튕기기),  (누르고 있기), 
 (튕기기)

왼쪽 페인팅 & 오른쪽 빠지기 , , , , 
오른쪽 페인팅 & 왼쪽 빠지기 , , , , 
스핀 레프트 , 
스핀 라이트 , 
멈춘 다음 왼쪽/오른쪽으로 방향전
환 (달리는 도중)

,  (튕기기)/,  (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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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5개 개인기
엘라스티코 , , , , 
리버스 엘라스티코 , , , , 
드래그 백 페이크 & 왼쪽 빠지기	
(서 있을 때)

 + , P, , P, , R, 

드래그 백 페이크 & 오른쪽 빠지기	
(서 있을 때)

 + , R, , R, , P, 

호커스 포커스 , , , , , , 
트리플 엘라스티코 , , , , , , 
볼 롤 & 왼쪽 플릭 (달리는 도중)  (누르고 있기),  (튕기기)

볼 롤 & 왼쪽 플릭 (달리는 도중)  (누르고 있기),  (튕기기)

퀵 볼 롤 (서 있을 때)  (누르고 있기)

솜브레로 플릭 (서 있을 때) , ,  (튕기기)

턴 & 스핀 (왼쪽 또는 오른쪽) ,  (튕기기)/,  (튕기기)

볼 롤 페이크 레프트 (서 있을 때)  (누르고 있기),  (튕기기)

볼 롤 페이크 레프트 (서 있을 때)  (누르고 있기),  (튕기기)

라보나 페이크 (달리는 도중)  + /,  + 
엘라스티코 촙 레프트 ,  (튕기기)

엘라스티코 촙 라이트 ,  (튕기기)

별 5개 저글링 트릭
레이스 플릭 업  +  (누르고 있기)

솜브레로 플릭 백워드  (누르고 있기)

솜브레로 플릭 레프트  (누르고 있기)

솜브레로 플릭 라이트  (누르고 있기)

토 바운스 레프트  (누르고 있기)

토 바운스 라이트  (누르고 있기)

어라운드 더 월드 , , , , , , , /, 
, , , , , , 

더블 어라운드 더 월드 , , , , , , , , , 
, , , , , , , 

인 에어 엘라스티코 , t(튕기기)/,  (튕기기)

플릭 업 포 발리  (누르고 있기)

체스트 플릭  (누르고 있기),  (누르기), 
 (세번 누르기)

T. 어라운드 더 월드 , , , , , , , , , 
 (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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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16의 새 기능
FIFA 16 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실감나는 시뮬레이션 축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게임플레이 향상과 축구 선수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 기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FIFA Ultimate Team(FUT) 같은 게임 모드도 개선하였습니다. 이 같은 개선 외에 
FUT 드래프트 모드, 여자 인터내셔널 컵 같은 새 게임 모드가 추가돼 FIFA 16을 
역대 최고의 시리즈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FIFA ULTIMATE TEAM 드래프트 모드
드래프트 모드는 새로운 FIFA Ultimate Team(FUT) 플레이 방식입니다. FUT 내 최
고 선수를 드래프트하여 팀을 구성한 뒤 싱글 플레이어(Single Player) 또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Online Multiplayer)에 나가 푸짐한 상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자 국가 대표팀
FIFA 16 에서는 12개 여자 국가 대표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여자 인터내셔널 컵 
오프라인 토너먼트, 킥 오프, 온라인 시즌 & 컵, 온라인 친선경기에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너먼트 시작 전에 개별적으로 조를 바꾸거나 무작위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토너먼트 중에는 경기 플레이 또는 시뮬레이션 기능과 대진, 일정, 토
너먼트 결과 보기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FIFA 트레이너
FIFA 트레이너는 게임 초보를 위한 기능이지만, 고수에게도 기능을 되새겨 보기
에 좋은 수단입니다. 트레이너는 패스, 태클, 슛 등 적절한 기술을 알려줍니다. 
경기 중 언제든  버튼을 누르면 경기 중단 없이 트레이너를 보거나 숨길 수 있
습니다. 일시중지(Pause) 메뉴에서 트레이너 ON 또는 OFF를 선택해도 됩니다.

오버레이 옵션은 자동(Auto)과 수동(Manual) 두 가지입니다. 오버레이는 자동으로  
기본 설정돼 있습니다. 즉 화면 속 동작은 동작을 하는 회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수동에서는 일시 중지 메뉴의 트레이너 옵션을 이용해 6 레벨을 순
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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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작

경기장 입장
FIFA 16에서 실제 FIFA 축구의 강렬한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경기를 처음 시작하
는 경우 경기장으로 바로 이동해 인트로 경기(Intro Match)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
기 중에 본인의 FIFA 16 스킬 수준에 맞춰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인트로 
경기를 건너뛰려면 메뉴(Menu) 버튼을 눌러 일시 중지 메뉴로 이동한 후 경기 종
료(END MATCH)를 선택하면 됩니다.

인트로 경기를 종료했으나 게임에 익숙하지 않다면 추천 난이도가 제시되지 않
습니다. 어댑티브 AI(Adaptive AI) 플레이어를 상대로 첫 킥 오프를 한 후 이 제안
을 다시 받게 됩니다. 
초보 플레이어로서 인트로 경기를 완료했거나 이전 FIFA 타이틀에 데이터가 남아 
있는 사용자라면 본인에게 맞는 난이도가 추천됩니다. 이 경우 FIFA 16 메인 메뉴
에 들어가기 전에 원하는 팀을 선택하게 됩니다.

클럽(CLUB), 난이도(DIFFICULTY), 조작
방법 설정(CONTROLS SETTINGS) 선택
인트로 경기를 마치면 팀과 난이도, 조작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A SPORTS™ 
Football Club에서 클럽의 문장이 내 이름 옆에 표시되기 때문에, FIFA 16를 플레이
하는 친구들은 내가 후원하는 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A SPORTS FOOTBALL CLUB에 연결
FIFA 16에서 좋아하는 팀을 계속 응원하세요. EA SPORTS Football Club에서 실제
로 좋아하는 클럽과 연결하면, 해당 클럽의 소식과 행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FA 16을 플레이 하는 친구들과 연결하여 주요 경기와 성적을 공유하고 순
위표를 비교하며 카탈로그를 보내거나 친구의 성적에 댓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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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FIFA 경험에 대한 보상 획득
이전 FIFA 경기에서 획득한 EA SPORTS Football Club 레벨과 XP, FCC(Football Club 
Credit)가 FIFA 16에 그대로 이월됩니다. 또 Ultimate Team, 커리어(Career), 온라인 
시즌(Online Seasons) 같은 FIFA 15 모드의 과거 진행 상황에 대한 보상도 제공됩
니다.

경기 준비
경기에 나서기 전 설정 화면에서 게임 설정(Game Settings)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은 경기 시간, 난이도, 경기 조건, 사용할 공 등입니다. 또 원하는 현실
성에 맞춰 부상과 오프사이드 여부 같은 규칙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팁
게임 설정(Game Settings) 메뉴에서 카메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경기 유형마
다 7개까지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 카메라 옵션이 제공됩니다. 경기장과 각
각의 경기를 자신에게 맞는 시점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팀 관리(TEAM MANAGEMENT)
FIFA 16에는 FIFA 15와 같은 팀 관리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익숙한 인터페
이스와 기능으로 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선수단 구성, 대형 조정, 임무 부여, 
전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팀 기록을 가져오거나 새로 만들 수 있고 경기으로 
돌아가기 전에 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장과 불러오기
FIFA 16는 진행 상황과 최신 설정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합
니다. 자동저장 아이콘이 표시될 때는 컴퓨터를 끄지 마십시오. 저장하지 않은 
정보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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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메뉴

홈
홈에서는 가장 최근에 플레이한 게임 모드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킥 오프
(KICK OFF)를 선택하면 경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플레이 대상에 따라 커리어를 계
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경기(Next Match)를 진행하거나 FIFA 16 라이브 콘텐츠
(Live Content)에서 최신 뉴스와 승급 소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PLAY)
FIFA 16에서는 킥오프(Kick Off), 커리어(Career), 기술 경기(Skill Games), Ultimate 
Team, 토너먼트(Tournaments), 그리고 새로 선보이는 여자 인터내셔널 컵(Women’s 
International Cup) 등 다양한 게임 모드로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 클럽(Pro Clubs), 온라인 친선 경기(Online Friendlies), 협동 시즌(Co-op Seasons), 
시즌(Seasons)과 같은 온라인 모드에서 승급이나 트로피를 놓고 일대일 경기를 즐
길 수 있습니다.

매치 데이 라이브(MATCH DAY LIVE)
좋아하는 팀의 뉴스 헤드라인과 상태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최신 뉴스 기사를 읽
거나 득점 순위, 팀 순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우수 선수(PLAYERS IN FORM)
최신 실제 선수의 상태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매주, 실제 축구 경기의 성적을 
바탕으로 선수 스탯이 업데이트됩니다.

우수 팀(TEAMS IN FORM)
업데이트된 실제 팀 평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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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마이즈(CUSTOMISE)
커스터마이즈(Customise) 패널에서 나만의 FIFA 16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여러 가
지 설정을 조정하고 조작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 관리, 플레이어 생성 또
는 관리, EA SPORTS™ Trax에서 음악 재생목록 관리, 크레딧 또는 팀 성적 보기
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팀에 여러 선수단을 만들어 라인업과 전술을 관
리할 수 있습니다.

EA SPORTS TRAX
메인 메뉴에서 EA SPORTS Trax에 접속하여(CUSTOMISE > EA SPORTS TRAX), 노
래를 들을 수 있고 노래를 선택하여 나만의 재생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를 누르면 모든 음악을 끌 수 있습니다.

EA SPORTS FOOTBALL CLUB
EA 서버에 로그인하면 경기 내내 화면 오른쪽 상단의 위젯을 통해 EA SPORTS 
Football Club(EASFC)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EASFC 위젯에는 현재 Football Club 
Level, XP, FCC(Football Club Credit), 좋아하는 팀 문장이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EASFC 위젯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를 움직이거나  또는 를 누르면 다음 범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내 활동(My Activities)	 �완료한 FIFA 16 이벤트를 확인하고, 최신 업적을 게임을 
플레이하는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식(News)	 	 		 	나와 친구들이 공유한 업적을 확인하고, 코멘트와 태그
를 달아 내 생각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공지(Notifications)	 � �친구들과 FIFA 개발팀이 보내는 최신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Catalogue)	 � �카탈로그(Catalogue)를 살펴보고 획득한 FCC를 새로운 
세리머니, 특별 키트와 팀 같은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템은 FIFA 16에서 특정 레벨이 돼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A Sports™ Football Club Catalogue는 FIFA 16 메인 메뉴의 사용자 지정(Customise) 
섹션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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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화면

게임 플레이
축구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빠른 경기를 플레이할 준비가 끝났다면, 플레이(Play) 
패널로 이동하십시오. 연습 구장(Practice Arena)과 기술 경기(Skill Games)에서 실
력을 연마할 수도 있습니다.

1

선수 상태 바(PLAYER STATUS BAR)

2

4

3

2

1

1. �건강 수준�
(Fitness level)

2. �킥 위력�
(Kick power)

1. 점수(Score)
2. �경기 시간�

(Match clock)

3. �조작하는 선수
(Controlled player)

4. 레이더(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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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ULTIMATE TEAM(FUT)
알림: FIFA Ultimate Team(FUT)과 관련된 모드는 모두 EA 서버와 연결이 필요합
니다.

나만의 FIFA Ultimate Team(FUT)을 만들어 다양한 싱글 플레이어/온라인 멀티플
레이어 모드에서 경기를 즐겨보세요. 또 선수를 영입해 조직력이 좋은 선수단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팩에서 선수를 찾거나 실시간 이적 시장(Live Transfer Market)
에서 아이템을 매매하여 나만의 Ultimate Team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Ultimate Team을 처음 시작하면, 최초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를 바꾸고 연결
해 팀 조직력(Team Chemistry)을 개선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나만의 
선수단을 시작하고 이적 시장(Transfer Market), 팩 상점(Pack Store), 클럽(Club)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조직력(CHEMISTRY)
Ultimate Team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력이 필수입니다. 올스타 팀은 보기에 좋을
지 모르지만�선수단에는 조직력이 있어야 경기력이 극대화됩니다. 조직력이 높
을수록, 경기에서 팀의 플레이가 좋아지고 경기 승리 확률도 높아집니다.

현재 선수단을 보면, 오른쪽 상단에 팀 조직력 등급이 표시됩니다. 선수를 적재
적소에 기용하고 국적과 리그, 팀 조직력을 맞추면 팀 등급이 올라갑니다. 녹색
은 선수 간 조직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감독을 잘 선임하고 충성도를 확보해도 
팀 조직력은 높아집니다.

현재 선수단(Active Squad) 화면에서 선수들을 바꾸고 클럽(Club)이나 이적 시장
(Transfer Market)에서 새로운 선수를 추가해 팀의 이상적인 균형을 찾아보세요!

조직력 스타일(CHEMISTRY STYLES)
Ultimate Team의 선수는 저마다 조직력 스타일(Chemistry Style)이 있습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조직력 스타일을 조합하면 팀 전술이 높아집니다. 조직력 스타
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속성 옆에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선수 조직
력이 높아지면 화살표 색이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뀝니다. 
선수 속성을 높이는 스타일은 새 스타일이 적용될 때까지 해당 속성과 함께 합니
다. 조직력 스타일은 팩에 들어 있으며 이적 시장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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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CONTRACTS)
선수가 경기장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해야 경기를 플레
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수단을 보고 있을 때, 선수를 선택하고 행동(Actions) 
메뉴에 들어간 다음, 아이템 적용(APPLY CONSUMABLE)을 눌러 계약을 선수에 
적용하세요.  을 움직여 상태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모든 선수의 남은 계약이 
표시됩니다. 선수에게 새 계약을 적용할 때가 되면 권장 소모품 옵션(Suggested 
Consumables)이 표시됩니다.

팩에 들어 있는 선수는 7 계약부터 시작합니다. 유리한 출발을 위해, 스타터 팩
(Starter Pack)에 있는 선수들은 특별히 긴 계약(45경기)이 적용됩니다. 한 경기 할 
때마다 계약 1건이 소진됩니다. 만약 교체 또는 보류 명단에 있는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않으면 계약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토너먼트, 시즌, 친선 시즌
여러 가지 모드에서 팀을 단련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너먼트 경기는 항상 싱글 플레이어 또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대회에서 4 라
운드 넉아웃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기면 코인(Coin)을 얻으며 정상에 올라야 토
너먼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부상으로 트로피와 코인을 받으며 팩도 받을 수 있
습니다.

시즌은 10경기로 구성되며 싱글 플레이어 또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시즌에서 우승하면 다음 디비전으로 승급합니다. 이 모드에는 승
급, 현상유지, 강등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팀이 경기에서 패배한다고 팀을 시즌
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10부에서 1부까지 
올라가는 동안 보상도 커집니다. 순위가 높으면 더 큰 보상을 얻습니다. 
친선 시즌(Friendly Seasons)에서는 5경기 시즌 형식으로 친구들에게 도전할 수 있
습니다. 자신의 기록과 다른 통계를 친구들의 기록과 비교해보고, 시즌에서 승리
해 현재 타이틀 보유자(Current Title Holder)가 되어 마음껏 자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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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프트 모드
드래프트 모드는 새로운 FIFA Ultimate Team(FUT) 플레이 방식입니다. 우수 선수
를 비롯해 FUT의 모든 선수를 무작위로 드래프트할 수 있습니다. 각 포지션을 선
발해 선수단을 구성한 후 싱글 플레이어 또는 온라인 멀티 플레이어 4 라운드 탈
락 방식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순위가 높을수록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적 시장(TRANSFER MARKET)
이적 시장에서는 아이템을 사고, 올리고, 팔고 새 선수를 발굴하여 선수단의 전
반적인 등급과 조직력 등급(Chemistry Rating)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름, 국적, 리
그, 팀, 특성, 포지션, 조직력 스타일, 몸값으로 현재 선수단에 필요한 선수를 쉽
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검색(SEARCH BY NAME)
선수 검색은 선수 검색(Player Search) 옵션에 성이나 이름을 입력한 후 검색 결과
에서 원하는 선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콘셉트 선수단(CONCEPT SQUADS)
콘셉트 선수단(Concept Squads)은 새로운 강력한 선수단 계획(Squad Planning) 도구
로 FUT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선수로 선수단을 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선수단(Active Squad) 화면에서 선수나 빈 슬롯을 선택하고 행동(Actions) 메
뉴로 이동해 선수 교체/추가(SWAP/ADD PLAYER)를 선택하면 됩니다. 콘셉트 선
수단(Concept Squads)을 이용해 다음 활동을 계획하세요. 한 선수의 대체 선수
를 찾고, 완전히 새로운 미드필드의 조직력(Chemistry)을 확인하거나, 이적 시장
(Transfer Market)에 뛰어들기 전에 새로운 선수단을 시험해보세요.

임대 선수(LOAN PLAYERS)
임대 선수(Loan Players)는 계약을 맺고 내 선수단의 일원이 되어 일정 수의 경기를 
뛰는 선수로, 게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들을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FIFA 16
의 FUT에서 처음으로 클럽을 만들면, 임대 선수 한 명을 무료로 계약할 수 있습니
다. EA SPORTS Football Club Catalogue에 더 많은 임대 선수가 준비돼 있으며 여러 
모드에서 승리하면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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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상점(PACK STORE)
상점에서 팩을 구매해 선수단에 필요한 새 선수를 살 수 있습니다. 가끔 토너먼트 
승리나 시즌 종료 특별 보상으로 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모션이 자주 진행
되므로 팩 상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클럽(MY CLUB)
이적시장이나 팩에서 새 선수를 사거나 얻으면 한 선수단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선수를 보유하게 됩니다. 내 클럽(My Club)에는 현재 선수단에 소속되지 않은 전
체 선수 전체와, 소모품 및 다른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위표(LEADERBOARDS)
나만의 Ultimate Team을 만들어 경기를 하고, 클럽(Club)을 키워 나가면서 순위표
에서 친구들이나 세계 100위 FUT 사용자와 나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킥 오프(KICK OFF)
플레이(Play) 화면에서 킥오프(KICK OFF)를 선택하면 경기장으로 바로 이동해 아
무 클럽이나 국가 대표팀과 상대하게 됩니다. 매치 데이(Match Day)를 통한 최신 
선수단과 상태 업데이트를 이용하려면 EA 서버에 연결해야 합니다.

커리어(CAREER)
커리어(Career) 모드는 축구 선수의 일생을 플레이할 수 있는 몰입도 높은 경기 
방식입니다. 커리어는 감독(Manager)과 선수(Player)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
됩니다.

선수 커리어(PLAYER CAREER)
나만의 선수를 만들거나, 프로 축구 선수 한 명을 조작해 다양한 리그, 컵, 대륙 
대회를 플레이하면서 기술을 개선하고 국가 대표팀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팀 
감독에게 게임 중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에는 선수에게 거는 기대와 시즌 
중 기술 향상 방법이 담깁니다. 운동장에서 선수를 훈련시키면 선수 커리어 내내 
성장 속도와 훈련 요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 감독직에서 물러나거나 경력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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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고정: 조작방법(LOCKED TO PLAYER: CONTROLS)
프로 선수로 플레이하고 싶다면, 프로 선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내 팀이 공격
할 때는, 달리는 타이밍을 계산하고 적절한 시간에 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비
할 때는, 상대의 위협에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축구는 팀워크가 전부이며, 동
료와의 의사소통이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경기장 어디에 있든, 다음 조작방법
을 이용해야 승리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
패스/크로스 요청 

스루 패스 요청 또는 제안 

슛 제안 

표시기
프로 선수 되기(Be A Pro Player)에서는 실제 선수와 같은 어려움에 맞서게 됩니
다. 제공되는 표시기를 이용해 경기장에서 가장 좋은 포지션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치 선정
경기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맡든, 항상 가장 효과적인 루트와 수비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위치 선정 감각을 개선하려면, 화
살표를 지침으로 활용하세요. 화살표가 사라질 때까지 따라가면 적
절한 순간에 적절한 곳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에 걸리면, 부심이 기를 들며, 기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득점 기회를 놓쳐 흐름을 빼앗기고 경기 평점을 잃지 않으려면, 최종 
수비수 뒤로 후퇴해 온사이드 위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마크
득점은 주로 상대 선수를 마크하지 않을 때 허용하게 되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열린 공간에 있어 마크가 필
요한 선수 밑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표시됩니다. 이때 최대한 빨리 
해당 선수에게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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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고정: 조작방법(LOCKED TO PLAYER: CONTROLS)
골키퍼는 경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골대 앞에서 좋은 위치를 유지
하고, 상대의 슛을 막고, 크로스를 차단하고, 선방 후에는 공을 동료에게 전달해
야 합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실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알림: 골키퍼 고정으로 플레이할 때는 두 가지 카메라 모드가 제공됩니다. 하나
는 경기장에서 동작이 일어날 때 공을 따라갑니다. 다른 하나는 골키퍼에 집중해 
공격을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보기(View) 버튼을 누르면 두 가지 모드를 전환해 
경기장에서 적절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
패스 요청/제안 

스루 패스 제안 

크로스 제안 

슛 제안 

카메라 대상 변경 보기 버튼

페널티 박스 수비
다이빙  (누르고 있기)/ (이동 중)

자동 위치선정  (누르고 있기)
공 쪽을 향하고 천천히 이동  + 
돌진/펀칭  (누르고 있기)
발 쪽으로 다이빙 

예측 처리 

두 번째 수비수 압박  (누르고 있기)
카메라 대상 변경 보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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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커리어(MANAGER CAREER)
좋아하는 팀의 재정을 관리해 위원회(Board)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선수 및 선수단 관련 결정을 내려 팀을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제대로 하면, 국가 대표팀 감독이 되어 FIFA 
World Cup 같은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선수 훈련
완벽(Perfection)을 목표로 훈련하면 잠재력 있는 선수를 훈련하거나 훈련 시간을 
추가하거나 속성, 전체 등급(Overall Rating), 시장 가치(Market Value)를 높일 수 있
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난이도 등급을 비롯해 경기를 잘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훈련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속성과 현재 성장 속도, 성장 잠
재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적 네트워크(GLOBAL TRANSFER NETWORK)
감독의 임무 중 하나는 새로운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것이며, FIFA 16의 전 세계 
이적 네트워크(Global Transfer Network) 덕분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로 스카우트를 보내 각각의 리그를 관찰하게 하고, 스카우트 지침(Scouting 
Instructions)을 설정해 조건에 맞는 선수를 찾아야 합니다. 원하는 선수의 이름으
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영입 가능한 신인을 찾았다면, 스카우트를 파견해 최
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팀 시트(TEAM SHEETS)
감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복수의 선수단을 만들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즉 리그, 국내 컵, 유럽 컵 전담 선수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수단
(Squad) 패널로 이동하면 스타일에 맞게 선수단의 이름을 변경해 언제 사용할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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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기(SKILL GAMES)
칩 슛, 프리킥, 드리블 같은 어려운 동작을 연마하여 축구 기술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숙달하면, 기술 챌린지(Skill Challenges)로 진행해 각 기술의 전설
(Legendary)이 될 수 있습니다. 팔로워나 순위표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레
벨을 높여 보세요!

연습 구장(PRACTICE ARENA)
플레이(Play) 화면에서 기술 경기 아래 연습 구장(PRACTICE ARENA)을 선택하면 
골키퍼를 상대로 드리블과 슛을 연습할 수 있고 , , ,  버튼을 눌러 세트 
플레이를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필드에서 플레이할 상대를 골라 실제 선수 기술
을 기준으로 내 능력치를 시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자 인터내셔널 컵(WOMEN’S 
INTERNATIONAL CUP)
FIFA 16에는 FIFA시리즈 중 처음으로 여자 국가 대표팀 12팀이 등장합니다. 각 팀
은 실제 대표팀의 플레이 스타일과 전술을 닮아 사실감 넘치는 경기가 가능합니
다. 원하는 팀을 선택해 토너먼트 경기를 하고, 대형, 전술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
습니다. 여자 인터내셔널 컵 토너먼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경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각 선수의 스탯을 확인해 리그를 지배할 선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시즌(SEASONS)
시즌에서는 순위를 다투는 온라인 경기와 경쟁이 치열한 게임이 펼쳐집니다. 시
즌당 10경기를 플레이하며, 포인트를 많이 얻어야 강등을 피해 다음 디비전으로 
승급하고 우승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상위 디비전일수록 경
쟁이 치열하고 승급이 어렵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협동 시즌(CO-OP SEASONS)
동료와 함께 같은 팀으로 시즌(Seasons) 모드를 플레이하면서 경기장을 지배해 보
세요. 협동 시즌은 차세대 온라인 플레이로 온라인으로 팀을 이뤄 2대2 경기를 합
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친구와 별도 시즌을 치를 수 있습니다. 디비전1 승급에 도
전해 트로피 보관함을 채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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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클럽(PRO CLUBS)
프로 클럽(Pro Club)에 가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친구들이나 다른 FIFA 16 게이머들
과 함께 온라인 플레이를 즐깁니다.

내 클럽으로 시즌 당 10 경기를 치르며 다음 디비전으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클
럽(Club)이나 드롭 인(Drop-In) 경기에 참가해 온라인 프로(Pro)를 만들어 성장시키
고, 업적을 해제해 더 좋은 능력치와 고유 속성, 게임플레이 세리머니, 키트 업그
레이드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팀워크는 득점, 경기 승리, 그리고 최고의 프로
(Pro) 선수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Drop-In 경기는 선수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에 좋은 출발점입니다. 준비가 되었다
면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소속 팀이 표시돼 있는 추천 팀(Recommended  
Club) 화면에서 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나만의 클럽(Club)을 만들고 팔로우하
는 사람들에게 참가 초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클럽 감독이라면, 이적(Transfers) 화면으로 이동해 클럽(Club) 초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프로가 성장함에 따라 내 프로(My Pro) 탭에서 스탯과 성장 정도를 보고 얼마
나 많은 성적을 더 거둬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XP와 FCC가 충분하다면 
가상 프로(Virtual Pro) 부츠를 EA SPORTS Football Club Catalogue에서 구입할 수 있
습니다.

온라인 친선 경기(ONLINE FRIENDLIES)
친구를 온라인 경기에 초대하고 5 게임 시즌 동안 라이벌 관계를 추적하여 누가 
경기에서 더 잘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경기에서 포인트를 더 많이 얻으면 
트로피를 받습니다. 새 시즌이 되면 타이틀을 방어하거나 친구에게 타이틀을 뺏
어오면서 경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A 고객 지원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게임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지원�및�연락�정보
FAQ, 도움말 및 저희 연락처를 원하시면 help.ea.com	을 방문하세요.

TWITTER�&�FACEBOOK�지원
빠른 힌트를 원하시나요? Twitter에서 @askeasupport를 찾거나  
facebook.com/askeasupport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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