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nderX 등록, 로그인 & 메타버스 개막식 참여 방법 안내

사용법

- Wonder.exe 파일로 실행합니다.
- Alt + Enter 키로 전체화면 혹은 창모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아바타는 WSAD 혹은 방향키로 움직입니다.
- 마우스를 통해 아바타의 방향과 시점을 변경합니다.
- ESC 키를 통해 메뉴창을 활성화 하고 한번더 눌러 닫을 수 있습니다.
- 아바타 이동중 Shift 키를 누르면 빠르게 이동합니다.
- 문앞에서 E키를 길게 누르면 장소를 이동합니다.
- ESC 키로 메뉴를 활성화 하고 X아이콘을 선택하여 종료합니다.
- Alt + F4 버튼을 눌러 종료할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등록 및 로그인
(1) 시작화면입니다. 화면을 클릭하여 메타
버스 월드로 접속합니다.

(2) 가입한 계정이 있다면 이메일 형식의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3) 가입한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정보
를 입력후 가입합니다. 아이디는 이메일 형
식이며 비밀번호는 6자리 이상이어야 합니
다.

(4) 월드로 접속되면 나를 표현하는 자신만
의 아바타가 나타납니다.

아바타
(1) 자신을 표현하는 아바타입니다. 최초 접
속시 아바타 커스텀은 랜덤으로 정해집니다.

(2) Q키를 누르고 있으면 아바타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커스텀

(1) ESC키를 눌러 메뉴창을 활성화 하고 티
셔츠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머리스타일부터 옷까지 원하는 스타일로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고 적용버튼을 눌러 
마칩니다.

채팅
(1) ESC키를 눌러 메뉴창을 활성화 하고 말
풍선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같은지역의 다른 사용자와 채팅이 가능
합니다.

시상식장

(1) 레드카펫을 따라 입구에서 E키를 길게눌
러 입장합니다.

(2) 여러 사용자가 모여 시상식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정면의 스크린에서는 오프라인의 
시상식장이 송출 예정입니다.

영화관

(1) 영화관건물 입구에서 E키를 길게눌러 입
장합니다.

(2) 로비에서 공용상영관과 개인상영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용상영관

(1) 영화를 다른 사람과 함께 관람할 수 있
는 상영관입니다. ESC를 누르면 영화아이콘
이 활성화됩니다.

(2) 영화목록이 나타나고 원하는 영화를 선
택합니다.

(3) 다시 ESC를 눌러 메뉴창을 닫으면 선택
한 영화가 상영됩니다. 

(4) 영화가 상영중에는 다른 영화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영화가 종료후 새로운 영
화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상영관

(1) 혼자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상영관입
니다. ESC를 누르면 영화아이콘이 활성화됩
니다.

(2) 영화목록이 나타나고 원하는 영화를 선
택합니다.

(3) 다시 ESC를 눌러 메뉴창을 닫으면 선택
한 영화가 상영됩니다.

(4) 영화가 상영중에도 다른 영화를 선택시  
언제든 실행할수 있습니다.



종료

(1) ESC 키로 메뉴를 활성화 하고 X아이콘
을 선택합니다.

(2) 종료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
다. (혹은 Alt + F4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종료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