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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부스트·일반 이동

스틱

스틱 상・・・・・・・・SP 크로스(SP 게이지 2개 소비)
스틱 좌/우・・・・・・SP 어시스트 정방향/역방향(SP 게이지 1개 소비)
스틱 하・・・・・・・・SP 재충전(SP 게이지 1개 소비)
・・・・・・・・・・・・・・SP 스킬(SP 게이지 3개 소비)

SP

버튼
실드

버튼

・・・・・・・・・・・・・・스텝(전)
＋・・・・・・・・・・스텝(스틱 입력방향)
(스텝 중)・・・・・・・롤 스텝(스텝 방향)
＋
　  (실드 경직 중, 실드 버튼을 누르면서)
　 ・・・・・・・・・・・・・・・・・리버설 스텝(긴급 회피)

스텝

버튼

・・・・・・・・・・・・・・크로스
＋부스트 이동(전/후/좌/우)
　 ・・・・・・・・・・・・・・・・・부스트 크로스(전/후/좌/우)
＋ 플릭(상/하/좌/우)
     ・・・・・・・・・・・・・・・・・부스트 크로스(전/후/좌/우)
(교대 중)・・・・・・・시프트 어택(교대 공격)

크로스 기어

방향 버튼

（교대 가능한 캐릭터가 있을 경우）

 or ・・・・・・・・・・・・・교대(정방향)
 or ・・・・・・・・・・・・・교대(역방향)
※배틀로열 시에는 타깃 전환

교대

버튼

・・・・・・・・・・・・・・・・・ 퀵 탑 스킬
(길게 누른 뒤 떼기) ・・・・・ 차지 탑 스킬

버튼

(스텝 중)・・・・・・・롤 스텝(상승)

버튼

버튼

(스텝 중)・・・・・・・롤 스텝(하강)

버튼
일시정지

버튼

・・・・・・・・・・・・・・・・・・샷
(스텝 중)・・・・・・・・・・・스텝 샷
(길게 누른 뒤 떼기)・・・・차지 샷

샷 기어

（크게 기울이기）・・・・・부스트 이동
（조금 기울이기）・・・・・일반 이동
・・・・・・・・・・・・・・・・・・일반 이동

Nintendo Switch™[조작 모드 타입 A] 부스트 게이지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부스트'를 사용합니다.
부스트 게이지가 줄어들면 일반 이동으로 바뀌는 조작 타입입니다.

상승

탑 기어 스킬 바텀 기어 스킬

하강

※스틱 플릭이란, 스틱을 튕기거나 짧게 방향 입력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왼쪽 스틱/B 버튼
부스트·일반 이동

오른쪽 스틱/N 버튼

부스트 게이지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부스트'를 사용합니다.
부스트 게이지가 줄어들면 일반 이동으로 바뀌는 조작 타입입니다.

오른쪽 스틱 상・・・・・・・・SP 크로스(SP 게이지 2개 소비)
오른쪽 스틱 좌/우・・・・・SP 어시스트 정방향/역방향(SP 게이지 1개 소비)
오른쪽 스틱 하・・・・・・・・SP 재충전(SP 게이지 1개 소비)
n・・・・・・・・・・・・・・・SP 스킬(SP 게이지 3개 소비)

SP

S 버튼
실드

D 버튼

d・・・・・・・・・・・・・・・・・스텝(전)
d＋왼쪽 스틱・・・・・・・스텝(스틱 입력방향)
d(스텝 중) ・・・・・・・・・롤 스텝(스텝 방향)
d＋왼쪽 스틱
　 (실드 경직 중, 실드 버튼을 누르면서)
　 ・・・・・・・・・・・・・・・・・리버설 스텝(긴급 회피)

스텝

A 버튼

a・・・・・・・・・・・・・・・・・크로스
a＋부스트 이동(전/후/좌/우)
　 ・・・・・・・・・・・・・・・・・부스트 크로스(전/후/좌/우)
a＋ 스틱 플릭(상/하/좌/우)
　 ・・・・・・・・・・・・・・・・・부스트 크로스(전/후/좌/우)
a(교대 중) ・・・・・・・・・시프트 어택(교대 공격)

크로스 기어

방향키

(교대 가능한 캐릭터가 있을 경우)

V or X・・・・・・・・・・・교대(정방향)
C or Z・・・・・・・・・・・교대(역방향)
※배틀로열 시에는 타깃 전환

교대

Q 버튼

q・・・・・・・・・・・・・・・퀵 탑 스킬
q(길게 누른 뒤 떼기) ・・・차지 탑 스킬

탑 기어 스킬

w(스텝 중)・・・・・・・・롤 스텝(상승)

W 버튼
상승

E 버튼
바텀 기어 스킬

R 버튼

r(스텝 중)・・・・・・・롤 스텝(하강)
하강

OPTIONS 버튼
일시정지

F 버튼
샷 기어

f・・・・・・・・・・・・・・・・・샷
f(스텝 중) ・・・・・・・・・스텝 샷
f(길게 누른 뒤 떼기)・・・차지 샷

왼쪽 스틱(크게 기울이기)・・・ 부스트 이동
왼쪽 스틱(조금 기울이기)・・・ 일반 이동
왼쪽 스틱+b・・・・・・・・・・ 일반 이동

※스틱 플릭이란, 스틱을 튕기거나 짧게 방향 입력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b/n 버튼은 스틱을 누를 때 기능합니다.

터치패드・・・・・・・사용 안 함

[조작 모드 타입 A] PlayStation®4



s 버튼

d 버튼

a 버튼

Q 버튼

W 버튼

옵션 버튼
일시정지

f 버튼

PlayStation®5[조작 모드 타입 A]

w(스텝 중)・・・・・・・・롤 스텝(상승)

상승

q・・・・・・・・・・・・・・・퀵 탑 스킬
q(길게 누른 뒤 떼기) ・・・차지 탑 스킬

탑 기어 스킬

방향키

(교대 가능한 캐릭터가 있을 경우)

V or X・・・・・・・・・・・교대(정방향)
C or Z・・・・・・・・・・・교대(역방향)
※배틀로열 시에는 타깃 전환

교대

※스틱 플릭이란, 스틱을 튕기거나 짧게 방향 입력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b/n 버튼은 스틱을 누를 때 기능합니다.

터치패드・・・・・・・사용 안 함 E 버튼
바텀 기어 스킬

R 버튼

r(스텝 중)・・・・・・・롤 스텝(하강)
하강

a・・・・・・・・・・・・・・・・・크로스
a＋부스트 이동(전/후/좌/우)
　 ・・・・・・・・・・・・・・・・・부스트 크로스(전/후/좌/우)
a＋ 스틱 플릭(상/하/좌/우)
　 ・・・・・・・・・・・・・・・・・부스트 크로스(전/후/좌/우)
a(교대 중) ・・・・・・・・・시프트 어택(교대 공격)

크로스 기어

d・・・・・・・・・・・・・・・・・스텝(전)
d＋왼쪽 스틱・・・・・・・스텝(스틱 입력방향)
d(스텝 중) ・・・・・・・・・롤 스텝(스텝 방향)
d＋왼쪽 스틱
　 (실드 경직 중, 실드 버튼을 누르면서)
　 ・・・・・・・・・・・・・・・・・리버설 스텝(긴급 회피)

스텝

샷 기어
f・・・・・・・・・・・・・・・・・샷
f(스텝 중) ・・・・・・・・・스텝 샷
f(길게 누른 뒤 떼기)・・・차지 샷

왼쪽 스틱/B 버튼
부스트·일반 이동

오른쪽 스틱/N 버튼

오른쪽 스틱 상・・・・・・・・SP 크로스(SP 게이지 2개 소비)
오른쪽 스틱 좌/우・・・・・SP 어시스트 정방향/역방향(SP 게이지 1개 소비)
오른쪽 스틱 하・・・・・・・・SP 재충전(SP 게이지 1개 소비)
n・・・・・・・・・・・・・・・SP 스킬(SP 게이지 3개 소비)

SP
왼쪽 스틱(크게 기울이기)・・・ 부스트 이동
왼쪽 스틱(조금 기울이기)・・・ 일반 이동
왼쪽 스틱+b・・・・・・・・・・ 일반 이동

부스트 게이지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부스트'를 사용합니다.
부스트 게이지가 줄어들면 일반 이동으로 바뀌는 조작 타입입니다.

실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