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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2-1.� 육성

-구글에� “호드� 네비”라고� 검색하면� 적정� 레벨의� 추천� 퀘를� 순차적으로� 나옴.

https://wowclassic1.tistory.com/category/%ED%80%98%EC%8A%A4%ED%8A%B8%EB%84

%A4%EB%B9%84/%ED%98%B8%EB%93%9C?page=3

-9렙� 달성� 시� 깨용에게� 귓할� 것.� (깨용이� 성불� 돌아줌)

*전사� 육성� 시� 퀘스트가� 초록색인� 것을� 진행.

전사-� 딜:힘민(크리)� 탱:민체(회피)� 만적:9%

힘1에� 전투력2

민20� 당� 회피1과� 크리1

힘은� 근접� 전투력� 증가,� 방패로� 막을� 수� 있는� 피해량� 증가

도적-� 맥뎀� 중요!� 민힘.� 만적:9%[스킬5%+템]

힘1에� 근접� 전투력1

민첩1에� 원거리� 전투력1� /� 민첩29에� 크리1� /� 민14.5에� 회피율1

사냥꾼-� 민체� 부수적으로� 지능이� 있으면� 좋음.� �

힘1에� 근접� 전투력1

민첩1에� 원거리� 전투력2� /� 민첩� 53에� 크리1� /� 민26에� 회피율1

드루이드-� 야탱:민힘체(회피)� 야딜:민힘(회피/크리)� 만적:9%� 회드:치증� 지능� 정신력� 마나젠

힘1당� 전투력2

민첩20당� 크리1와� 회피1� /� 표범� 변신� 민1에� 전투력1�

주술사-� 복술:� 마나젠� 지능� 정신력� � 고술:� 힘민체[만적:9%]� � 정술:지체정[주문적중/피해량/만적:16%]

[복술:� 지각변동5셋� 폭풍우3셋이� 효율이� 좋다.->후엔� 안퀴5셋� 폭풍우3셋이� 좋다.� 장신구를� 마나젠으로.]

힘1에� 근접� 전투력� 2� /� 힘� 20에� 방패로� 막을� 수� 있는� 피해량� 1증가

마법사-� 지능� 만적:16%[특성5%+템]

지능� 59.5마다� 주문� 치명타율이� 1%� 증가

흑마법사-� 지능� 체력� 만적:16%� [하지만� 실제론� 5~7%]

지능� 60.6마다� 주문� 치명타율이� 1%� 증가

펫� 지능에� 따라� 피해량� 증가

사제-� 정신력� 지능

지능:(마나통)� 지능� 1당� 마나� 15� 증가

정신력:� 정신력� 비전투시� 생명력� 회복량� 증가� /� 주문을� 시전하지� 않는� 동안� 마나� 회복량을� 증가

체력:� 체력은� 생명력이� 증가.� 이는� 펫의� 생명력에도� 영향을� 끼침.

전투력:� 평타� 딜� 상승

출처:� http://www.inven.co.kr/board/wow/5518/914

https://wowclassic1.tistory.com/category/%ED%80%98%EC%8A%A4%ED%8A%B8%EB%84%A4%EB%B9%84/%ED%98%B8%EB%93%9C?page=3
http://www.inven.co.kr/board/wow/55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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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애드온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쉽고� 편리한� 트위치를� 이용한� 방법.

(1)� 구글에� 트위치� 다운로드� 검색.(https://www.twitch.tv/downloads/)

(2)� 데스크톱� 앱� 다운로드.

(3)� 설치.

(4)� 회원가입� 후� 로그인.

(5)� “모드”를� 클릭하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클릭

(6)� “애드온� 추가”� 클릭� 후� 검색.

https://www.twitch.tv/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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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게임� 접속�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애드온”->“모두사용”->“확인”

2 3

1

(8)� 끝!~

-업데이트� 방법

내� 애드온에서� “전부� 업데이트”� 어때요.� 참� 쉽죠?

*다운로드� 후� 실행하여� 애드온이� 보이지않을� 땐� 오른쪽� 상단에� 설치� 파일이� 클래식인지� 본섭인지� 확인해주세요.

*가끔� 있는� 애드온인데도�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음.� 추천애드온은� 다� 있는� 것이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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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천� 애드온

-필수

AtlasLootClassic-� 인던� 드랍템� 볼� 수� 있는� 애드온.

ClassicCastbars-� 몹,� 유저들의� 시전� 스킬을� 보여주는� 애드온.

Deadly� Boss� Mods� (DBM)-� 레이드� 경보� 애드온.

Details!� Damage� Meter-� 데미지� 미터기.

Leatrix� Plus� (Classic)-� 자동� 회색템� 판매,� 자동� 수리,� 상점가알려줌,� 다양한� 기능이� 있음.

Nova� World� Buffs-� 현재� 위상과� 버프시간을� 알려줌.

Questie-� 필수!!� 퀘스트� 애드온.

Vendor� Price-� 아이템� 상점가를� 알려줌.

-직업&선택

Modern� TargetFrame-� 피통� 보여주는� 애드온.

드루이드:Simple� Druid� Mana-� 변신� 시� 마나� 보여줌.

탱커용:� Atlas와� Atlas� Classic� WoW-� 인던� 맵을� 보여줌.� 둘다� 다운받아야� 실행됨!

2-4.� 만렙� 후� 아이템.

https://ko.classic.wowhead.com/� � � <<접속

(1)� 구글에� “와우클래식� 해드”로� 검색.

(2)� 상단바에서� “칸에� 들어갈� 베스트� 아이템”

(3)� 직업� 선택.� (추천� 마부도� 나옴.� 흑마는� 없지만� 체력� 위주로� 바르면� 된다고� 함.)

https://ko.classic.wowhe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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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업� 퀘스트� (*은� 필수� 퀘스트.)

직업 레벨 시작 내용
전사 10* 직업� 상급자 방어태세를� 가르쳐줌.

20 상급자(소렉) 보상으로� 갑옷을� 받음.

30*
상급자(소렉/토름� 레이지토

템/발터스� 파울러)

섬사람.� 광폭� 태세를� 가르쳐줌.

“사기의외침”을� 사용하면� 편함.

30 바스라

다양한� 보상� 중� 소용돌이� 도끼가� 가장� 좋음.

(재료:� 생명의� 뿌리� 8개,� 붉은머리� 부족의� 어금니� 30개,�

떠도는� 정령의� 정수� 1개[아라시� 불,� 천둥,� 물의� 정령이�

드랍하는� 부적� 각� 8개씩� 모으고� 솥을� 클릭하면� 바꿔줌.]

로� 정예몹� 사이클로니안� 소환.)‘

되도록� 하실� 것을� 추천함.

50* 호드� 영웅의� 넋 (학칼퀘)� 꼭� 꼭� 다이아몬드� 물통� 받을� 것!� 꼭!�

드루이드 10* 직업� 상급자 곰변신(탱)

16*
덴드리트� 스타블레이즈(달

의숲)
바다표범(물� 이속)

20* 직업� 상급자 표범변신(딜)

30* 직업� 상급자 치타변신(이속)

40* 직업� 상급자 광포한� 곰� 변신

50 투락� 룬토템 학칼퀘

주술사 4* 직업� 상급자 토템퀘(대지의� 부름)

10* 직업� 상급자 토템퀘(불의� 부름)

20* 직업� 상급자 토템퀘(물의� 부름)

30* 시안� 파이어워더 토템퀘(바람의� 부름)

50 베람� 스카이체이서 원소에� 대한� 깨달음.

50 바스라 학칼퀘

50 바스라 정기의� 토템.

사냥꾼 10* 직업� 상급자 야수� 길들이기.

60*
단단한� 고대의� 잎사귀

(화심� 청지기� 드랍)
에픽템� 3개� 보상.

도적 16* 센툴
(잔도잔,� 검은손� 도적단의� 경례)� 일명� 독퀘.� 엉겅퀴� 차는�

도적에게� 필수� 요리템.

흑마법사 1* 직업� 상급자 임프소환.� (마법계열)

10* 직업� 상급자 보이드워커� 소환.� (탱킹용)

20*
직업� 상급자

(간롤� 블러드아이)
서큐버스� 소환.� (PvP용)

30* 직업� 상급자 지옥사냥개� 소환.

40* 직업� 상급자 지옥마� 소환.� (탈� 것)

50 임프시 지옥불� 소환� (나이비께서� 명하사)

60* 흑마법서:� 파멸(책) 파멸의� 의식

60 모르즐� 블러드브링어 공포마(탈� 것)

사제 10* 직업� 상급자

20* 직업� 상급자

50 오그틴크 축복받은� 기원의� 묵주를� 받기� 위해� 하기도� 함.

마법사 30 타베사 마법사의� 마법봉

50 직업� 상급자 마법� 공예.

60* 대마법사� 실렘 변이:돼지



- 7 -

3.� 용어� 모음집.

-던전&레이드

선입팟
� 먼저� 입찰할� 템을� 서로� 맞춰보고�

겹치지� 않게� 출발하는� 파티.
무득분

� 득자를� 제외하고� 무득자끼리� 골드�

분배.
골팟 � 골드로� 경매하는� 파티. 득자 � 아이템을� 얻은� 사람.
주팟 � 선입없이� 주사위로� 아이템� 득. 정공 � 매주� 정해진� 인원의� 공대.
막공 � 되는데로� 모은� 공대. 모출 모이면� 출발.

포인트공대

� 주로� 정공이� 다양한� 이유나� 행동을�

포인트를� 환산하여� 경매하는� 방식.

모� 전사님:� 가지마세요..

올분
� 모두� 분배.

ex)4천이상� 올분.

올주

� 주팟과� 마찬가지� 또는� 특정� 아이템

만� 모두� 주사위.

ex)스카라베� 올주.=스카라베� 나오면�

모두� 주사위� 굴려라.

n0/n0

ex)50/10

=50시작� 10레이스

=경매� 시� 기본가� 50� 시작에� 10씩�

레이스.

빨래질
� 필요� 없는� 템의� 경매가를� 높이는�

행위.� sheep새끼.
손님

� 분배를� 받지� 않고� 경매에만� 참여하

는� 유저.
닌자,�

호카게

� 분배금이나� 선입템을� 입찰하고� 튀

는� 유저.
분제 � 분배� 제외.

징 징표 도핑 � 버프� 물약.

(입찰)
(아이템� 주사위� 시)

필요한� 템./먼저� 선입한� 템.
(차비)

(아이템� 주사위� 시)�

필요없는� 템.

풀링

탱커나� 사냥꾼이� 몹을� 데려오는� 행

위.

+몸풀:� 직접� 가서� 몸으로� 데려옴.

차비

ex)선입� 차비요~

� 선입할� 템이� 없어� 선입� 이외의� 템

을� 가져감.� [선입템이� 아닌데� 필요

한� 템이� 나왔을� 경우� 차비인� 분께�

상점가로� 구매해야함.]

로그
� 레이드를�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사

이트.
쌀먹

골드팔이.

팔아서� 쌀� 사먹는다는� 뜻.

n탐 n시간. 애드(ㅇㄷ) (실수로)� 몹� 어그로를� 끌었다.

-일반/기타

BIS
best� in� slot.

해당� 칸에� 가장� 좋은� 템.
위상 채널.

명점작 PvP.� 명예점수� 올리는� 유저. 뽀각 마부능력.� 마력� 추출.

알방 알터랙� 방어전.� 전장. 스왑
� 딜,� 탱,� 힐� 중� 2가지를� 할� 수� 있는�

유저.

분지 아라시.� 전장. 사사게 인벤의� 사건� 사고� 게시판.

노래방 전쟁� 노래.� 전장. 뒷치기
� 다른� 진영의� 은신클래스가� 공격하

는� 행위.

착귀 착용� 시� 귀속. 획귀 획득� 시� 귀속.

와요일 목요일.� (레이드� 리셋날) 애드온
� 게임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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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코드� (중요)

4-1.� 핸드폰� 참여방법.

(1)� 구글� 앱스토어에서� “디스코드”� 다운로드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상단� 메뉴->하단� +�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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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버� 참가하기”->� 링크� 쓰기[링크� 다쓰셔도되고� /이후로만� 쓰셔도됨.]

길드� 디코:� https://discord.gg/ACDB6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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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대� 수락하기

(6)� 레이드� 참여� 시� “음성채널”에� “던전� 레이드”에� 연결하셔야되요!

*참고하실� 설정.� 처음� 들어가는� 방은� 마이크가� 켜져있을� 수도� 있기�

� 때문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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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C� 참여방법.

https://discord.com/�

(위� 링크로� 다운로드와� 웹브라우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웹브라우저나� 폰이� 더� 편리함.)

*다운로드� 선택� 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그� 후� 이용방법은� 모바일과� 비슷하다.

1. 웹브라우저� 사용� 시� 닉네임을� 설정한다.� [한글� 닉네임도� 되지만� 에러나면� 영어로� 쓰셔야한다.]

2. +� 클릭

3.� “서버� 참가하기“

클릭

https://disco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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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링크� 쓰기.� (길드� 디코:� https://discord.gg/ACDB6mX)

5.� 음성채널의� ”던전� 레이드“

*웹브라우저� 이용� 시� 회원가입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할� 때마다� 디코� 초대코드를� 입력해야한다.

https://discord.gg/ACDB6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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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탭키를� 누르면� 적� 대상을� 바꿀� 수� 있다.

-대화창� 설정.

(1)� 창이름에� 우클릭->설정� [드래그하면� 창을� 빼둘� 수� 있다.]

*추천� 방법:� 파티찾기/공대&파티/일반쳇&길드쳇로� 드래그하여� 창을� 빼두어� 보기좋게� 한다.

-”/입장� 파티찾기“를� 입력하면� 파티� 찾는� 전용� 채널이� 나온다.

-공격대정보

(1)� O[ㅐ]� 키를� 눌러� 하단에� 공격대� 클릭->상단에� 공격대� 정보� 클릭

다녀온� 레이드의� 리셋이� 몇� 시간� 뒤인지� 알� 수� 있음.

-리셋� 소요� 날짜

[줄구룹:� 3일]� [안퀴라즈� 폐허:� 3일]� [오닉시아:� 5일]� [화심:� 7일]� [검둥:� 7일]� [안퀴사원:� 7일]

*7일은� 모두� 와요일에� 리셋된다.� 참고:� http://wowhub.net/

-스킬칸� 추가:� ESC->게임설정->행동� 단축바->좌측� 하단행동단축바/우측� 하단� 행동� 단축바/첫번째/두번

째� 우측행동� 단축바� 표시� 클릭하면� 자잘한� 칸들이� 추가로� 생긴다.� [ESC->”단축기� 설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

http://wowh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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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커&힐러에게� 좋은� 팁:� ESC->게임설정->전투->대상의� 대상을� 표시.

그러면� 몹이� 쳐다보는게� 누군지� 볼� 수� 있다.

-위에처럼� 금테면� 정예[본레벨+5렙]이고� 아래처럼� 은테면� 희귀몹[피통만큰� 본레벨]이다.

-대화� 단축어

[/ㄴ:일반대화]� [/ㅈ� (닉네임):귓속말]� [/ㄱ:귓속말� 답장]� [/ㅔ:파티]� [/초대� (닉네임):파티초대]� [/ㅎ:길드]�

[/공:공격대]� [/경보:공격대� 경보]� [/입장� 파티찾기:파티채널� 입장]� [/4:파티채널� 대화.]

-아이템

[CTRL+클릭:� 아이템� 미리보기]� [Shift+클릭:� 아이템� 나누기]� [Shift+마우스� 커서:� 본인템과� 비교]�

[엔터� 후� Shift+클릭:아이템� 공유]�

-채팅창� 직업� 색� 구분

/console� SET� chatClassColorOverride� "0"

-사절기간� � � � � *확고� 찍으면� 좋은점:� 좋은� 템을� 살� 수� 있음.

전장(노래방,� 아라시,� 알방[51렙부터� 가능])의� 평판과� 명예점수를� 2배로!

-필요한� NPC찾기.

� 각� 대도시의� 경비원같은� NPC(ex:오그리마� 그런트)에게� 말을� 걸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NPC,� 와이번,�

상급자� 위치를� 지도에� 찍어� 알려준다.

-적절� 레벨� 인던.

AtlasLootClassic� 애드온에서� 던전을� 선택할� 때� 던전� 이름� 옆에� 적정� 레벨이� 써있다.�

주황색이면� 조금� 높고,� 초록색이면� 조금� 낮다. *입장� 레벨은� 다르다.

-자화상(프로필� 자화상)� � � *우클릭을� 하여� 위치변경을� 할� 수� 있다.� 캐릭터� 옆에� 배치하여� 보기� 좋게� 할� 수� 있다.

휴경:� 휴식� 경험치.� 여관이나� 대도시에선� 레벨자리에� ZZZ로� 바뀌는데� 경험치바의� 색이� 바뀌면서� 휴식을�

취한만큼� 표시된다.� 이때� 사냥� 시� 겸치가� 2배이며,� 1줄하고� 반을� 휴경으로� 채울� 수� 있다.

전투중:� 전투� 중일� 경우� 칼이� 맞대어� 있는� 모양으로� 바뀐다.� (지나가다� 애드났는지�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