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탑 모바일 최신 콘솔

이용 가능:

Windows Mac 
Linux (Java 

Edition)

Windows 10 or 11 
(with Windows 

MR)
iOS Android Xbox Nintendo Switch

PlayStation 4 (with 
PSVR)

Windows 10, Windows 11, Xbox, 모바일, 
Switch 및 PlayStation 4에서의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1

Java Edition 간 플레이: Windows, Mac 및 
Linux2

분할 화면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멀티플레이어는 
별매되는 이용권이 필요합니다)3

컨트롤러/터치 지원4

Minecraft 마켓플레이스5

다운로드 가능 컨텐츠 (DLC)6

모드7

공식 멀티플레이어 서버 기능 (온라인 멀티플레이
어는 별매되는 이용권이 필요합니다)8

Realms (별매)9

Realms Plus (별매)10

본인 스스로 서버 호스팅하기11

플레이어가 호스트하는 멀티 플레이어 서버에 참
가하기12

업적/트로피13

LAN 또는 WiFi 멀티 플레이어14

Xbox Live 또는 Microsoft 계정의 자녀 보호 기
능15

레이 트레이싱16



기타 장치 레거시 콘솔

이용 가능: Fire Devices Oculus Xbox 360 Edition
Nintendo Wii U 

Edition
New 2DS & 3DS 

Edition
Playstation 3

Playstation Vita 
Edition

Windows 10, Windows 11, Xbox, 모바일, 
Switch 및 PlayStation 4에서의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1

Java Edition 간 플레이: Windows, Mac 및 
Linux2

분할 화면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멀티플레이어는 
별매되는 이용권이 필요합니다)3

컨트롤러/터치 지원4

Minecraft 마켓플레이스5

다운로드 가능 컨텐츠 (DLC)6

모드7

공식 멀티플레이어 서버 기능 (온라인 멀티플레이
어는 별매되는 이용권이 필요합니다)8

Realms (별매)9

Realms Plus (별매)10

본인 스스로 서버 호스팅하기11

플레이어가 호스트하는 멀티 플레이어 서버에 참
가하기12

업적/트로피13

LAN 또는 WiFi 멀티 플레이어14

Xbox Live 또는 Microsoft 계정의 자녀 보호 기
능15

레이 트레이싱16



FOOTNOTES

Windows 10, Windows 11, Xbox, 모바일, Switch 및 

PlayStation 4에서의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 

여러 장치에서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1. Java Edition 간 플레이: Windows, Mac 및 Linux 

다른 Java 에디션 플레이어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2. 분할 화면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멀티플레이어는 별매되는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분할 화면으로 플레이하면 최대 네 명의 플레이어와 동시에 
한 화면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3. 

컨트롤러/터치 지원 

호환되는 게임 컨트롤러 또는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십시오.
4. Minecraft 마켓플레이스 

새로운 지도, 스킨 및 텍스처 팩으로 Minecraft를 즐길 새로
운 방법들을 살펴보세요. 좋아하는 커뮤니티 창작자의 창작
물을 게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항목과 

Minecoin은 Windows 10, Windows 11, Xbox, 모바일 

및 Switch에 모두 적용됩니다. PlayStation 4에서는 

Minecraft 상점에서 토큰이 사용됩니다. 토큰은 

PlayStation 콘솔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플랫폼에서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Minecoin은 

PlayStation 콘솔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다운로드 가능 컨텐츠 (DLC) 

애드온을 사용하여 여러분만의 경험을 만드세요. 외모를 바
꾸고, 심지어 몹의 행동도 바꿀 수 있습니다.

6. 

모드 

독립적인 사용자가 제작한 추가 및 변경 사항을 게임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7. 공식 멀티플레이어 서버 기능 (온라인 멀티플레이어는 별매

되는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Minecraft와 협력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서버에
서 멀티플레이어 미니 게임을 즐기세요.

8. Realms (별매) 
렐름이란 여러분과 친구들을 위해 저희가 운영하는 서버입니
다. 개인 렐름에 초대할 수 있는 친구 수는 제한이 없고 한 번
에 최대 10명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9. 

Realms Plus (별매) 

로컬 또는 개인 Realm 서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100개 이

상의 마켓플레이스 팩을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Realm에
서 최대 10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모든 콘텐츠에 무료로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10. 본인 스스로 서버 호스팅하기 

여러분의 월드를 전 세계의 친구 및 플레이어와 공유하세요. 
내 멀티플레이어 게임 서버의 호스트가 되어 보세요. 모바일

과 PC에서 커스텀 서버에 참여하세요.

11. 플레이어가 호스트하는 멀티 플레이어 서버에 참가하기 

다른 플레이어가 호스팅하는 서버에서 멀티플레이어가 게임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 

업적/트로피 

특정 도전 과제를 달성하여 업적이나 트로피를 획득하세요. 
13. 



MINECRAFT • COMPARE PLATFORMS & FEATURES

서바이벌 모드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LAN 또는 WiFi 멀티 플레이어 

LAN 또는 WiFi로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세요.

14. Xbox Live 또는 Microsoft 계정의 자녀 보호 기능 

Xbox 프로필과 Microsoft 계정에는 가족 구성원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연령대별 제어 및 설정이 있습니다. 

Mojang 계정으로 Java Edition을 플레이할 때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Xbox 프로필이나 Minecraft 프

로필에 연결된 Microsoft 계정으로 Java Edition을 플레이
할 때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 

레이 트레이싱 

고급 그래픽 기능에는 물리 기반 렌더링, 사실적인 조명과 물

, 선명한 색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되며 Minecraft 마켓

플레이스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DXR을 

지원하는 GPU가 필요합니다.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