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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for Speed - Most Wanted(모스트
원티드)

NFS(니드포스피드) 언더그라운드 1, 2에서 보여주었던 색다른 레이싱
스타일도 좋았지만 경찰추격이 없는 NFS는 뭔랄까.. 도시락 까봤더니 밥만
있고 반찬은 빠진 느낌이었다. 최근에 발표한 Most Wanted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 스릴러 게임으로 마치 Hot Pursuit의 후속작처럼
느껴진다. 찌질스러운 엑스트라 노릇에 불과한 Hot Pursuit의 경찰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주연급 골칫거리로 급등했다.
스토리는 매우 간단하다. 악명높은 악당에게 빼앗긴 자신의 차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악명을 높이는 것이다. 15명의 블랙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자신의 악명을 높이기 위해 경찰을 대상으로 갖은 악행을
저질러 몸값(?)을 올려야 한다. 일반 레이싱 중에도 들이닥치는 경찰과의
추격전은 블록버스터 영화보다도 짜릿하다.
모스트 원티드는 박진감 넘치는 그래픽과 사운드를 제공한다. 최신 그래픽
기술을 도입한 광원처리와 입체감이 느껴지는 반사광, 최적화가 잘
이루어진 그림자 처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더그라운드에서 보여주었던
실제로 존재하는듯한 3D지형은 더욱 정교하게 모델링되었으며 규모도
커졌다. 그리고 부품별 튜닝, 도색, 스티커를 붙이는 등 자동차의 모양도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다.
전작에 비해 눈에 띄게 다른점은 옵션설정 하듯이 세부적인 퍼포먼스
튜닝을 할 수 있어 지형의 특성이나 자동차의 능력에 따라 상호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순간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니트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피드 브레이커가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면
매트릭스를 연상케 하는 화면이 연출되면서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해 진다.
벽에 꼬라박기 직전이나 경찰이 길목에 죽치고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게임 초반에는 스피드 브레이커로 인해 매우 쉬우면서도 재미있고 흡입력
있는 전개가 많은 게이머를 사로잡을 것이다. 드라이브가 쉬워진 만큼
게임의 난이도는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경찰들의 AI(인공지능)에서
결정된다. 이들의 AI는 많은 게이머를 짜릿함과 짜증스러움이 교차하는
향연을 펼쳐줄 것이다. 특히 히트레벨 6에서 마지막 도주미션은
5시간가량을 삽질(?)하게 만들기도 했다. 중후반(블랙리스트 5-6)에
접어들면서부터 이 게임의 난이도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것이다. 추격전에서 알아낸 몇 가지 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레퍼토리

1. 가까운 고속도로를 찾아 진입
2.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최고속으로 도로공략(핼기는 씹어도 됨)
3. 목적달성 후 고속도로를 이탈
4. 좁은 골목주행이나 자신만의 따돌림 경로로 운행
5. 쿨다운 상태가 되면 잽싸게 숨기
위기대처
1. 진을 치거나 스파이크 : 스피드 브레이커 사용 후 가급적 비켜가거나
틈새로 부딪힘
2. 전방에서 달려드는 SUV : 살짝 비켜줌(최고속도에서 유리)
3. 측,전방 블록 : 전속 후진으로 빠진 후 180도 급회전 역주행
4. 사방 블록 : 계속해서 악셀을 밟아주고 니트로 혼용
5. 4번상황에서 채포게이지가 모자람 : 스피드 브레이커 사용
모스트 원티드에 아쉬운 점이라면, 아케이드 지향적인 NFS가 되어버린
것이다. 기존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작에서 풍겨주었던
시뮬레이션틱(?)한 맛이 사뭇 그립다. 그리고 세계의 명차들을 게임에서
경험한다는 컨셉이 바로 NFS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왠일로
페라리가 등장하지 않는다. 최근 페라리가 라이센스를 강화해서라고 한다.
NFS에 페라리가 빠지는 것은 말이지... 도시락 까봤더니 리필안된 도시락
이였다는 느낌이라구.(대신에 투스카니라도 넣어주셈!)
EA사의 니드포스피드는 단 한편도 거르지 않고 즐겼다. 그 중에도 이번에
발표한 Most Wanted는 역작으로 기록될 만큼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특히 지형의 디테일은 FPS의 지형으로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아주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무리없이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가

잘 이루어 졌다. 꼭 레이싱게임을 즐겨하는 게이머가 아니라도 한번즘
즐겨보길 권장한다.

Powered by TCPDF (www.tcpdf.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