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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We must first clear up misunderstandings about the concept of a game and P2E.

우리는 먼저 게임이라는 것과 P2E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를 풀고가야 한다.

In a nutshell, contrary to the misunderstanding of many investors and users,
The Play to Earn model won't give developers more revenue.
This is based on the change from a monopolistic centralized organization to an organization that
distributes revenue and authority to all participants in the ecosystem.

단언컨데, 많은 투자자와 유저들의 오해와는 달리,
P2E 모델은 개발사에게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수익을 독점하던 중앙화 조직이 해당 생태계를 지원하는 모든 인원에게 수익과 권한을
배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P2E is a time machine that can return to the past the true face of the game industry distorted by the
excessive P2W model.
P2E is a platform where developers and users share the intangible value created by the metaverse of
games. It is a magic book that allows you to break away from the current monopoly platform economy
and achieve a true protocol economy.

P2E는 과도한 P2W 모델로 왜곡된 게임 산업의 본모습을 과거로 돌려놓을 수 있는 타임머신이다.
P2E는 개발사와 유저가 게임이라는 메타버스가 만들어내는 무형의 가치를 나눠 갖는,
지금의 독과점적 플랫폼 경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프로토콜 경제를 이룩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서이다.

We've been in the game industry for a long time,
and we've enjoyed a variety of games to the point of exhausting them.
So, We can say with confidence, games (especially online games) were originally Play to Earn.

우리는 게임 업계에 오랜 시간 몸담아왔고, 다양한 게임들을 피폐할 정도로 즐겼다.
그렇기에 자신 있게 말하건데, 게임(특히 온라인 게임)은 원래 Play to Earn이 가능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ame and Play to Earn we think is,
It is a very natural and common-sense mechanism that naturally forms like a single body in the
existing game system without the developer adding anything more.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과 Play to Earn의 관계는,
기존의 게임 시스템에서 개발사가 딱히 더 무엇을 첨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몸처럼 형성되는,
매우 자연적이고 상식적인 매커니즘이다.

Now, the digital currency innovation has only “finally” added a bridge called crypto that allows this
virtual value to be exchanged for real value.

지금에 와서, 디지털 화폐라는 혁신을 통해 이 가상의 가치를 현실의 가치와 교환할 수 있는
크립토라는 브릿지가 "마침내" 추가된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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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games have real value?

The fundamental reason game goods have value is that players "invest" their "time" in the game.
We human beings all have the same good of “time”, and where we put this in, “opportunity cost”
arises.

게임 재화가 가치를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시간"이라는 재화를 지니고 있고, 이것을 투입하는 곳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In other words, if a player invests quite a bit of time in a game, the result of the time the player creates
in the game, that is, various items and stronger heroes, will naturally be valued.

즉, 플레이어가 어떠한 게임에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그 플레이어가 게임 속에서 만들어낸 시간의
결과, 즉 여러 아이템과 강해진 영웅 등은 자연스럽게 가치가 매겨지게 된다.

Because by human nature, someone in the game wants to become stronger by investing less "time".
It's the same concept that you pay "money" to take "lectures" that someone spends "time" of their life
studying. In online games, such events occur so frequently and naturally.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의하여 게임 속 누군가는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 더 강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누군가 평생의 "시간"을 들여 공부한 내용을 당신이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워낙 빈번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뿐이다.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n online MMORPG in which the system of "market" or "exchange" is
clearly the basis of the game, this mechanism has been working more reliably. In the country where
we are located, leading MMORPG games such as Lineage, Lineage 2, MapleStory, and Kingdom of
the Winds have verified this mechanism. This happened over a period of over 20 years.

특히나 "거래소"나 "교환"이라는 시스템이 명백히 게임의 근간을 차지하는 온라인 MMORPG의 경우는
이러한 매커니즘이 더 확실하게 작동해 왔다. 우리가 위치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리니지,
리니지2,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 등 유수의 MMORPG 게임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검증해주었다.
그것도 무려 20여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말이다.

Their in-game gold obviously has a value, and in-game items have an even higher value.
It was 20 years before the “word” of P2E appeared. People say that the era of P2E is over in the midst
of a market crash, but P2E has existed since the past and is still in progress.

그들의 인게임 재화는 명백히 가치를 가지고 있고, 게임 아이템은 더욱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P2E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무려 20년 전부터 말이다. 사람들은 시장의 폭락 속에서 이제 P2E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P2E는 과거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Therefore, our job is not to develop a great future technology that no one can imagine,
It's just a matter of securely swapping game assets into crypto, and creating good games and fun
content so that players can invest "time" in our games.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대단한 미래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게임 재화를 크립토로 안전하게 스왑시켜 주고,
플레이어가 우리의 게임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게임,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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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hould it be an “online MMORPG”?

Of course, not all games are suitable for Play to Earn.
If it's simply fun, the economy of the game will never work.
Some game genres present memories to users by lightly enjoying the story and leaving a lasting
impression. These games are great, but it's not easy for the game's goods to have any special value.

물론, 모든 게임이 Play to Earn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재미있기만 하다면, 게임의 경제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을것이다.
어떤 게임 장르는 가볍게 스토리를 즐기고 여운을 남김으로써 유저에게 추억을 선물한다.
이러한 게임은 훌륭하지만, 이 게임의 재화가 특별한 가치를 가지기는 쉽지 않다.

The three fundamental reasons why the aforementioned Korean online MMORPGs had huge
economic value within their boundaries are as follows.

앞서 언급한 한국의 온라인 MMORPG들이 그들의 울타리 안에서 거대한 경제 가치를 지녔던 근본적인
이유를 세가지로 압축하자면 다음과 같다.

1. Conflict, power, and competition between users are necessary.
2. The session must not be terminated.
3. The cycle of Earn-Burn must occur continuously.

1. 유저 간의 갈등과 세력화, 경쟁이 필요하다.

2. 세션이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3. Earn - Burn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As they compete with each other and battle for better castles, a large amount of the game's goods are
consumed, and players become immersed in the political attraction between each faction.
The concept of "mass" is important here. “Power(Force or Guild)” is a very important factor that
activates the market.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더 좋은 성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임으로써 게임의 재화가 대량으로 소모되고,
플레이어들이 각 진영 간의 정치적 매력에 몰입하게 된다.
여기서 "대량"의 개념이 중요하다. “세력”은 시장을 활발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In the case of a classic online MMORPG(The reason why it is specified as a classic is because
currently many MMORPGs are P2W models, where developers sell time to users.), players only
invest their "time" to "hunt" and receive items and goods(Mining).

고전 온라인 MMORPG의 경우(고전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현재 많은 MMORPG들은 P2W모델로
개발사가 유저에게 시간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플레이어의 "시간"을 투입해 "사냥"을 하며 아이템과 재화를 공급 (채굴) 받는다.

Someone in the game needed a quick level-up to gain an edge between factions, so it was natural to
buy other people's "time", and this wa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exchange to be activated.
The principle of supply and demand for time value is naturally generated.

게임 속 누군가는 세력간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빠른 레벨업이 필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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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타인의 "시간"을 사는 일이 당연했으며, 이것이 거래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시간 가치에 대한 수요-공급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다.

It is also important that sessions do not end, uniquely, because of the concept of buying and selling
"time." Since "time" has a higher value the more it accumulates, ending the game in a specific season
and redistributing the balance would be the same as putting a cap on the value of this "time".

또한 특이하게도 세션이 종료되지 않는 점이 중요한데, 이것은 "시간"을 사고파는 개념 때문이다.
"시간"은 더 많이 누적 될 수록 더 높은 가치를 띄기 때문에, 특정 시즌에 게임을 종료 시키고 밸런스를
재분배한다면 이러한 "시간"의 가치화에 제한 캡을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The third also includes the contents of No. 1, and the MMORPG's unique continuous growth system
allows the Earn-Burn cycle to occur continuously.

세 번째 역시 1번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인데,
MMORPG 특유의 끊임없는 성장 시스템은 Earn - Burn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준다.

Buying equipment with the money you earned from catching rabbits and strengthening your skills to
go hunting tigers is a very natural flow in the grammar of MMORPGs. You will invest years and finally
go hunting for dragons.

당신이 토끼를 잡아 번 돈으로 장비를 구매하고 스킬을 강화시켜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일은,
MMORPG의 문법 상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당신은 몇 년을 투자해 마침내 용을 잡으러 갈 것이다.

In such a growth-type game, the basic principle is that the user should Burn the goods to the
character in the game as much as the goods  Earned.
That way, you can gain an edge in the competitive chain and Earn more goods.
Their level goes up naturally, so they can't stay in one place all the time. This is because if a high-level
user is in the area of   a low-level user, he will obviously be handicaped.

이러한 성장형 게임은 유저가 Earn을 한 만큼 게임 속 캐릭터에게 Burn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 경쟁 사슬에서 우위를 점해 더 많은 Earn을 할 수 있게된다.
그들의 레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계속 머무를 수도 없다. 높은 레벨 유저가 낮은
레벨 유저의 지역에 있다면 명백히 핸디캡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Since this stage of the growth chain has no ending and continues through updates, the accumulated
amount of time value increases and the game economy constantly creates value.

이러한 성장 사슬의 단계는 엔딩이 존재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가치의 누적량은 더욱 더 많아지고, 게임 경제는 끊임없이 가치를 생성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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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OCIUM

Now, it seems that the reason we created “EXTOCIUM”, an “online MMORPG game” and a game with
“Play to Earn structure”, has been explained to some extent. From now on, I will explain how the
contents and economy of EXTOCIUM will be designed and developed based on the above.

이제 우리가 “온라인 MMORPG 게임”이자, “Play to Earn의 구조”를 지닌 게임 “EXTOCIUM”을 만든
명분은 어느정도 설명됐을 것 같다. 지금부터는 위 기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EXTOCIUM의 컨텐츠와
경제가 어떤식으로 설계되었고, 발전되어 나갈 지를 설명할 것이다.

First of all, EXTOCIUM was developed as a low-spec mobile game. (Of course, PC clients are also
being prepared.) We want anyone in the world with a mobile phone to enjoy the game as long as they
have access to the Internet. We hope that the wealth that someone with a lot of money pours out to
win the war between factions will give someone in the Third World a job that can make a living.
We have felt that possibility in the development of online MMORPG for a long time, and we want to
design content with that know-how.

우선, EXTOCIUM은 저사양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되었다. ( 물론 PC클라이언트 역시 준비중이다. )
우리는 모바일 폰을 지닌 전세계 누구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게임을 즐기게 하고싶다.
많은 돈을 가진 누군가가 세력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퍼붓는 재화가
제3세계의 누군가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오랜 온라인 MMORPG 개발에서 느껴왔고,
그 노하우를 담아 컨텐츠를 설계하고자 한다.

Introduction video :
https://www.youtube.com/watch?v=wLrRKqu0X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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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There is no story-based questline in EXTOCIUM's game system.
However, it is possible to infer roughly fragments of the story from the discarded letter.
Later, We think that these story pieces can meet the imagination of users and generate good
secondary content.

EXTOCIUM의 게임 시스템에는 스토리 기반의 퀘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버려진 편지를 통해 대략의 이야기 파편들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후에, 이러한 이야기 조각들이 유저들의 상상력을 만나 좋은 2차 컨텐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TOCIUM has a worldview that has been adapted based on the stories of the gods handed down
from ancient civilizations. We personified the gods of various civilizations, including Sumer, Babylonia,
and Greece. It is the story of the destruction of the empire of the gods Extocium, and after that, the
gods of Extocium are reincarnated as humans and adventure on the continent of “Asterica”.

EXTOCIUM은 고대 문명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각색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수메르, 바빌로니아, 그리스 등 여러 문명에 등장하는 신들을 인격화 시켰다.
신들의 제국 엑스토시움의 멸망과, 그 이후 엑스토시움의 신들이 인간으로 환생하여 “아스테리카”라는
대륙에서 모험하는 내용이다.

Legend of EXTOCIUM

전설에, 신들의 나라라 불리웠던 엑스토시움이라는 제국이 있었다.

In legend, there was an empire called Extocium, which was called the land of the gods.

그 곳의 신들은 태초의 별이 폭발하여 태어난 힘을 받았다.

The gods there were given the power that was born from the explosion of the primordial star.

별이 폭발한 힘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신들은 넘쳐 나는 힘을 주체하기가 힘들었다.

The power of the explosion of the star was so great that it was difficult for the gods to control the
overflowing power.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을 나누어 엑스토시움이라는 광물에 저장하여 사용했다.

They shared their own power and used it by storing it in a mineral called Extocium.

신의 힘이 깃든 광물의 위력은 대단했기에, 엑스토시움이 곧 제국이자, 그들의 전부였다 한다.

The power of the mineral imbued with divine power was enormous. It is said that Extocium was their
empire and everything.

신들은 강하고 젊어 두려울 것이 없었기에,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온갖 생물과 마물들을 엑스토시움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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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ds were strong and young and had nothing to fear. They relentlessly expanded their territory
and made all kinds of creatures and monsters kneel at the feet of Extocium.

제국은 번성하고, 창고에 엑스토시움은 넘쳐흘러,
더 이상 정복이 필요없는 신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

The empire prospered, and the warehouse overflowed with Extocium.
The gods, who no longer needed conquest, indulged in luxury and pleasure.

그들에게 창과 방패는 필요 없어지고 와인과 향유가 비싼 값에 팔려나갔다.
신들 중 어떤 이는 금은 보석과 값비싼 산해진미를 위해서라면,
지상의 마물들에게 신의 힘이 깃든 엑스토시움 마저도 헐값에 팔아치웠다.

They no longer needed spears and shields, and wine and perfume were sold at high prices.
Some gods sold Extocium at a low price to monsters on the ground in order to obtain gold, silver, and
jewels and delicacies.

사치와 향락을 반대하는 신들도 더러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제국의 법정에서 유배형을 받아 쓸쓸히 자취를 감추었다.

There were some gods who were against luxury and pleasure,
All of them were exiled in the imperial courts and disappeared alone.

유배를 받은 자들 중, 종종 화자되는 이가 있었다.
그는 용의 날개를 달고, 커다랗게 돋아난 척추뼈와, 머리에는 염소의 뿔을 달고 있어
그 생김새만으로도 공포스러웠다 전해진다.
그가 유배형을 받아 엑스토시움에서 쫓겨날 때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한다.

Among those who left the exile, there was one who remained on record.
He has dragon wings, large vertebrae and goat horns on his head.
It is said that the appearance alone was terrifying.
The following words were spoken to the crowd when he was sentenced to exile and expelled from the
Extocium.

"나는 엑스토시움의 영광을 되찾으러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는 그 해에 이 곳은 피로 물들고 화염을 토할 것이다.
너희는 죽지않는 신들이나 비로소 죽게 될 것이니,
다음 생에 한낱 번뇌하는 미물로 태어나 엑스토시움을 열망하게 될지어다."

"I will return to restore the glory of Extocium.
In the year I return, this place will be stained with blood and vomit with flames.
You are immortal gods, but you will eventually die,
so in your next life you will be born as a mere afflicted creature, and you will aspire to Extocium."

한편, 신들의 강성함에 지상에서 쫓겨나 바다로 떠났던 마물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들은 바다의 작은 섬과 섬들에 모여들어 조용히 세력을 키워갔다.

On the other hand, the monsters that were driven into the sea by the gods were vowing revenge.
They gathered on the small islands and islands of the sea and quietly increased their power.

엑스토시움 제국에서는 산해진미를 비싼 값에 사들였기에,
바다의 마물들은 지상의 종족으로 분하여 산해진미를 바치고 엑스토시움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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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물들은 수백년의 시간을 엑스토시움에 깃든 힘을 사용하는 연구에 몰두하였다.

The monsters of the sea disguised themselves as terrestrial races and sold the delicacies to the gods
to obtain Extocium.
The monsters have spent hundreds of years researching the use of the power of Extocium.

마침내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의 평화는,
어느 날 바다에서 쳐들어온 마물의 군대로 인해 모조리 짓밟혔다.

Finally, the peace of the empire that seemed to last forever,
One day, they were trampled on by an army of monsters that attacked from the sea.

신들은 전쟁에 나서려 했으나 창고에 엑스토시움이 없었다.
드넓은 제국 영토 어디에도, 남아있는 엑스토시움은 너무도 적었다.
신들은 너무 많은 힘을 광물에 주입한 바람에, 엑스토시움 없이는 마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The gods wanted to go to war, but there was no Extocium in the warehouse.
Anywhere in the vast empire, there were very few remaining Extociums.
The gods injected too much power into the mineral, and without the Extocium, they became less than
a monster.

그렇게 신들의 나라, 엑스토시움 제국은 피로 물들고 화염으로 뒤덮혔다.
전설에는 그 전쟁터에 뿔이 돋아나고 용의 날개를 가진 이가 마물의 군대를 지휘하였다 한다.
그 두 눈에는 슬픔과 광기가 서려, 지상의 모든 것을 짓밟고 생명의 끈을 잘라버렸다.

So the kingdom of the gods, the Extocium Empire, was stained with blood and covered in flames.
Legend has it that on the battlefield, someone with horns and dragon wings commanded an army of
monsters.
Sadness and madness shone in his eyes, trampling on everything on the earth and cutting off the
cords of life.

폐허가 된 땅 위에는 검은 재만 날리고, 신도 제국도 마물도 모두 피의 꼬챙이에 찔려 죽었다.
광기의 군단장은 그 땅 위에 홀로 엉엉 울며 스스로를 봉인했다 한다.

Only black ashes flew over the ruined land, and the gods, empires, and monsters were all stabbed to
death by sticks of blood.
It is said that the commander of the madness corps sealed himself by crying alone on the ground.

마물들이 사용했던 엑스토시움들은 지상과 바다 이곳 저곳에 흩어져 존재를 감추었다.

The Extociums used by the monsters were scattered all over the land and sea, hiding their existence.

수천년이 지나 땅 위에 다시 꽃이 피고 훈풍이 불었다.

Thousands of years passed, and flowers bloomed again on the ground, and a warm breeze blew.

미물중의 미물이라 불리우는 인간이라 하는 종족들은 마을을 이루고 농사를 지으며 번영하였다.
인간들 중에는 예쁘고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여, 이런 저런 돌멩이를 수집하는 이들이 있었다.

There were tribes called humans who built villages and farmed.
They were weaker creatures than monsters, but they were prosp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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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humans, there were people who like to look pretty and shiny, so they collect these and other
stones.

개중에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예쁜 보라빛 돌멩이가 있었는데,
어떤 집의 자식에게 선물하니 그 돌멩이가 마법을 부렸다.

One day, someone gifted another person's baby with a beautiful purple stone with an unusual pattern,
and the stone performed magic.

놀란 인간들은 기록과 전설을 뒤져, 그 보라색 돌멩이가 엑스토시움임을 알아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이 미지의 힘을 지닌 엑스토시움을 찾아, 끝없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Surprised by the sight, they searched records and legends and discovered that the purple stone was
an Extocium.
Thus, humans begin an endless journey in search of an Extocium with unknown powers.

전설이 기록됐던 고서의 맨 끝 페이지에는
책 중에 나오는 글귀가 다시 한 번 조그맣게 적혀있었다.

On the last page of the old book where the legend was recorded,
The words in the book were once again written in small letters.

"나는 엑스토시움의 영광을 되찾으러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는 그 해에 이 곳은 피로 물들고 화염을 토할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는 신들이나 비로소 죽게 될 것이니,
다음 생에 한낱 번뇌하는 미물로 태어나 엑스토시움을 열망하게 될지어다."

"I will return to restore the glory of Extocium.
In the year I return, this place will be stained with blood and vomit with flames.
You are immortal gods, but you will eventually die,
so in your next life you will be born as a mere afflicted creature, and you will aspire to Extocium."

10



Stats

At the core of EXTOCIUM growth is the concept of stats.
The basic goal of the game is to grow these stats through heroes, weapons, orbs.

EXTOCIUM 성장의 핵심에는 스탯 개념이 있다.
영웅, 무기, 오브 등을 통해 이 스탯을 성장시키는 것이 게임의 기본 골자다.

The stats in EXTOCIUM are divided into primary stats and secondary stats.
Each stat is looted in a hero, weapon, or orb, and is set as default or optional.
One of the goals of the game is to pursue better equipment options through hunting and combat.

EXTOCIUM에서의 스탯은 1차 스탯과 2차 스탯으로 나뉜다.
각 스탯은 영웅, 무기, 오브에 루팅되며, 기본 또는 옵션으로 설정됩니다.
이 게임의 목표 중 하나는 사냥과 전투를 통해 더 나은 장비 옵션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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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TAT

The primary stats are the six basic stats a hero has,
and the secondary stats are calculated based on these.

1차 스탯은 영웅이 가지고 있는 6가지 기본 값이다.
2차 스탯은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When creating a hero NFT,
the SP between min : 15 ~ max : 21 is randomly distributed to 6 stats.
Among these values, it is a rule that the value of 2 is distributed equally among the 6 stats first, and
the remaining values   are distributed randomly.
The higher the stat value, the less likely it will appear.

영웅 NFT를 만들 때,
최소 : 15 ~ 최대 : 21 사이의 SP가 여섯 종류의 스탯에 무작위로 분배된다.
각 2SP 씩은 6개의 스탯에 먼저 균등하게 분배되고, 나머지 SP는 무작위로 분배된다.
물론 기본 스탯의 합이 높을수록, 이것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진다.

When you level up by collecting exp through hunting, you get 1 SP for each level up.
You can collect SP and distribute it to the 6 basic stats in each hero's detailed information.

사냥을 통해 경험치를 모아 레벨업을 하면, 당신은 각 레벨 업마다 1 SP를 얻게된다.
SP는 각 영웅의 상세 정보에 있는 6가지 기본 스탯에 배분 할 수 있다.

The following is a description of each primary stat.

다음은 각 1차 스탯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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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STAT

The secondary stat is calculated based on the primary stat.
Secondary stats are directly expressed in battle.
EXTOCIUM has no defense stats.
Please refer to the diagram below for a description of each item.

2차 스탯은 1차 스탯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2차 스탯은 전투 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값이다.
EXTOCIUM에는 방어력 개념은 없다.
아래 도표로 각 스탯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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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All heroes and monsters in EXTOCIUM must have 1 attribute.
Attribute refers to the 7 properties of dark, light, stone, water, fire, leaf, and force.
Damage is added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attribute.

EXTOCIUM의 모든 영웅과 몬스터는 1개의 속성을 가진다.
속성은 흑, 광, 석, 수, 화, 목, 무 7가지로 구성된다.
각 속성의 상성 관계에 따라 강해지거나, 약해진다.

14



Hero

There are 7 heroes in EXTOCIUM.
When playing EXTOCIUM, the hero is a very important factor.
Each hero has 7 skill pools, and when you summon a hero,
2 skills are randomly selected from that skill pool.

EXTOCIUM 에는 7명의 영웅이 등장한다.
EXTOCIUM을 플레이할 때, 영웅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각 영웅은 7개의 스킬 풀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영웅을 소환 할 때 해당 스킬 풀에서 2개의 스킬이 랜덤 선택된다.

The first stat given initially, two randomly selected skills, and the hero's attributes will determine the
value of your hero NFT.

최초에 부여받는 1차 스탯, 랜덤 선택된 2개의 스킬, 영웅의 속성이 당신이 가진 영웅 NFT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Unlike the existing RPG grammar, we have fixed two skills for the hero, which is by design.
You have to create your own strategy by constantly trading heroes through the market.
Alternatively, you may be able to exchange heroes with other users through Metamask
Repeated option looting and trading behavior is the core of the game.
.
우리는 기존 RPG문법과 달리, 영웅에게 2개의 스킬을 확정지어놨는데, 이것은 의도된 디자인이다.
당신은 마켓을 통해 영웅을 끊임없이 거래하며 당신만의 전략을 만들어가야 한다.
혹은, 메타마스크를 통해 다른 유저와 영웅을 교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복된 옵션 루팅과 거래 행위가 게임의 골자가 되는 것이다.

In addition, heroes can be added through updates.
Of course, since the addition of new heroes can interfere with the price value of existing heroes, we
are envisioning a system called “inheritance”. This means that you need the old hero to get a new
one, and it is a concept that inherits the Base Stat (15~21) you get when you first summon the hero.

덧붙여, 업데이트를 통해 영웅이 추가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영웅의 추가가 기존 영웅의 가격 가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승”이라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영웅을 얻기 위해 이전 영웅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최초에 영웅을
소환 할 때 받는 Base Stat (15~21)을 계승받는 개념이다.

A detailed introduction to each hero is attached to the article below.

각 영웅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아티클에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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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ru
https://extocium.com/2022/09/22/hero-introduction-aruru/

Aristo
https://extocium.com/2022/09/21/hero-introduction-aristo/

Tiamat
https://extocium.com/2022/09/20/hero-introduction-tiamat/

Tammuz
https://extocium.com/2022/09/19/hero-introduction-tammuz/

Iskandar
https://extocium.com/2022/09/18/hero-introduction-iskandar/

Ishtar
https://extocium.com/2022/09/17/hero-introduction-ishtar/

Elena
https://extocium.com/2022/09/15/hero-introduction-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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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pon & Orb

Like heroes, weapons and orbs are important equipment in EXTOCIUM.
Weapons are equipped with one active skill, attack power and skill attack stats.
The orb has a unique secondary stat called agility by default.

영웅과 마찬가지로, EXTOCIUM에서 무기와 오브는 중요한 장비다.
무기에는 액티브하게 사용가능한 스킬 1종 및 공격력과 스킬 공격력 스탯이 기본으로 붙고,
오브에는 민첩이라는 고유의 2차스탯이 기본으로 붙는다.

Each piece of equipment can be smelted stronger through the enchantment system,
Higher enchantment levels require the risk of equipment being destroyed.
In addition, the Primary stat is attached as an additional option for every 5 enchantment level steps.

각 장비는 인챈트 시스템을 통해 더 강하게 제련할 수 있으며,
높은 인챈트 레벨은 장비가 파괴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인챈트 레벨 5단계마다 1차 스탯이 추가 옵션으로 붙는다.

All heroes and equipment of EXTOCIUM can only be crafted through the “crafting” system.
(Of course, with the exception of heroes, finished products are rarely dropped from the field.)
This is the “production-based economy” that underlies the virtual economy.
Obtaining materials from the field and crafting higher-level equipment from those materials.

EXTOCIUM의 모든 영웅, 장비는 오로지 “”제작” 시스템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물론, 영웅을 제외하고는 드물에 필드에서 완제품이 드랍되기도 한다.)
이것은 가상 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작 기반 경제”다.
필드에서 재료를 얻고, 그 재료로 상위 단계의 장비를 제작하는 것이다.

In order to get better options, the user must continually craft equipment.
Accordingly, the competition for resource gathering in the field will intensify.
For more information on weapons and orbs, see the guide links below.

더 좋은 옵션을 얻기 위해, 유저는 계속해서 장비를 제작해야 한다.
이에따라 필드 안에서의 자원 채집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다.
무기와 오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가이드 링크를 참조한다.

WEAPON GUIDE :
https://extocium.com/guide/weapon_guide/

ORB GUIDE :
https://extocium.com/guide/orb_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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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Field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EXTOCIUM.
A field is a place where resources are mined and a place where conflicts between users occur.
Each field has its own resources, so to craft high-grade items, you need to collect the unique
resources produced in each field. This is a principle similar to the fact that there is a geopolitical value
of reality. The field is an important background that supports the production economy of EXTOCIUM.

EXTOCIUM에서 필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드는 자원의 채굴 장소이자, 유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장소다. 각 필드는 고유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제작하려면 각 필드에서
생산되는 고유 자원을 모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현실의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필드는 EXTOCIUM의 제작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백그라운드다.

Field Level
The recommendation level is defined in the field of EXTOCIUM.
It is most efficient to hunt at the same level of each field and level of the hero.
To prevent high-level heroes from quickly raising low-level heroes,
If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level, it may not be possible to obtain exp.

EXTOCIUM의 필드에는 추천 레벨이 정의되어 있다. 각 필드 레벨과 영웅의 레벨이 일치하게 사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높은 레벨 영웅이 낮은 레벨 영웅을 빠르게 키워준다던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벨 차이가 많이 날 경우 exp 획득이 불가능 하기도 하다.

Field PK
All fields of EXTOCIUM allow for lawless battles between players.
Each field is divided into a peace zone and a battle zone, You cannot battle in the peace zone, and
unlimited battles are possible in the battle zone. As one player kills another, PK SCORE accumulates.
PK SCORE increases PK LEVEL. If the PK LEVEL is high, when another player dies, a certain
amount of items in your inventory will be dropped on the floor.

EXTOCIUM의 모든 필드는플레이어 간에 무법적 전투가 가능하다.
각 필드는 피스존과 배틀존으로 구분되며, 피스존에서는 전투를 할 수 없고 배틀존에서는 무제한 전투가
가능하다. 한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를 처치하면, PK SCORE가 쌓인다.
PK SCORE는 PK LEVEL을 높여준다. PK LEVEL이 높아지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사망했을 시,
자신의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 중 일정량을 바닥에 드랍하게 된다.

If you don't want to lose items and gold due to PK,
It is wise to keep gold with the village NPC Yeyirel, or swap it for XTO coins.

당신이 PK로 인해 아이템과 골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면,
마을 NPC 예이렐에게 골드를 보관하거나, XTO 코인으로 스왑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This lawless field PK system induces an influx into the Clientela’s system.
Patron - Field PK becomes impossible between players who have a client relationship.
This rule will affect the war of powers and the united front when the size of the Clientela’s Club grows
later.

이러한 무법적 필드 PK 시스템은 클리엔텔라스 시스템으로의 유입을 유도한다.
페이트론 - 클라이언트 관계를 맺은 플레이어 간에는 필드 PK가 불가해진다.
이 룰은 후에 클리엔텔라스 클럽의 규모가 커질경우, 세력의 전쟁과 연합전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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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The energy system is a very important element in EXTOCIUM.

에너지 시스템은 EXTOCIUM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Energy is a control system that no longer drops items and gold when all the energy provided for the
day is consumed. This is necessary to prevent inflation of in-game items, including XTO coins, and to
respect the value of items.

에너지는 하루 동안 제공되는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면, 아이템과 골드가 더 이상 드랍되지 않는 제어
시스템이다. 이는 XTO 코인을 비롯한 게임 내 아이템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아이템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하다.

If the economic value of MMORPG is obtained by “investing” the player’s “time”,
The energy system is a way to increase the “amount” of that “time”.

MMORPG의 경제가치가 플레이어의 “시간”을 “투자”하는 데서 얻어진다면,
에너지시스템은 그러한 “시간”의 “양”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Of course, the “amount” that can be increased per day is limited. (Because time is 24 hours.)
If you want to increase the time, you can purchase energy potions with BNB through the shop.
This is almost the only payment model of EXTOCIUM.
EXTOCIUM's sales will be generated through this energy potion and transaction fees.

물론 하루에 늘릴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다. ( 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이다. )
당신이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상점을 통해 BNB로 에너지 포션을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EXTOCIUM의 거의 유일한 결제모델이다.
EXTOCIUM의 매출은 이 에너지 포션과 거래 수수료를 통해 발생될 것이다.

The rules of the energy system are as follows.

에너지 시스템의 규칙은 아래와 같다.

● Energy is reduced by 1 when the player gains a certain amount of experience based on the
level of the hero he plays.

● When gathering resources, when gathering 10 resources, energy is reduced by 1.
● The energy provided per day is 100, which does not accumulate and resets daily.
● When you use all 100 of your energy, Items no longer drop and the amount of EXP gained is

reduced to 50%.
● If you want to hunt more during the day, you can purchase extra energy with BNB in   the shop.

● 플레이어가 플레이 하는 영웅 의 레벨에 따라 일정 경험치를 획득하면 에너지가 1 감소.
● 자원 채집 시 자원 10개 채집 시 에너지 1 감소.
● 하루에 제공되는 에너지는 100이며, 매일 누적되지 않고 초기화된다.
● 에너지 100을 모두 사용하면 더 이상 골드와 아이템이 드랍되지 않고
획득 경험치가 50%로 감소한다.

● 더 많이 사냥하고 싶다면 상점에서 BNB로 여분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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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ela’s Club

The Clientellas Club is EXTOCIUM's unique community system.
This is not just a community role, but you can get bonus gold by forming a relationship with Patron
and clients.

클리엔텔라스 클럽은 EXTOCIUM의 고유한 커뮤니티 시스템이다.
이것은 커뮤니티 역할에 그치지 않고,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형성해 보너스 골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Patron
I promote my referral code to someone, and when that person enters the code, I become that
person's Patron. When I become a Patron, I get n% (Depending on your Patron rank) of the gold
bonus my clients get from hunting. The gold collected in the safe can be recovered when it exceeds a
certain amount.
나의 레퍼럴 코드를 누군가에게 홍보하여, 그 사람이 해당 코드를 입력할 경우, 내가 그 사람의
페이트론이 된다. 나는 페이트론이 됨으로써 내 클라이언트가 얻는 골드 보너스의 n% (페이트론 등급에
따라 달라짐) 를 금고에 적립받는다. 금고에 모인 골드는 일정량 이상을 넘을 경우 회수할 수 있다.

Client
When I enter someone's referral code, I become that person's client. By supporting Patron, I can get a
bonus amount from the gold I get from field hunting.
내가 누군가의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면, 나는 그 사람의 클라이언트가 된다. 내가 페이트론을
지지함으로써 필드 사냥 시 얻는 골드에서 보너스 분량을 얻을 수 있다.

Extension of the relationship
The system initially begins by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Patron and the client.
However, with updates, this organization will grow into a club, a guild, and a force.
This is the basic system for siege assault, guild warfare, and power battle.

이 시스템은 최초에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업데이트를 통해, 이 조직이 클럽, 길드, 포스로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공성전, 길드전쟁, 세력전투 등을 위한 기반 시스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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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 - Burn

EXTOCIUM earns resources through hunting and gathering, and burns resources to strengthen and
craft heroes and equipment. This Earn-Burn chain starts with light growth and extends to field PK,
guild wars, and siege wars.

EXTOCIUM은 사냥, 채집 등을 통해 자원을 벌고, 영웅, 장비 등의 강화 및 제작을 위해 자원을 태운다.
이러한 Earn - Burn 사슬은 가벼운 성장으로 부터 시작해 필드 PK, 길드전쟁, 공성전까지 확대된다.

The act of eating food for hunting and the act of eating potions are all part of Burn's process.
As the size of the content increases, the level of immersion in the game will also increase.
Ironically, conflicts and wars are the most loved content by people in the long history.

당신이 사냥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포션을 먹는 행위도 모두 Burn의 과정에 속한다.
컨텐츠의 규모가 커질 수록, 게임의 몰입도도 높아질 것이다.
여전히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컨텐츠는, 아이러니하게도 갈등과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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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O coin

Summary

XTO coin (BEP20)
• Name : XTO coin
• Contract Addr : 0x5d88Be3Bc26399901a5aDE946CfAA98a83EA437B
• Symbol : XTO
• Total supply : 2,100,000,000
• Max Mining Amount per Day : 10,000
• Network : Binance Smart Chain

XTO coin is the commodity that supports the virtual economy of EXTOCIUM and is the governance
token of EXTOCIUM. This currency is the popularity of the game and the value of the game.

XTO코인은 EXTOCIUM의 가상 경제를 지탱하는 재화이자, EXTOCIUM의 거버넌스 토큰이다.
이 통화는 게임의 인지도이자, 게임의 가치인 셈이다.

XTO coin and gold, the game currency of EXTOCIUM, are fundamentally the same concept.
However, since it is not possible to drop coins registered in the blockchain in real time, a bridge
currency called gold is used.

XTO코인과 EXTOCIUM의 게임 재화인 골드는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다만, 블록체인에 등록되는 코인을 실시간으로 드롭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골드라는 브릿지 통화를
사용한다.

The method of mining XTO coin is very simple. You collect gold by playing games.
If you go to Yeirel, an NPC in the game with a certain bundle of gold, XTO - Gold swap service is
provided.

XTO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게임을 플레이하여 골드를 모으는 것이다.
골드의 일정 묶음을 가지고 게임 속 NPC인 예이렐에게 가면, XTO - 골드 스왑 서비스를 제공한다.

Of course, since the amount of gold required to swap to XTO coins is significant,
purchasing XTO coins from an exchange is another way.

물론 XTO코인으로 스왑 하기 위해 필요한 골드의 양은 상당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XTO코인을 구매해 오는 것도 방법이다.

The most basic use of XTO coins is to play games.
There are materials that can only be purchased with XTO Coins for crafting and enhancing all items of
EXTOCIUM, and summoning heroes. Gold is also consumed continuously for the growth of the game.

XTO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처는, 게임 플레이에 사용되는 것이다.
EXTOCIUM의 모든 아이템 제작 및 강화, 영웅 소환 등에는 XTO코인으로만 구입 가능한 재료들이
존재한다. 또한 골드 역시 게임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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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of XTO holders

There is a way to use XTO coins in games, but this is not a reason to have XTO coins.
So, why did we create XTO coin?

XTO코인을 게임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XTO코인을 꼭 가져야 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XTO코인을 만들었을까?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signing and considering the economy of XTO Coin - EXTOCIUM is the
rights that the holder has by holding the XTO coin.

우리가 XTO 코인 - EXTOCIUM의 경제를 설계하고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바로 XTO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홀더가 갖는 권리들이다.

We have repeatedly announced that we are experimenting with a “protocol economy” where
developers and game users can coexist with each other. To this end, we pondered how XTO holders
could more actively take advantage and voice over gameplay. This content contains considerations
about what we can share while considering the development cost of the developer.

우리는 개발사와 게임 유저가 서로 공생할 수 있는 “프로토콜 경제”를 실험한다고 누차 밝힌바 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XTO 홀더가 더 적극적으로 게임 플레이에 대한 이득과 목소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 내용은 개발사의 개발비용 충당을 고려함과 동시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The rights of XTO holders are largely explained in the following four axes.

XTO 홀더의 권리는 크게 아래 4가지 축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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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es.1
21% of EXTOCIUM's paid item sales are distributed to XTO holders
EXTOCIUM의 유료 아이템 매출의 21%를 XTO홀더에게 분배

● EXTOCIUM uses “energy” as a paid item, the most important time commodity to mine more
XTO. This is a concept similar to a monthly payment.

● By using BNB payment for this paid payment, most of the 20-25% platform fee paid for
existing mobile platforms (Google, IOS) can be saved.

● We do not take these profits as they are, but distribute them to XTO holders.
● Distributions are paid according to the holding ratio of the entire XTO pool, excluding the

amount of XTO owned by the company.
● The amount is paid in BNB, a payment coin, and automatically settled every 3 months to the

wallet linked to the game account.
● However, if the BNB transaction fee is greater than the distribution or the sales do not exceed

the minimum development cost, the distribution will not be made.
● If international laws regarding virtual coin revenue are enacted, tax obligations on income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XTO holders themselves.

● EXTOCIUM은 XTO를 더 많이 채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 재화인 "에너지"를 유료
아이템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월정액과 비슷한 개념이다.

● 이 유료 결제에 BNB결제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모바일 플랫폼 (구글, IOS)에 지불하던
20~25%가량의 플랫폼 수수료 중 대부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 우리는 이러한 이익을 개발사가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XTO홀더에게 배분한다.
● 기업이 가진 XTO분량을 제외한 전체 XTO 풀에서 보유 비율에 의거하여 분배금을 지급한다.
● 해당 금액은 결제 코인인 BNB로 지급되며, 게임 계정에 연결된 지갑으로 3개월 마다 자동
정산된다.

● 단, BNB 거래 수수료가 분배금보다 크거나, 매출액이 최소 개발비용을 넘지 못할 경우  분배하지
아니한다.

● 가상 코인 수익에 관한 국제적 법률이 제정될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의무는 XTO 홀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Axes.2
Gran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iege warfare (to be updated)
공성전 참전권 부여 (업데이트 예정)

● Siege is the content to be updated and can be said to be the apex content of EXTOCIUM.
● The guild that wins the siege will be able to occupy the "castl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acquire the exclusive right to receive a portion of the transaction fees traded in the area
as revenue.

● The amount to be settled is 2% of the 5% NFT transaction fee in the market.
● As the game prospers and the trading volume increases, the powers with the qualifications of

"Castle Lord" will be able to create huge "real" profits.
● Therefore, participation conditions are attached to such a siege, and a certain amount of XTO

must be held in the guild.

● 공성전은 업데이트 예정 컨텐츠로, EXTOCIUM의 정점 컨텐츠라 할 수 있다.
● 공성전에서 승리한 길드는 일정기간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수익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독보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 정산받는 금액은 마켓 내 NFT 거래 수수료 5% 중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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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흥하고 거래량이 많아질 수록 "성주"의 자격을 가진 세력은 막대한 "실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공성전에는 참여 조건이 붙는데, 일정 XTO를 길드 내에 홀드하고 있어야 한다.

Axes.3
EXTOCIUM update voting rights (to be updated)
EXTOCIUM 업데이트 투표 권한 부여 (업데이트 예정)

● One of the goals of EXTOCIUM is to create a successful DAO community and a decentralized
development organization where users can participate in development.

● As a first step on this journey, there will be update voting rights available only to XTO holders.
● We will release a test server, and apply updates to the test server first. Users will test the

changed contents through the test server. After that, you will be asked to comment or vote for
or against this content.

● Selecting the update direction through voting is very important for EXTOCIUM, NFT and XTO
ecosystems. Because these assets will have real value. An asset's value should not undergo
rapid fluctuations through incorrect updates.

● EXTOCIUM의 목표 중 하나는 성공적인 DAO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저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탈중앙 개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이에 대한 첫 번째 여정으로, XTO홀더들에게만 제공되는 업데이트 투표권이 있을 것이다.
● 우리는 테스트서버를 출시할 것이고, 테스트서버에 업데이트 내용을 먼저 적용할 것이다.
유저들은 테스트서버를 통해 변경된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후 이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남기거나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 투표를 통해 업데이트 방향성을 골라내는 작업은 EXTOCIUM과 NFT와 XTO생태계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자산들은 실제 가치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업데이트를 통해
자산의 가치가 급격한 변동을 겪어서는 안된다.

Axes.4
EXTOCIUM's Equipment Defi Authorization (to be updated)
EXTOCIUM의 장비 디파이 권한 부여 (업데이트 예정)

● Equipment Defi is one of the major update target contents of EXTOCIUM.
● It is a system that allows users to rent equipment that has been painstakingly created and

strengthened by other people for a fee.
● Due to the nature of online MMORPGs, it is not easy for novice users to adapt to the game

ecosystem as time goes by.
● However, by using Equipment DeFi, even novice users can mine XTO with maximum

efficiency at minimum cost.
● As a result, existing users receive rental fees for unused equipment, and new users can enter

the XTO ecosystem with a small investment cost.

● 장비 디파이는 EXTOCIUM의 중요 업데이트 목표 컨텐츠 중 하나다.
● 유저가 공들여 만들고 강화시킨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온라인 MMORPG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초보 유저가 게임 생태계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 그러나 장비 디파이를 이용하면, 초보 유저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갖고 XTO채굴이
가능해진다.

● 이로써 기존 유저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한 대여료 수익을 받고, 신규 유저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XTO생태계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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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ndance and Famine

EXTOCIUM has a halving system to prevent the steep inflation of XTO coin.
We call it the abundance and famine system.

EXTOCIUM에는 XTO coin의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반감기 시스템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풍요와 기근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It operates in increments of 4 hours and changes the state of the game based on the amount of XTO
swapped over the previous 4 hours.
XTO coins are set to be swapped up to 10,000 per day.
(Of course, if the XTO coin experiences fluctuations in value, the ratio of gold to XTO and the daily
swappable amount may change.)
This 10,000 pieces are divided into 6 (24/4) pieces to set the standard of 1666 pieces per 4 hours.

이것은 4시간 단위로 작동되며, 이전 4시간동안 스왑된 XTO의 양을 기준으로 게임의 상태를 변경한다.
XTO 코인은 하루 1만개까지 스왑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물론, XTO 코인이 가치의 변동을 겪게 될 경우 골드와 XTO의 비율, 하루 스왑 가능량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 1만개를 6번(24/4)으로 쪼개어 4시간 당 1666개라는 기준을 세운다.

● If XTO is swapped in excess of 1666 in the last 4 hours, the EXTOCIUM in-game famine will
come.

○ During famine, the drop rate of items and gold is reduced by 50%.
● If XTO is swapped for less than 1666 and more than 666 in the last 4 hours, the state of the

EXTOCIUM game does not change.
● If XTO is swapped to less than 666 in the last 4 hours, EXTOCIUM in-game Abundance will

come.
○ In abundance, the drop rate of items and gold is increased by 15%.

● XTO가 직전 4시간동안 1666개를 초과하여 스왑되면 EXTOCIUM 게임 내 기근이 찾아온다.
○ 기근 상태에서는 아이템과 골드의 드랍률이 50% 감소한다.

● XTO가 직전 4시간동안 1666개 이하, 666개 이상으로 스왑되면 EXTOCIUM 게임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 XTO가 직전 4시간동안 666개 미만으로 스왑되면 EXTOCIUM 게임 내 풍요가 찾아온다.
○ 풍요 상태에서는 아이템과 골드의 드랍률이 15%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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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

The burning of XTO occurs in the following cases:

● When XTO is swapped for gold, all paid XTOs are burned.
● If you purchase an item with XTO in the store, all of the XTO paid will be burned.

XTO코인 및 XTO코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골드 재화는 아래와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소각된다.

● XTO코인을 골드로 스왑했을 경우, 지불된 모든 XTO는 소각된다.
● XTO코인으로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지불된 모든 XTO는 소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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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ions

The pre-distribution amount of XTO coin is as follows.
We make most of the XTO coins mined in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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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2022.Q4
● beta test
● Major bugs and balance fixes reported in beta testing
● Clientela’s club system expansion (friends, guilds, parties, etc.)

● 베타 테스트
● 베타테스트에서 신고된 주요 버그 및 밸런스 수정
● 클리엔텔라스 클럽 시스템 확장 ( 친구, 길드, 파티 등 )

2023.Q1
● XTO Coin Decentralized Exchange Listing Request
● Added PvP content such as arena and guild battles
● Added ranking system
● Fixed some content goods balancing due to XTO price fluctuations
● New field or dungeon expansion
● Hero title system based on NFT's record
● Add real estate (castle, house, etc.) that can be occupi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rough

PvP content

● XTO코인 탈중앙화 거래소 상장 추진
● 아레나, 길드전과 같은 PvP 컨텐츠 추가
● 랭킹 시스템 추가
● XTO 가격 변동에 따른 일부 컨텐츠 재화 밸런싱 수정
● 신규 필드 또는 던전 확장
● NFT의 기록에 따른 영웅 타이틀 시스템 추가
● PvP컨텐츠를 통해 일정 기간 점령 가능한 부동산 (성, 집 등) 추가

2023.Q2
● XTO Coin Exchange Listing Request
● Add Siege assault Content
● A system that settles a certain amount of commissions generated in the Xtocium market to

the guild when acquiring the status of a castle lord
● NFT registry where you can browse all records of heroes and equipment NFT
● New field or dungeon expansion
● Introduced a test server and added an updated voting system for XTO holders
● Application of test server and update voting system where XTO holders are empowered
● Hero Succession System

● XTO코인 거래소 상장 추진
● 공성전 컨텐츠 추가
● 성주 자격 획득 시 엑스토시움 마켓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일정량을 해당 길드에 정산해주는
시스템 추가

● 영웅 및 장비 NFT의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NFT 등기소 추가
● 신규 필드 또는 던전 확장
● 테스트 서버 도입 및 XTO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업데이트 투표 시스템 추가
● 영웅 계승 시스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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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Q3
● High-risk, high-profit PK dungeon content that can only be entered by users with high PK

levels
● XTO-based equipment defi system that allows you to lend your expensive equipment or

heroes to other user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 PK Level이 높은 사용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용 PK 던전 컨텐츠 추가
● 내가 가진 고가의 장비나 영웅을 다른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빌려줄 수 있는 XTO기반의 장비
디파이 시스템 추가

…

After that, updates will continue to reflect user opinions.
이후에도 계속 유저 의견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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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 Team

XTOLAB
A studio belonging to the SUPERNAD corp

Location
B-511, 177, Jeongjai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Call
070-7677-2546

We are an indie game developer organized to make P2E games.
We have many years of online MMORPG development and live service experience.

SungYoung Hur
CEO
He is a server programmer with 20 years of experience and is a veteran programmer who participated
in server design for Lineage 2 and Terra. He has extensive experience in developing and servicing
MMORPGs, and is in charge of implementing all programs of EXTOCIUM.
https://www.linkedin.com/in/sungyounghur

Young Kwon
As a game artist with 10 years of experience, she worked for NCsoft for 9 years. She has experience
in the game development team and the Lineage 2 live team, and is in charge of game planning and
game art for EXTOCIUM.
https://www.linkedin.com/in/young-k-ba35b9251/?locale=en_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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