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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브온라인

 이브온라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브온라인은 

전세계 단일 서버로 운영되는 SF MMORPG입니다. 국내에

선 약간 생소한 장르인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

으로 여러분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전투, 생산, 무역, 탐사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엘리트로서 재탄생됩니다.

 이브온라인에서의 전투는 단순히 함선대 함선이 아니라 수

백대의 함대가 격돌하는 대규모로 벌어지며 스파이와 전략

무기등, 전술적인면을 고려하지 하지 않으면 절때 승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수백대의 함대를 

거느리는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역,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는 곳 입니다. 이브온라인은 

수백개의 성계외 수천개의 스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 이 모든 곳은 개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고 아이템의 가

격이 틀리므로 시세차익을 노린 무역이 가능합니다. 주식과 

은행, 대출과 같은 컨텐츠도 노려보세요.

 그리고 생산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원자재를 가공하고 

설계도를 연구하고 기본 부품과 특수 재료를 섞어야만이 아

이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엔 이브의 컨텐츠는 많습니다. 이 모든 것

을 게임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분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한다고 해서 반

드시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

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 됩니다.

2. 케릭터

 다른 RPG게임 같으면 자신의 케릭터가 화면에 나와서 그

걸 이리저리 조종하여 사냥도하고 생산도 하겠지만 이브온

라인에선 케릭터 자체는 게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케릭터는 함선을 조종하고 우호도를 쌓으며 가장 중요한 스

킬을 배웁니다.

  2-1. 케릭터 만들기

 케릭터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빈공

간을 누르시면 됩니다. 계정당 3개

의 케릭터가 가능하지만 보통 하나

의 주케릭터만 만들고 나머지는 거

의 쓰지 않습니다. 

일단 케릭터를 만들면 바로 삭제가 

안되므로 적당히 연습삼아 하나 만

드시고 다음에 잘 만드시면 됩니

다. 이제 만들어 봅시다.

이브온라인에는 여러가지 종족이 있습니다. 아마르, 갈란

테, 칼다리, 민마타 그리고 조브로 스토리상 모두 인류의 후

손입니다. 조브는 선택을 할 수 없으니 앞에 4종족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족은 4가지 입니다.

 민마타는 아튈러리 터렛을 쓰고 빠른 함선을 보유한 종족

입니다. 한가지 이야기 하자면 종족은 국가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갈란테는 하이브리드 터렛과 드론을 잘 사용하

는 종족입니다. 아마르는 레이저 터렛을 사용합니다. 속도

가 가장 느리지만 방어력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다리의 경우엔 미사일과 전자전능력이 우수합니다.

 물론 종족은 어느것으로 하던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온라인의 모든 것은 스킬로 이루어져 있고 스킬만 배우면 

아마르종족이 민마타종족의 함선을 탈 수도 있습니다. 이브

온라인의 모든 스킬들은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여러

분이 원하는 종족과 원하는 얼굴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케릭터를 삭제하려면 터미네이

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10시간의 딜레이가 있고 다시 

물어보므로 실수로 삭제하지 않

기 바랍니다. 

 2-2. 케릭터 시트

 케릭터 시트는 이름 그대로 케릭터의 모든 것 입니다. 스

킬, 어트리뷰트, 어그맨테이션, 스텐딩, 자기소계서까지 모

든 것을 볼 수 있고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케릭터 시트를 이

해하는 것이 이브를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2-2-1. 스킬

 이브온라인에는 케릭터의 레벨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

은 스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킬은 종족에 상관없이 모

든 스킬을 플레이어는 배울 수 있으며 이것은 시간을 스킬

포인트로 배울 수 있습니다.(스킬 포인트 자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자체가 스킬 포인트입니다.)



스킬은 이런 스킬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스

킬북을 배우게 되면 스킬란에 0레벨로 추가가 

됩니다. 물론 여러개를 배울 수 없으며 오로지 

처음에 딱 한번만 배울 수 있으니 여러개를 구

입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스킬을 배우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킬북을 오른쪽 클릭하면 3개의 선택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번째는 스킬란에 추가하고 바로 트레인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스킬란에 추가하고 지금 트레인중인 스킬을 다 배우

면 트레인되게 예약합니다. 세번째란은 스킬을 스킬란에 추

가만 합니다. 여기서 트레인이란 ‘스킬을 배우는 중’과 같은 

말입니다. 아래쪽에 자세히 다룹니다.

 이미 스킬란에 추가된 스킬은 2가지의 선택지가 나타납니

다. 첫번째는 지금 트레인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금 트

레인중인 스킬이 끝나면 트레인되도록 예약합니다.

 트레인은 위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스킬을 배우는 중’ 즉, 

스킬의 레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계정당 하나의 스킬만 트

레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케릭터가 트레인중이면 다

른 케릭터는 스킬을 트레인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첫번째선택란에 나오는 시간은 해당 스킬을 그만큼 트레인

해야만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며 중간에 정지도 가능

합니다. 예를 보면 2일 26분 49초라 읽으면 됩니다.

모든 스킬은 정해진 랭크와 스킬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벨 1 2 3 4 5

SP 250 1414 8000 45255 256000

 이 표는 1랭크의 레벨별 스킬포인트를 나타낸 것 입니다. 

스킬포인트는 누적되며 해당 포인트에 도달하면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랭크가 높은 스킬은 배워야 하는 스킬포인

트가 더 많습니다. 곱으로 많아지며 3랭크 스킬은 1랭크 스

킬에 비해 배워야 하는 시간이 3배 많습니다.

 비단 스킬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템은 요구하는 스킬이 있

습니다. 빨간 가위표는 아예 스킬을 배우지 않아서 스킬북

을 사야하는 스킬이며 노란 동그라미표시는 스킬은 배웠지

만 레벨이 모자라는 것, 녹색 체크표시는 스킬도 있고 레벨

도 적당하다는 뜻 입니다. 결국 스킬을 배우든 모듈을 사용

하기 위해선 요구스킬란에 모든 스킬이 녹색체크표시가 되

야 합니다. 없다면 사거나 레벨을 올리세요.

모든 스킬은 프라이머리 어트

리뷰트와 세컨더리 어트리뷰트

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트레인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계

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레벨을위한스킬포인트×60
프라이머리세컨더리 /2

초로 계산되므로 일수로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킬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

은 다음 어트리뷰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모든 스킬은 패

씨브로 따로 작동하지 않아도 배우는 즉시 적용됩니다.

대분류 스킬 이름 간단 설명

Corporation 

management

회사와 얼라이언스 인원

포스 관련스킬

Drones 드론스킬

Electronics CPU, 전자장비 관련스킬

Engineering 파워와 캡, 쉴드 관련스킬

Gunnery 터렛류 관련스킬

Industry 생산과 채광 관련스킬

Leadership 플릿, 갱모듈 관련스킬

Learning 어트리뷰트 관련스킬

Mechanic 아머와 리그 관련스킬

Missile Launcher 

Operation

미사일과 로켓 관련스킬

(칼다리종족의 주력스킬입니다.)



Navigation 속도와 점프 관련스킬

Science 연구와 탐사 관련스킬

Social 미션보상, 스텐딩 관련스킬

Spaceship 

Command

함선 관련스킬

(모든 함선스킬이 다 여기있습니다.)

Trade 무역 관련스킬

 이브온라인은 스킬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대체적인 분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킬 

설명의 마지막으로 스킬예약이 있습니다.

 스킬 큐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킬큐는 24시간 이내에 배울 

수 있는 스킬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킬을 예약할

때 24시간이 넘으면 더 이상 예약 할 수 없습니다. 적절히 

선택을 하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누르지 않으

면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케릭터시트를 누르면 

지금 트레인중인 스

킬이 나타납니다.

  2-2-2.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트는 오직 스킬트레인 시간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것, 데미지가 쎄진다거나 방어력이 좋아진다거나 속도

가 빨라지고 생산을 더 빨리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트리뷰트는 총 5가지로 높을 수

록 좋습니다. 보통 무기와 함선은 

퍼셉션/윌파워, 전자와 연구, 생산

은 인텔리전스/메모리 입니다.

이중에 어트리뷰트를 올려주는 스

킬인 ‘러닝’은 메모리/인텔리전스 

입니다. 물론 어트리뷰트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래쪽에서 자세

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닝

스킬을 알아도보록 합시다.

어트리뷰트 스킬

Intelligence Analytical, Logic

Perception Spatial Awareness, Clarity

Charisma Empathy, Presence

Willpower Iron Will, Focus

Memory Instant Recall, Eidetic Memory

 스킬중 ‘Learning’은 어트리뷰트 2% 보너스입니다. 올려

도 스텟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은 표시만 안될뿐 

계산은 이루어 집니다. 어트리뷰트를 높이거나 러닝스킬레

벨을 5가지 올리면 10% 보너스니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스텐변경은 어트리뷰트란 아래쪽에 리맵을 누르시면 됩니

다. 리맵은 1년에 한 번 변경이 가능하며 신규유저는 특별

히 1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아무래도 신규유저는 총 스킬

포인트 1,600,000 까지 100%속도 보너스가 있으므로 배울 

스킬의 프라이머리/세컨더리를 살펴서 변경을 한다음 보너

스가 끝나면 다시 변경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그러나 어트리뷰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한가지 더 있습니

다. 그것이 바로 어그멘테이션입니다.

 2-2-3. 어그멘테이션

 어그멘테이션엔 어트리뷰트와 하드와

이어링 증대효과를 가진 임플란트, 함

선의 속도, 무기, 방어, 생산, 탐사등 직

접적인 효과를 주는 하드와이어링, 패

널티가 크지만 효과도 큰 부스터 3종류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반에 사용 하

실 것은 어트리뷰트를 증가시켜주는 임

플란트를 찾게 되실 겁니다.

 모든 어그멘테이션은 정해진 슬롯이 있습니다. 슬롯에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 것은 2개이상 장착할 수 없으며 일단 

장착후에는 탈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파괴만 가능하여 파

괴하고 새로운 어그멘테이션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보통 게

임내에선 모두 임플란트라고 하므로 질문 하실땐 임플란트

로 하시면 됩니다.(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2-3. 클론

이브온라인에서, 케릭터에 한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클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캡슐(포

드)라는 작은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케

릭터를 따로 볼 수가 없죠.(물론 차후에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케릭터의 죽음

이란 함선의 폭파가 아닌 캡슐의 폭파입니다.

 클론이란 엘리트파일럿인 여러분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비상용 신체를 말합니다. 캡슐이 위기에 처하면 즉시 정신

을 전송하여 비상용 신체로 되살아 날 수 있습니다. 클론은 

메디칼 서비스가 있는 스테이션에서 설정가능합니다.

이 사진으로 모든게 설명이 됩니다.

 클론이 중요한 이유는 중간에 있는 보증 스킬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캡슐이 불미스러운 일로 폭파되게 된다면 이 클론

으로 되살아나겠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 스킬포인

트가 케릭터의 총 스킬포인트보다 적다면 지금 배운 가장 스

킬포인트가 많은 스킬의 레벨이 한단계 내려갑니다.

 만약 8랭크 스킬인 배틀쉽을 5레벨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

런데 클론확인을 미처 하지 못하고 전투를 벌이다 캡슐을 

폭파 당했다고 합니다. 클론으로 되살아 나긴 하지만 용량

초과로 인해 레벨이 5에서 4로 내려가게 됩니다.(이 스킬은 

4에서 5레벨로 올리는 데 적어도 30일이 걸립니다.) 이처럼 

클론을 제때 확인하지 않으면 시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보증 스킬포인트는 케릭터 시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틈틈이 

보시거나 아예 비싼 클론으로 업그레이드 해두시면 편리합

니다.(시작한지 얼마동안은 캡슐이 터질일이 없으니까요.)

 아래쪽의 메뉴중 업그레이드 클론에서 기본클론(보증 스킬

포인트 90만)에서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물

론 좋은 것일 수록 비싸죠. 이건 타 게임의 부활비용으로 보

셔도 무방합니다. 옆에 체인지 스테이션은 되살아나는 스테

이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몇몇스테이션을 빼고 직접 방

문하셔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클론점프의 기본개념

 점프클론이란 미리 준비한 예비용 신체로 정신만 이동하여 

아무리 먼 거리라도 단번에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예

비용 신체역시 메디칼 서비스가 있는 스테이션에서 만들 수 

있으며 해당 스테이션의 코퍼레이션의 스텐딩이 8.0 이상, 

사이언스 스킬중 ‘Infomorph Psychology’라는 스킬이 필

요합니다. 일단 만들어 놓은 예비용 신체는 어디든 가져다 

놓을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옴기는 방법은 일단 메디칼에서 예비용 신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클론 점프를 바로 한다음 원하는 스테이션으로 이동

하여 다시 클론 점프를 하면 됩니다. 예비용 신체가 보관되

는 스테이션엔 메디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케릭터 시트에 점프 클론란을 보시면 이와같은 정보가 나

타나게 됩니다. 예비용 신체의 위치와 마지막 점프를 한 날

짜가 표시됩니다. 점프는 24시간의 딜레이가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어느 예비용 신체든 정신은 하나이므로)

 본체의 임플란트나 하드와이어링은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

하지 마세요. 유저끼리의 전투시나 위험한 일을 할때 점프 

클론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4. 기타

 중요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하지 않은 바이오는 자기소게서정도로 사용되며 데코레이

션과 서티피케트는 자랑용으로 사용됩니다. 쓸모없는 몇 안

되는 기중중 하나입니다. 시큐리티 스테이터스는 수치가 중

요하지 내용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치만 기억하

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3. 함선

 이브온라인에서 함선은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방어구이

자 적을 공격 할 수 있는 무기, 그리고 물건을 나르는 수송

선입니다. 우주에서 무언 가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함선을 

타셔야 하며 함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상 다른 게임의 ‘케릭터’와 같은 역활을 합니다.

 이런 함선에 여러가지 모듈을 피팅(모듈 장착)을 하므로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 함선이 만들어 지

게 됩니다. 사람마다 스킬이 다르고 피팅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함선은 많이 없겠죠.

 중요한 것은 함선도 하나의 비싼 소모품이란 것을 기억 하

시면 됩니다.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3-1. 함선의 기본정보

 함선정보의 첫번째는 스트럭

처(헐)입니다. 맨 위에 스트

럭처의 내구력이 표시되죠.

캐패시티는 함선의 소송용 공

간의 용적을 나타내며 드론 

캐패시터는 드론의 저장용적, 

드론 밴드윗은 드론의 조종가

능 용량입니다.

다음으로 질량과 부피가 있습

니다. 질량은 가속력에 영향

을 주고 부피는 신경쓰지 않

으셔도 됩니다.(지금은) 인터

시아 모디피어는 선회력인데 

높을 수록 얼라인이 빠르며 

오빗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

다.(오빗이란 어느 기준을 중

심으로 일정한 거리로 빙글빙

글 도는 것 을 말합니다.)

맨 아래의 저항들은 문자 그대로 함선의 데미지 저항력을 

나타냅니다. 저항은 총 4가지로 일렉트로닉스, 익스플로젼, 

키네틱, 써멀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저항수치가 높으면 

데미지가 그만큼 적게 들어옵니다. 이부분은 아주중요하기 

때문에 방어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아머와 쉴드도 있습니다.

 아머와 쉴드는 함선의 장갑으로 이들이 우선 격파되야 스

트럭처의 내구력이 감소됩니다. 물론 스트럭처의 내구력이 

0이되면 함선이 폭하되며 캡슐로 탈출합니다.

 이브온라인의 모든 함선은 아머와 쉴드로 방어를 하게 됩

니다. 종족별로 아머로, 혹은 쉴드로 방어를 하는 것이 나뉘

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복구/수리 하면서 전

투를 합니다.(마치 다른 RPG게임에서 포션을 마시듯이)

 복구/수리는 그것을 하는 아머 리페어, 쉴드 부스터가 있습

니다. 이들은 다음에 나올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작동됩니다.

캐패시터란 함선의 전기저장량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모듈은 전기

를 사용하게 되므로 저장된게 없

으면 사용할 수 없죠. 물론 천천

히 다시 축전됩니다.

 이브온라인의 모듈은 엑티브(작동형), 과 패씨브(비작동형)

으로 나뉩니다. 엑티브모듈의 대부분은 전기, 즉 캐패시터

를 사용해야 작동을 합니다. 작동시 일정양을 소모하게 되

므로 없으면 작동하지 않으며 방어구도 작동하지 않게 되겠

죠. 전기를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함선을 잃게됩니다.

역시 미래의 무기이므

로 전자장비란도 빼놓

을 수 없습니다. 최대 

타겟팅 거리는 문자 

그대로 얼마나 멀리 

있는 적을 타겟팅(락

온)할 수 있느냐를 알

려줍니다. 최대 락온 

타겟도 문자그대로 해

석하시면 됩다.

 스켄 리솔루션은 센서의 민감도로 얼마나 빨리 락온을 할 

수 있느냐를 알려줍니다. 높을 수록 빨리 되겠죠. 센서 스트

랭스는 아직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며 시그니처 레디우스

는 함선의 크기로 크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선의 스킬을 올리는 주된이유는 더 좋은 함선

을 타기 위함도 있지만 이러한 함선의 보너스를 받기 위함이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보너스들은 함선을 보

다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해당 함선 스킬을 올리면 즉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맨 

아래의 룰 보너스는 스킬이 필요없고 함선을 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씨피유와 파워그리드는 함선마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함급

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모

듈을 장착하므로소 조금씩 여

유량이 감소하게 될겁니다. 여

유량이 없다면 더 이상 모듈을 

장착할 수가 없겠죠. 물론 씨피

유와 파워그리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칼리브레이션은 리그장착시 사용되므로 처음하시는 여러

분에겐 의미없는 수치입니다.

 이제 모듈 장착, 즉 피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슬롯이 

남았습니다. 슬롯은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최대갯수로 함선

마다 정해져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증가시킬 수 없으니 정해

진 숫자 안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피팅을 하시기 바랍니

다. 보통 무기는 하이슬롯에, 함선 외적요소는 미드슬롯에, 

함선 내적요소는 로우슬롯에 장착됩니다.

 3-2. 갈아타기

 여러분이 이브온라인을 시작하면서 가장 궁굼한 것이 바로 

함선 갈아타기 일 것 입니다.

 막상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셈블한후 엑티브 해주시면 

됩니다. 배에서 안내려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3-3. 보험

 여러분이 함선을 마련하고 피팅도 하셨다고 해서 

아직 우주로 나가기엔 이릅니다. 초보파일럿의 경

우 첫출진에 배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이브온라인에는 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내에 배

를 잃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은 최대 12주입니다.

 코스트쪽이 보험료이며 페이아웃 벨류쪽이 보험금입니다. 

보험을 들 때는 가장 비싼 플래티넘으로만 드시기 바랍니

다. 그래야만 배값의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듈

은 보험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기본 인터페이스

기본 인터페이스중 한가지는 중앙 함선상황창 

왼쪽에 있는 함선기능버튼들 입니다. 이중에 많

이 쓰이는 것이 오른쪽 맨위에 카고버튼 입니

다. 여러분이 전투나 탐사에서 얻은 물건을 보

관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물건을 버튼위로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A 글자로 씌여진 오토파

일럿 입니다. 이건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중앙에 있는 함선상황창은 위쪽에 

하얀띠가 밖에서부터 쉴드, 아머, 

스트럭처를 나타내며 중앙에 노

란색띠는 캐패시터를 표시합니다.

( 쓰면 불이 꺼집니다.)

양옆에 화살표는 기능버튼과 모

듈버튼의 ‘접기’버튼입니다. 맨 

아래는 속도입니다. 속도란 양옆

에 역삼각형은 왼쪽은 멈춤, 오른쪽은 최대속도며 속도조절

은 중간에 한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

는 하얀 삼각형인 인터페이스 세팅버튼입니다.



모듈버튼은 어려울 것 

없이 함선에 장착된 모

듈을 보여줍니다. 엑티

브모듈은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

에 녹색표시는 오버로드

버튼이며 지금 여러분에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3-5. 오버뷰

 오버뷰는 차후에 상세히 다룰 것 이니 여기에선 간단한 기

본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인터페이스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버뷰창은 중간에 있는 우주에 떠있는 오브젝트를 표시하

는 창입니다. 오버뷰에서나 우주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위쪽에 있는 셀렉티드 아이템창이 활성화 되며 여러가지 일

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락온, 접근, 오빗, 쇼인포등의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함선에 드론이  있다면 드론창이 

나타납니다.(없을 경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버뷰는 오버뷰세팅

으로 다양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특정 오

브젝트만 나타나게 

할 수 있으며(함선, 

광물, 스타게이트, 

같은 소속등) 탭기능

으로 간편하게 오버

뷰변환이 가능합니다.

 3-6. 함선의 이동

 이브에서의 이동이란 대부분 워프나 점프로 이루어 집니

다. 하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워프란 항성계(System)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테이션에서 스타게이트로, 아스테로이드 벨트에서 미션

지로, 원거리 이동을 할 땐 워프를 통해 이동합니다.

 점프란 항성계에서 항성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

타게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라인이 이어지지 않는 항성

계끼리는 안되며 이웃성계끼리만 됩니다. 목적지가 멀 경우

엔 여러 항성계를 지나가야만 하겠죠. 물론 게이트를 통하

지 않고 점프를 할 수도 있지만 초반에는 안됩니다.

 오빗이 있습니다. 오빗이란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를 중심

으로 일정거리를 두고 움직이는 것 입니다. 적이 움직여도 

자동으로 오빗이 되므로 항상 적과 일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얼라인이 있습니다. 얼라인은 목표물

을 향해 이동하는 것으로 보통 게이트쪽으로 얼라인을 해 놓

으면 위급상황시 빠르게 탈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목

표물을 오른쪽클릭하고 얼라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

본적인 아스테로이드 벨트, 플레넷, 스타게

이트, 스테이션등은 우주의 빈공간을 오른

쪽클릭 하시면 메뉴에 나타납니다.



4. 이브세계의 경제

 이브온라인의 세계는 먼 미래, 지금 우리의 세계와는 단절

된 미래입니다. 이브온라인의 세계에선 지구가 나오지 않습

니다만 수많은 항성계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용할 수 있는 수천개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스테이션은 이브온라인의 기초로 무역, 생산, 안전한 베이

스가 될 수 있으며 에이전트에게 미션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텝에선 이브세계의 외형적인 구조를 알아봅니다.

 4-1. 맵

 맵은 항성계에 한하여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처

음 시작하는 여러분이 이용하기엔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약간의 설명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부담가지지 말고 가이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맵을 열면  뜨는 것이 월드 맵 컨트럴 패널(이하 패널)이 나

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로케이션 검색이 가능한데 로케이션

은 크게 리전과 항성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콘스텔레이션

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글자를 다 치지 않아도 자동완

성되기 때문에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을 경우 기억나는 것만 

적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비록 패널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므

로 여러 검색란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검색

이 아니라 웨이

포인트 입니다.

웨이포인트는 현

제 자신의 위치

에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길 

입니다.

 셋 데스티네이션의 경우 기존에 설정된 모든 웨이포인트를 

삭제하고 최우선으로 웨이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아래쪽에 

웨이포인트 추가는 말 그대로 기존에 설정된 웨이포인트 끝

에서 출발하는 웨이포인트 입니다.

이런식으로 

웨이포인트

가 설정됩니

다. 

동일한 위치

에 있는 텝으

로 웨이포인

트 취소도 가

능합니다. 

웨이포인트 설정후 화면 왼쪽 

위를 보면 목적지와 거쳐가야 

하는 항성계, 그리고 남은 점프

숫자와 시큐리티 추치를 알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수치란 해

당성계의 안전도로 0.0 에서 

1.0까지 있습니다.

 시큐리티가 높은 지역은(0.5이상) 안전을 보장해주지만 시

큐리티가 0.4이하인 지역은 콩코드 자체가 없으며 0.0은 완

전한 무법지대로 순수하게 유저의 손에의해 항성계가 좌지

우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0.4이하인 구역으로 웨이포

인트가 설정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션을 주는 에이전트가 표시됩니다.

메디칼이 있는 스테이션이 표시됩니다.



 4-2. 마켓

 이브온라인의 물건들은 대부분 마켓에서 사고팔수 있습니

다. 물론 고가의 물건들은 컨트렉트를 이용해야 하지만 기

본적인 함선이나 무기, 방어구, 스킬등은 마켓에서 판매합

니다. 하지막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이 마켓의 물

건의 태반은 플레이어가 판매하고 유저가 사들인다는 것 입

니다. NPC가 사고파는 것은 스킬과 무역물건들 뿐입니다.

 이브온라인은 플레이어가 함선에서 총알까지 만

들어 팔 수 있습니다. 가격역시 플레이어의 손에 

달려있고 이 말은 결국 스테이션마다 물건의 가격

과 종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위에는 리전

의 이름이 표시

됩니다. 왜냐하

면 마켓은 리전

별로 나타나며 

다른 리전의 물

건을 구입하기 

위해선 해당리

전으로 가셔야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엔 레

인지 필터가 있

는 데 스테이션

- 솔라시스템-리

전별로 범위가 

증가하게 됩니

다. 표시되는 물

건의 양도 그만

큼 늘어나게 되

죠. 적당히 활용

합니다.

 브라우저는 위와 같이 대분류/중분류/소분류텝으로 나뉘어

져 보기 편하게 되어 있으며 퀵바는 특정 물건을 지정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쇼 온니 어바일레이블 체크는 

꼭 해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필터검색을 해도 이렇게 나

오는 경우엔(리전으로 필터를 해도) 해

당 리전에는 그 물건이 없다는 뜻 이므

로 다른 리전으로 가셔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아이템을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구입은 간단하게 셀러란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오른쪽클

릭후 바이를 누르면 되지만 몇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

니다.  첫번쨰가 점프인데 이것은 스테이션/시스템/숫자 순

으로 가깝다는 표시입니다. 스테이션인 것을 구입하면 바로 

아이템창에 들어올 것이고 시스템이라면 같은 시스템내에 

다른 스테이션에 있다는 뜻, 숫자라면 점프를 그만큼 해야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퀀티티는 판매자가 올린 물건의 총 갯수며 프라이스는 가

격을 뜻합니다. 아디사다시 모든 스테이션마다 가격이 다르

므로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선 아이템창에 물건이 있어야 하며 피팅

을 해본물건이나 한 번 조립한 함선은 리패키지를 해야 판매

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을 경

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니 판매가 안된다고 해서 버리거나 리

프로세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건값을 더 받고 싶으시면 

판매오더를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 스테이션에서 구입한 물건들은 에셋에 표시가 됩니

다. 스테이션별로 모든 아이템이 표시되므로 아이템이 여기

저기 많은 분들은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쪽

에 나오는 로케이션은 웨이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편

리하게 물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교역 스킬을 배

우면 멀리서도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4-3. 산업

 이브온라인의 산업은 크게 3가지로 채광, 생산, 연구가 있

습니다. 마켓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아이템은 플레이어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채광을 하여 정제를 한 후 설계도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물론 연구부분은 차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3-1. 채광(마이닝)

 채광은 기본적으로 아스테로이드 벨트에서 마

이너가 장착된 함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표

가 되는 광물을 락온 한다음 마이너를 작동하면 

알아서 채광이 됩니다. 카고에 여유가 있어야 

채광된 광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광물은 이런 

아스테로이드 벨트에 있

습니다. 벨트의 질, 광물

읜 종류는 리전과 해당 

항성계의 시큐리티수치

에 따라 다릅니다.

 

 수많은 광석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광석만 골라내는 모듈이 

바로 서베이 스케너입니다. 서베이스 케너를 작동 시키면 

주변에 있는 광석들을 도표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도표로 광석을 

보여주므로 편

하게 골라서 

채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광한 광석은 그대로 판매하여 돈을 마

련할 수도 있지만 정제(리파인)하여 제작시 사

용되는 기본재료로 만들 수 도 있습니다. 아무

래도 여러분은 정제해도 스킬과 스텐딩때문에 

손해가 있으므로 그냥 파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광석이나 기본재료역시 마켓에서 구입해도 됩니

다만 수지타산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이런 것이 바로 기본재료로 그림에 나온 트리

타늄은 기본중에 기본재료입니다. 하지만 광석

에 따라 정제하여 나오는 재료들이 다르므로 

다른 재료를 원하면 다른 광석을 채광하셔야 

합니다. 물론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본재료

 광물

Veldspar 0.1 333 1000

Scordite 0.15 333 833 416

Pyroxeres 0.3 333 844 59 120 11

Plagioclase 0.35 333 256 512 256

Omber 0.6 500 307 123 307

Kernite 1.2 400 386 773 386

 첫번째는 광물 1당 부피며 두번째는 리파인하기 위한 최소

갯수를 나타냅니다. 옆에 재료의 수치들은 최소갯수를 리파

인했을 때 나오는 최대갯수입니다.(광물들엔 2개의 네임드

가 있는데 각각 5%, 10%씩 기본재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6가지의 광물은 여러분이 자주 왕래할 0.5시큐리티이상의 

항성계에서 나오는 광물들 입니다. 그리고 0.9시큐리티이상

의 항성계에선 NPC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4-3-2. 생산

 생산은 설계도를 

기본으로 시작합

니다. 설계도를 

보시면 여러가지 

정보가 있는 데 

우선 이 설계도가 

오리지날인지 카

피인지 파악하셔

야 합니다.

오리지날의 경우 

그림과 같이 표시

되며 카의 경우 

카피란에 ‘YES’로 

표시되며 생산가

능 텝이 새로 나

타납니다. 물론 

생산가능 숫자가 

모두 소진되면 카

피본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오리지널과 카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는 데 카피는 연구가 불가능하며 오직 생산만 

가능합니다. 구입하실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산에 필요

한 스킬이나 재료

도 볼 수 있습니

다. ‘You’ 쪽이 여

러분이 준비해야

할 양입니다.



생산&연구는 하는 방법이 모두 동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배우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생산이니 매

뉴펙처링을 

선택하신다

음 검색거리

를 커렌트 

리전으로 하

시면 모든 

리전의 공장

이 나옵니다.

생산라인에 빈자리가 있어야 생

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료도 해

당 스테이션에 있어야 합니다. 

라인을 선택하셨으면 이제 인스

톨 잡을 누릅니다.

 설계도를 선택하고 런. 즉, 얼마만큼 생산을 하느냐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리지널의 경우 아무리 생산해도 없어지지 

않지만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카피의 경

우 해당 설계도로 만들 수 있는 최대숫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적당한 만큼씩 생산을 하도록 합시다. 런수가 많으면 생산

시간이 길어지므로 물건을 받는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녹

색으로 ‘NOW’표시가 뜹

니다. 이제 생산을 합니다.

 

 

 생산이 완료되면 스테이터스란에 레디로 표시되며 아래쪽 

딜리버를 누르셔야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3. 무역

 경제란에서 이야기 했듯이 이브온라인에 나오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플레이어가 직접 만들고 판매할 수 있으며 그렇기 

떄문에 가격이 스테이션마다 틀립니다. 이런 가격차이를 이

용하는 것이 바로 무역입니다. 다른 컨텐츠만큼이나 심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브온라인에도 상업의 중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아마르

는 ‘AMARR’, 갈란테는 ‘DODIXIE’, 민마타는 ‘RENS’ 그리

고 가장 큰 상업지인 칼다리의 ‘JITA’입니다. 이런 곳은 각 

국가의 중심부근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대부분의 물

건을 판매하고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기에 많은 사람이 이

용하는 곳 입니다. 상업지에서 물건을 값싸게 대량으로 구입

한 다음 다른지역에 가서 이익을 붙어 판매하는 것이 무역의 

기본입니다.

무역을 이해하시려면 오더를 이해 하셔야 합니다.

 오더란 매매주문으로 판매오더와 구매오더가 있습니다. 판

매오더는 ‘A란 물건을 000의 가격으로 판매함’을 마켓에 등

록하는 것 입니다. 마켓을 열었을 때 셀러란에 표시되는 모

든 것이 판매오더라 할 수 있습니다. 구매오더는 이와는 반

대로 ‘A란 물건을 000의 가격으로 구입함’이며 바이어란에 

표시됩니다. 판매오더는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구매오더는 해당하는 물건만큼의 돈이 있어야 등

록이 가능합니다.

 판매오더는 셀창의 어드밴스을 누르면 폴딩

되면서 판매오더창이 나타납니다.

구매오더는 마켓창 

아래쪽에 플레이스 

바이 오더버튼을 누

르시면 됩니다.

 모든 오더는 윌렛에서 확인인 수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

러분도 무역스킬을 배우면 더 많은 오더를 신청할 수가 있

고 세금감면이나 원격판매, 원격구매도 가능합니다. 물론 

무역하는 거리가 멀다면(리전 이상) 직접 물건을 수송해야 

합니다. 이브온라인에는 이런 무역용 함선도 있으니 생각을 

넓고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5. 미션

 미션은 여러분이 처음 이브온라인을 접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입니다. 미션은 다른 RPG게임의 퀘스트와 동일하

며 무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컨텐츠(생산, 연

구, 탐사, PVP)에 비하여 난이도가 낮아 처음 하시는 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션은 초반뿐만 아니라 중후반에도 그것은 스텐딩 때문입

니다. 스텐딩은 우호도로 팩션 스텐딩, 코퍼레이션 스텐딩

이 게임을 하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개인적으론 점프

클론, 세금감면, 리프로세스효율부터 포스까지 다양한 영향

을 끼치게 됩니다.(물론 포스는 엠파지역만)

 이브온라인에는 따로 사냥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5-1.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미션을 주는 NPC를 말 합니다. 이들은 오직 

NPC코퍼레이션에만 있습니다.(플레이어가 만든 코퍼레이

션에는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에이전트를 찾는 법은 맵편

에서 알려드린 것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원하는 NPC코퍼레이션을 쇼인포 해보면 에이전트텝이 있

습니다. 어베일러블 투 유란에 표시된 모든 에이전트는 여

러분에게 미션을 줄 겁니다. 간편하게 에이전트를 오른쪽클

릭하여 웨이포인트를 설정하시면 찾아가기 편리하겠죠.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것은 에이전트의 정보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디비전입니다. 디비전은 에이전트

가 속한 부서로 미션의 양상(전투, 수송, 마이닝)이 결정됩니

다. 전투를 원하면 전투미션을 많이 주는 부서의 에이전트

로, 수송을 원하면 수송미션을 많이주는 부서의 에이전트와 

만나시면 됩니다. 확율이기 때문에 전투미션을 주던 에이전

트가 수송을 줄 수도 있고 마이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투 수송

Internal Security

Security

Command

Surveillance

Intelligence

Administration

Accounting

Archives

Distribution

Financial

Manufacturing

Production

대표적인 디비전

 다음으로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은 에이전트가 주는 미션의 

난이도로 1부터 5까지 있습니다. 이브온라인의 미션은 많은 

미션중 하나를 임의로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미션을 

연달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디비전이 다르거나 코

퍼레이션이 달라도 마찬가지니 유의하세요.

 마지막은 퀄러티인데 이것은 미션의 보상이 좋은가 나쁜가

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높을 수록 좋겠죠. -20부

터 +20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에 스킬에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스킬이 있다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퀄러티는 미션난이도에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퀄

러티가 높다고해서 어려운 미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5-1-1. 미션받는 법

에이전트에게 말을 겁니다.

 제대로 찾아왔다면 이런식으로 미션을 줍니다. 맨위엔 미

션이름고 목표가, 아래엔 적의 종류와 미션을 수행할 항성계

가 표시됩니다. 물론 맨아래의 보상도 있죠. 이상태가 되면 

저널창에도 추가되므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글자

로 오퍼드라 

나온 것은 아

직 승낙을 하

지 않았기 때

문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타입입니다. 타입은 이 미션의 

특성을 알려줍니다. 엔카운터면 전투, 커리어면 수송입니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채광이나 무역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선 미션을 취소(디클레인)하셔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습니다.(오퍼드상태에선 한 에이전트당 4시간마다 취소

가 가능합니다. 같은 에이전트에게 받은 미션을 연달아 취

소하면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패널티는 팩선,코퍼레이션 스

텐딩 하락입니다.) 이제 엑셉을 눌러 승낙합니다.

이제 승낙하

였습니다.

 5-2. 미션지

 대부분의 미션은 정해진 미션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미

션을 받고 미션지로 날아간다음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순서

입니다. 물론 보고와 루팅은 미션이 끝난 다음의 일 입니다.

노란글자는 오른쪽클릭이 가능합니

다. 웨이포인트 설정해줍니다.

 해당 항성계의 우주를 

오른쪽클릭 하면  맨 아

래에 못 보던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미션지로 가는 북

마크입니다. 워프를 통

해 진입합니다.

 여러분이 미션지에 도착을 하면 대부분의 미션은 이런 엑

셀러레이션 게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됬다면 준

비를 하고 오시고 됬다면 게이트를 타면 됩니다. 만약 게이

트를 타고 미션지에 진입했는 데 또 있다면 계속 타고 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것을 포켓이라고 합니다. 게이트를 2번타

야 하는 미션이라면 2포켓 미션이라고 하죠.

적을 공격하기 위해선 락

온을 해야 합니다. 락온은 

셀렉티드 아이템창이나 컨

트롤 클릭으로 하시면 됩

니다. 락온을 하지않으면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빨간십자로 표시되는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봅시

다.(재량 것 제거하세요)

 오브젝트를 성공하여 저널에 오브젝트 컴플릿과 체크표시

가 생겼습니다.(물건탈취의 경우 물건그림에 체크표시가 되

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수송미션은 전투미션과 다르게 매우 간단하며 미션지에서 

미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픽업 로케이션으로 가서 카고를 

가지고 드롭-오프 로케이션으로 돌아와 미션보고를 하면 

됩니다. 참 쉽죠? 당연히 저널에서 봤을 때 녹색체크표시가 

3군데 다 되어있어야 보고가 됩니다.

 5-3. 미션이 끝난 후

 함선이 터지면 잔해가 남습니

다. 이것은 플레이어든 NPC해

적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잔해

를 렉이라 하는 데 역삼각형위

에 줄이 그어진 아이콘이 바로 

그것 입니다.

 루팅이란 파괴된 함선에서 그나마 온전한 아이템을 얻는 

것이고 셀비징이란 파고된 함선의 잔해를 조사하여 기본재

료를 얻는 것 입니다.(리그재료로 사용됩니다.)

 셀비징은 셀비저란 모듈로 하시면 

됩니다. 옆에 스몰 트랙터 빔은 멀

리있는 잔해와 컨테이너를 가까이

로 끌어오는 모듈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루팅이나 셀비징을 빠르

게 할 수 있습니다.

미션을 하게 되면 로얄 포인트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았다가 나중에 팩션아이템이

라는 일반 아이템보다 더 좋은 것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모아둡시다.

 미션은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입니다. 미션을 

통해 토대를 마련하고 무역, 생산, 연구 그리고 PVP를 하시

면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다시 

시작 하게 해주는 것도 바로 미션입니다.



6. 적응하기

 6-1. 채널

 이브온라인은 전

세계서비스를 하

기 때문에 다국어

를 지원합니다. 

물론 개임자체는 

영어가 기본이지

만 채팅은 한국어

로도 가능합니다.

노트나 자기소개

도 한글로 가능하

므로 마음껏 이용

하세요.

 기본채널들은 공개채널로서 누구나 조인이 가능합니다. 크

리에이트 버튼으로 채널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

로 만든 채널은 만든이가 운영자가 되며 비밀번호나 공지사

항등 여러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6-2. 피플 & 플레이스

 북마크는 위치

저장으로 어느

위치든 저장이 

가능합니다. 위

치저장은 간단

하게 목표물을 

오른쪽클릭 해

서 북마크 로케

이션를 선택하

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피플 & 플레이스란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삭

제도 가능하며 웨이포인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북마크 추가 버튼은 ‘텅 빈 우주공간에서 북마크를’생성 하

는 버튼입니다. 현제 자신의 위치를 저장할 때 씁니다.

 위쪽의 검색은 다용도 검색란이지만 잘 사용하지 않습니

다. 이유는 다음 오토링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6-3. 오토링크

 간단해 보이지만 오

토링크는 이브온라

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중에 하

나일 것 입니다. 케

릭터, 아이템, 항성

계 모두 가능합니다.

 찾고자 하는 것의 이름을 쓰고 블럭을 지정하여 타입을 고

르면 됩니다. 자동완성도 되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하게 쓰

지 않아도 됩니다.

 6-4. 무기의 그룹핑

 무기의 숫자가 적다면 상관없겠지만 많다면 어떻게 될까

요. 단축키가 F1 ~ F8 까지인데 순서대로 누른다고 하더라

도 번거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기의 

그룹핑입니다. 그룹핑은 같은 종류의 무기를 하나로 엮어 

단축키를 하나만 눌러도 모두 작동되게 해줍니다.(다른 종

류의 무기는 불가능)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무기를 장착

할 땐 그룹핑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종류의 무기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알을 뺀다음 쉬프트를 누른채

로 드래그해서 합쳐주시면 됩니

다. 성공적으로 그루핑이 완료

되면 조그만 숫자가 붙습니다. 

피팅창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가능하니 지금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5. 팁

게임 도중 궁굼한 것, 이 아이템이 무

엇을 하는 가, 이 스킬이 어떤 것 인가, 

이 말이 나타내는 뜻이 무엇인가... 너

무 많은 궁굼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

것을 한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SHOW INFO’입니다. 막힐때는 쇼인

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충해주는 것이 마우

스 오른쪽클릭 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하는 데 막힐때 눌러보시면 시원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이브온라인은 게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메뉴와 텝이 

많습니다. 그 메뉴를 여는 것이 대부분 

마우스 오른쪽클릭 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게임에

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끝

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 이브온라인입니다. 이제 게임을 즐

기시고 익숙해지면 고급가이드를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