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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Chicks (솔칙스) 소개

SolChicks는 최근 블록체인에서 발견된 배틀 치킨(Battle Chicken) 종족입니다. 고대 기록 보관소에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한때 치코 

(Chico)행성을 고향이라고 불렀던 자랑스러운 종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SolChicks는 가장 힘센 전사들이 존경받는 

스파르타 같은 방식으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SolChicks는 태어날 때부터 정상에 오르기 위해 훈련하고 열망합니다. 기록에 따르

면, SolChicks는 가장 사나운 짐승과 대결하고 가장 위험한 우주의 장소까지 탐험한 수많은 SolChicks의 이야기와 전설 속의 용맹함으로 유명

합니다. 

 

글라디에이터 스타일의 토너먼트에서 서로 경쟁하는 배틀 아레나는 흔한 일이었고 치코(Chico) 주변의 SolChicks는 그들의 패기를 시험하고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열렬히 참가했습니다. 

 

어린 SolChicks는 그들에게 비현실적인 힘을 부여하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걷기를 마스터하는 순간부터 전투 기술에 대해 훈련

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을수록 어린 SolChicks는 강력하고 능숙하게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그들의 특성과 적성에 따라 SolChicks는 

각각의 SolChicks가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을 조직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SolChicks는 여러 세대에 걸쳐 번창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치코는 은하계 위협인 SolFox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송곳니와 치명적인 발톱을 가진 

SolFox는 SolChicks가 분투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세력이었습니다. 많은 SolChicks들이 치코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투에서 쓰러

졌으며 SolChicks는 애통하게도 그들의 행성을 버렸습니다. 

 

생존자들은 해답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별을 가로질러 길고 험난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상한 자존심과 간절한 심정으로 SolChicks는 블록체인 은하계를 헤매다 Solana를 우연히 만나서 이곳에서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olChicks는 수세기 동안 비밀을 지켜온 평화로운 종족이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SolChicks는 이제 
겨우 치유 과정을 시작했을 뿐이고 치코의 운명적인 곤경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들이 

해답을 찾고 있지만, 밝혀낼수록 질문이 더 생깁니다. SolFox가 갑자기 공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SolFox는 어떻게 그들을 찾았습니까?


P5. 이제 여러분의 운명이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SolChicks를 찾고, 그들과 결속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결국 얽힌 운명을 
성취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함께 꼭대기에 올라 SolFox를 격퇴하고 SolChicks의 삶의 방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어렵지만 성취감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선택될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SolChicks의 공급은 10,000개로 제한되며 각 SolChicks는 고유하고 속성 특성의 희귀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SolChicks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의 
SolChicks 이지만, 나쁘

진 않음

Common
>60% 확률

끝내주고 화끈한... 엄청난 희귀
템. 솔피그가 나는 것을 볼 수도 

있을지도...

Epic
>2% 확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SolChicks 군중에서 여전

히 쉽게 구분됨

Uncommon
>40% 확률

닭장에서 눈에 띄는 매력적
인 외모.

Rare
>15% 확률

이렇게 우아하고 완벽한 것
은 존재할 수가 없음…  
솔유니콘이라고도 함.

Legendary
>0.1% 확률

SolChicks 홈월드(https://SolChicks.io/)의 SolChicks 2차 발행은 2021년 10월 1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SolChicks의 초기 채택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이전 단계에 더 높은 특권을 부여하며 발행 화폐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출시할 

계획입니다. SolChicks 메타데이터는 Arweave에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여러분의 SolChicks는 세컨더리마켓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각 거래에는 5%의 로열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세컨더리마켓

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추가로 부과). SolChicks는 곧 출시될 사내 마켓플레이스 뿐만 아니라 Magic Eden, Solanart, 

Digital Eyes, SolSea, Solshop과 같은 모든 주요 세컨더리마켓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비공개 사전 판매 : 1.5

프라이빗 시드 : 7.9

생태계 보상(에어드롭, P2E, 스테이킹) :
37.7

공개 판매 : 0.6

팀 : 20

재무/고문 및 마케팅 : 12.3

거래소 유동성 : 5

$CHICKS는 SolChicks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궁극적으로 보유자가 게임의 주요 균형 변경 사항 및 새로운 기능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토큰은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할당 예정인 100억 개의 토큰이 고정 공급될 것입니다.



현재 달성한 로드맵

초기 발행 시작(2,500 NFT)
5개의 2차 시장에 NFT 상장

우량 개발사(ChainLink 등)와의 파트너십
주요 광고 플랫폼(Brave 등)과의 제휴

게임 플레이 스냅샷을 구비한 완전히 개편된 웹사이트 출시
2차 NFT 발행

플레이 가능한 게임 데모 출시

CHICKS 거버넌스 토큰 출시

Solana 네트워크에서 CHICKS 토큰 공개

2021년 11월



3차 업데이트 출시

무리, 건물 및 무기를 포함한 추가 기능 출시

2022년 3분기

SolFox 챌린지 전투
SolFox에 도전하세요! 오직 노련한 선수들과 선택된 소수만이

주기적인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SolFox를 처단하는 이에게 놀라운 전리품 대기 중입니다.

2022년 1분기

SolChicks 알파 출시

SolChicks 게임 플랫폼의 예상 출시 날짜.
SolChicks를 발전시키고, P2P 전투에 참여하고, 

SolChicks와의 결합을 시작 가능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SolChicks 커뮤니티 출시 및 2차 업데이트

2022년 2분기



SolChicks에서의 수익

소유자가 SolChicks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기별 리더보드 상
주간 리더보드/MMR 순위를 통해 $CHICKS 토큰(거버넌스 권한이 있음)취득

번식

SolChicks를 번식하고 시장에서 판매

게임 내 보상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보상(NFT 아이템, 

게임 내 화폐
게임 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olCoins(게임 내 화폐) 획득하
여 플레이어의 정시 수익 증대



플레이하려면 플레이어는 최소 1개의 SolChicks NFT가 포함된 Phantom 또는 SolFlare와 같은 솔라나 지갑이 있
어야 하며 이를 게임 클라이언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이 선택한 SolChicks NFT를 캐릭터 아바타로 
사용하거나 1 Sol을 지불하여 특성이 없는 NFT 버전이 아닌 SolChicks를 생성하고 저장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게임 페이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lchicks.io/wp-content/uploads/2021/10/SolChicks_GameMechanics.pdf) 

게임플레이 개요



대부분의 게임은 SolChicks Village에서 이뤄집니다. 
SolChicks Village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탐색하는 가상 메타버스 허브 역할을 합니다. 플레이어는 빌리지에 있는 아바타
를 다양한 게임 장소(마켓/샵/아레나/야생 등)로 이동하여 게임 기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자산(예: 토지, 무기 

및 물약 제조, 기타 롤플레이 요소)을 구매, 생성 및 소유할 수 있는 SolChicks Village를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길드나 무리는 자원을 모아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안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부지를 구매하기 위해 함께 뭉
칠 수 있습니다. 집에 NFT를 두거나 빌리지 미술관에 전시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새로운 아이템, 무기, 옷을 만들기 위
해 로그아웃 하는 동안 SolChicks가 자원을 수동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농장으로 토지 일부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기업가적인 플레이어를 위해 자신의 상점을 만들거나 대장간이나 가마솥과 같은 편의 시설을 통해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휠 오브 포춘과 같은 더 재미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너먼트를 주최하기 위해 자신만의 아레나를 구축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NFT가 여러분의 SolChicks와 함께 SolChicks Village에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에서 교차 

NFT 협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OLCHICKS VILLAGE



여러분의 SolChicks는 아기 SolChicks로 시작하므로 레벨 1에서 SolChicks를 결속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의 SolChicks는 전투에서 강
력하지 않고 성장과 수평을 위해 먹이와 놀이에 더 의존할 것입니다. 
 
레벨 15에서 여러분의 SolChicks는 이제 초보자이며 성인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SolChicks가 PVP 또는 PVE 전투를 통해 기술과 레벨을 획득함
에 따라 전투의 첫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SolChicks의 숨겨진 특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서서히 원하는 전사로 성형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위대함을 향한 중간 단계인 레벨 30에서 여러분의 SolChicks는 성인 SolChicks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SolChicks는 기본 기술 동작을 습득하기 
시작하고 토너먼트에 참가하여 리더보드 순위를 놓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성인 SolChicks는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아이템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
니다. 
 
여러분의 SolChicks가 45레벨이 되면, 그것은 성숙 SolChicks로 발전할 것이고 모든 기본 기술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SolChicks로 퀘스트를 수행하
여 특수 클래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성숙된 SolChicks는 새로운 베이비 SolChicks로 부화할 SolEgg를 낳기 위해 서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투적으로 단련된 SolChicks는 레벨 60에 도달하고 특정 목표를 완료하면 제국 SolChicks로 진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성취의 정점에 있는 Imperial 
SolChicks는 습격과 같은 최종 게임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SolChicks가 이 타이틀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전투에서의 여러분의 기
술과 운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SOLCHICK



SolChicks와의 연대는 게임의 핵심 요소입니다. SolChicks와 연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고 놀거나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게임 내 인터페이스를 통해 SolChick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SolChicks의 
행복도를 증가시켜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보상을 부여합니다.

또한 SolChicks에 버프 (능력치)를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과 전투 사이의 다운타임 감소 및 특정 아이템 사용에 대한 레
벨 제한 감소와 같은 일시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시장에서 살 수 있고, 야생에서 구하거나, 여러분의 땅
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여러분의 SolChicks는 매주 말에 여러분
에게 상품/shards of love 등이 담긴 보상 상자를 선물할 것입니다!

연대

SOLCHICKS 경험치 획득 방법
연대를 통해 SolChicks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PvP 전투에서 승리하면 SolChicks 경험치(EXP)를 얻을 수 있습니
다. 레벨에 맞는 EXP 게이지를 최대로 설정하면 SolChicks가 레벨 업 되며 가장 사나운 SolChicks가 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레벨 업으로, 여러분의 SolChicks는 새로운 능력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들의 특성을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체력, 힘, 민첩성 및 지능과 같은 특정 속성에 할당할 수 있는 통계 포인트를 얻어 전투에서 성능을 
높이고 특정 주문과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여러분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전장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SolChicks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PvP 전투는 배틀 로얄 스
타일의 접전에서 SolChicks가 다른 SolChicks와 겨루는 게임의 필수 요소입니다. 


플레이어는 단독 또는 팀 단위로 각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모드에 따라) 유사한 레벨과 스킬의 상대 또는 팀과 
전장이 일치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아레나를 돌아다니며 한 쪽이 승리할 때까지 실시간으로 전투할 것입니다. 리더보드에 

올라 Solana 세계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세요!

PVP 전투



HP바
현재 히트 포인트. SolChicks의 HP
가 0이 되면 넉아웃 되어 남은 전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MP바
현재 에너지 포인트. 각 기술은 시전하
는 데 약간의 마나 포인트가 필요하며, 
마나는 전투 내내 천천히 재생됩니다.

파티원 및 상태 UI
HP 및 MP 표시줄, 자신과 동료의 
SolChicks에 있는 모든 버프 및 
디버프가 표시되는 편리한 위치

스킬창

SolChicks가 진화함에 따라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
는 다양한 공격 및 방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몇 가
지 예로는 사이클론(효과 피해 범위) 및 HP 드레인
(방출 효과 주문)이 있습니다. 아레나에 들어가기 전
에 각 플레이어는 최대 10개의 스킬을 습득하여 전투
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투 중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채팅창

동료들과 소통하고 적을 조롱할 수 있
는 채널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좋은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도망

전투를 포기하고 SolChicks가 남은 HP를 가지고 집
으로 돌아옵니다. 도망치는 것은 손실로 간주됩니다. 
또한 SolChicks에 소진 타이머가 설정되어 일정 시
간 동안 SolChicks가 다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망치는 것은 여러분의 

SolChicks의 성장을 방해하므로 꼭 필요할 때만 도
망치도록 하세요.

미니맵

아군과 적의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하여 다음 움직임
을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지도입니다.

아이템창

전세를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이 있
습니다. 공격 부스터, 방어 부스터, 크리티컬 부스터, 
HP 물약 등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유 아이템을 디
자인했습니다. 아이템은 게임 내 구매, 농사, 보상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SolChicks가 넉아웃 되었거나 도망쳤을 때 전투가 종료됩니다. 전투가 끝나면 SolChicks는 회복을 위해 농
장으로 귀환합니다. SolChicks의 회복 기간은 경험, 남은 건강 및 연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회복 기간 동안 SolChicks

는 번식 및/또는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SolChicks는 주로 PvP 게임이지만, 게임 요소를 도입하고, 추가적인 캐릭터 개발, 더 중요한 SolChicks의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
히 설계된 PvE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 내에서 탐구와 도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일부 시나리오는 보
상을 위해 반복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지만 다른 시나리오(특히 스토리 기반 시나리오)는 캐릭터당 한 번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오직 전투력이 강한 그랜드마스터 SolChicks만이 PvP 전투와 유사한 전투 메커니즘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PvE 보스 배틀은 경험 
많은 선수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습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노련한 플레이어에게도 도전이 될 독특한 보스 메커니즘 때문
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그랜드 마스터와 협력하고 은하계 위협에 맞서 협동 습격 전투에 참여하세요! 승리하는 자에게는 큰 전리품
이 기다리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팀을 선택하십시오! 습격은 주기적으로 출시되지만 제한된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이 기
간 동안 플레이어는 강력한 SolFox에 도전할 수 있으며 승리할 경우 희귀한 업적과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는 

기여도에 따라 EXP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동 전투



SolChicks 교배

레벨 45 이상의 SolChicks 2개를 소유한 행운의 플레이어 중 한 명이라면 이들을 교배하여 SolEgg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SolEgg가 7일(1주) 이내에 부화하여 새로운 SolChicks NFT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 새로운 SolChicks는 부모의 특성과 유

전적 특징을 공유할 것입니다. 번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게임 페이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olChicks.io/wp-content/uploads/2021/10/SolChicks_GameMechanics.pdf).


각 SolChicks는 평생 동안 7번만 번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기 전에 선택한 페어링에 완전히 만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SolChicks는 부모, 형제자매와 교배할 수 없으며, 번식에 관련된 비용(CHICKS 토큰과 Shards of Love 모두)은 각 SolChicks
가 배치한 SolEgg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향후 기능

SolChicks 농사
여러분의 SolChicks는 농사
와 작물 재배를 통해 EXP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물은 전
투에서 입은 피해를 치료하거
나 HP를 재생하거나 방어력
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장에서 이 
작물을 다른 플레이어에게 판
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
다. 농장은 게임 내 구매나 게
임 중 발견한 자원과 재료를 
활용해 취향에 맞게 시간에 따
라 커스터마이징하고 업그레
이드할 수 있습니다.

SolChicks 직업
특정 직업은 경이로운 게임 능
력을 부여합니다! 게임 내 이
정표에 도달한 후 SolChicks
를 작동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능력, 특권, 재능을 획득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직업에는 
SalesChick, DoctorChick 
및 BuilderChick이 있습니
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습

니까?

SolChicks 
마켓플레이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자원, 
음식, 작물 또는 재료가 있습
니까? 시장에서 다른 

SolChicks와 아이템을 판매 
및/또는 교환하여 부를 증가시
키십시오! 또는 SolChicks를 
정상에 오르기 위해 전투에서 
추가 상승이 필요한 경우 다른 
플레이어로부터 아이템을 구
매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다른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도록 아
이템 컬렉션을 쌓는 것이 좋습
니다. 여러분의 아이템이 어떤 
가치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SolChicks 무리
때로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약간의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SolChicks는 다른 
SolChicks와 연대하고 협정
을 맺어서 전투에서 승리 확률
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EXP를 
더 빨리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동맹을 맺고, 다른 무리와 싸
우고, SolFox의 공격으로부
터 서로를 보호하십시오.

SolChicks 영토
자신의 영토를 소유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SolChicks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긴 하루의 전투 후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는 
토지에 닭장을 건설할 수 있습
니다. 이 닭장은 SolChicks
에 안전함을 제공하여 라이벌 
갱 및 기타 은하계 위협을 덜 
느끼므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팀 소개

Stanley
Special Projects

Discord ID: stan200#4795

Hayden
Special Projects

Discord ID: heyden#4816

Martin
Special Projects

Discord ID: martin#5383

Ganan
Special Projects

Discord ID: ganan_25#0130

William
Ceo

Discord ID: m7liam#9382

Lewis
Coo

Discord ID: luigi#5450

Paulo
Content (Lead)

Discord ID: auloap#8058

Jonathan
Content (Copywriting)

Discord ID: CLINKS#3408

Mark
Content (Graphics)

Discord ID: SexyCeleryJam#7845

Harry G
Content (Copywriting)

Discord ID: HumbleGamer#7689

Savannah
Content (Graphics)

Discord ID: Savannah Hani#4067

Perry
Partnerships (Lead)

Discord ID: Vanilla#3619

Avi
Partnerships (Lead)

Discord ID: chuckiesunite

Aaron
Partnerships - Funding

Discord ID: Azzamaral#1514

Andrea
Partnerships 

Pietro
Marketing (Lead)

Discord ID: DanielReatopp

Clinton
Marketing

Discord ID: ClintLui#6877

Gerry
Marketing

Discord ID: gerry#9411

Nikkie
Marketing

Discord ID: nikkiew#8462

Warren
Social Media (Lead)

Discord ID: CryptoQueen#9136

Chenggay
Social Media (Twitter/Instagram)

Discord ID: chenggay#7629

Rohit
Social Media (Twitter/Instagram)

Discord ID: rut8999#8541

Daniel D
Social Media (Twitter/Instagram)

Discord ID: DanielD#0001

Timoteo
Social Media (Twitter/Instagram)
Discord ID:ㄒ⼁⽖ㄖㄒ乇ㄖ#7985

Jun
Game Development (Lead)

Discord ID: SolChicksGM#1222

Ben
Game Design (Lead)

Discord ID: NerfYourFace#6832

Don
Web Development (Lead)
Discord ID: donn#4869

Sam
Blockchain Development (Lead)

Discord ID: hm#6437

Jason
Game Design

Discord ID: mastersolchick#1218

Ali
Graphics

Discord ID: malilülü#4102



팀 소개

Philip
Social Media (Facebook)
Discord ID: pipppo#2188

Edgar
Social Media (Reddit)

Discord ID: SOLCHICK4EVER#1374

Onyx
Community Team (Lead)
Discord ID: Onyx#4480

Tomm
Community Team (Lead)

Discord ID: ! TommCRojo#4656

King
Discord Chat Moderation

Discord ID: Jackichan#1196

Snrpato
Discord – Support Tickets
Discord ID: Snrpato#4440

Seth
Discord – Chat Moderation

Discord ID: setheagles#0643

Chris
Discord – Collaborations

Discord ID: Mighty SolChick#1504

Raphael
Discord – Collaborations

Discord ID: Tsokolate#3715

Eish
Discord – Collaborations
Discord ID: E-lite#1915

Beware Scammers
Discord – Compliance / Bans
Discord ID: CutyCatZ#3771

Grandmaster
Discord – Support Tickets

Discord ID: 
Mosab (never DM you first)#5150

Ash
Discord – Support Tickets
Discord ID: ash =)#8505

Willie
Discord – Compliance / Bans 

Discord ID: itiswillie#0280

Nikunj
Discord – Chat Moderation

Discord ID: Superhero#8223

Polenta
Discord – Outreach

Discord ID: polenta#0558

Micheal
Discord – Chat Moderation

Discord ID: 
londonlondon SolChick#7148

Pixxelized
Discord – Chat Moderation

Discord ID: Pixxelized#1801

Charles
Discord – Chat Moderation
Discord ID: TitaN.eth#5093

Isaiah
Discord – Chat Moderation

Discord ID: 
zntrona- SOLCHICKS#9017

Daniel
Discord – Outreach

Discord ID: DanTooks#9020

Alex
Community Team (Lead)
Discord ID: BlastyX#0328

Charisse
Telegram Mod, Admin, Influencers

Discord ID: 
chuh-risse#0144/SolChicken 🐓

Caleb
Solchicks Merchandise + Telegram
Discord ID: MrCalbeeChips#8322

Ayush P
Telegram – India Channel

Discord ID: starayush#9769

Mirasol
Telegram Mod + Instagram

Discord ID: mirasolracho#2440

Imz
Telegram Mod, Admin, Community

Discord ID: IMZX8000#8776

Connor
Telegram Mod, Recruitment

Discord ID: Smitty#2252

Trypo
Telegram Mod, Admin, Community

Discord ID: Try#0922



William

열렬한 게이머입니다, 선구자 및 암호화폐 팬. 세계 최고의 비즈니
스 스쿨인 Wharton School of Business에서 공부했으며 세계에
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의 신뢰할 수 있는 고문회사인 

McKinsey & Company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CEO

william@solchicks.io

주요 팀원 소개

Lewis

게이머, 암호화폐 애호가이자, 투자자입니다. Bain Capital에서투
자 경험과 Houlihan Lokey에서의 투자 은행 경험. Lewis는 

$CHICKS 토큰의 설계와 출시를 포함한 특별 프로젝트의  
리더입니다.

COO

lewis@solchicks.io

Jun

암호화폐 기업가, 투자자 및 열렬한 온라인 게이머로서의 경험과 
열정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Houlihan Lokey에 근무한 전직 투자 

은행가. Jun은 게임 개발 및 SolChicks NFT  
디자인/일러스트의 리더입니다.

게임 개발/그래픽(수석)

jun@solchicks.io

Ben

암호화폐 농부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Ben은 
어릴 때부터 게임 개발과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관계하였으며 

SolChicks 게임의 게임 디자인 요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게임 디자인(수석)

ben@solchicks.io

Pietro

블록체인에 대한 깊은 기술 노하우를 가진 기술에 정통한 암호화폐 
팬입니다. 취미로 멀티 거래소 크립토 arb 거래 봇을 개발했습니

다. 또한 그는 McKinsey & Company에서 수년간의  
경영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MARKETING (LEAD)

pietro@solchicks.io

Jason

하드코어 게이머이자 한국의 후라이드 치킨 애호가입니다. 뱅크 오
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와 같은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GAME DESIGN

jason@solchicks.io

Avi

Wharton School of Business에서 공부한 암호화폐 애호가이자 
RPG 게임 팬입니다. 이전에는 Boston Consulting Group의 

Digital Ventures and Jefferies에서  
근무했습니다.

PARTNERSHIPS (LEAD)

avi@solchicks.io

Don

웹 솔루션 및 멀티미디어 제작 대행사의 대표로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개발 및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WEB DEVELOPMENT (LEAD)

don@solchicks.io

Paulo

게이머, 음악가, 팟캐스터입니다. 파스타와 암호 화폐와 관련된 모
든 것을 좋아합니다. JP Morgan & Chase에서 재무 경험이 있습

니다. Paulo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파견교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CONTENT (LEAD)

paulo@solchicks.io

Tomm

톰의 목표는 미래와 관련된 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
니다. 마케팅 및 광고 전문가이며 그래픽 디자인, 사진, 영상편집 

기술과 툴 전반에 능숙합니다. 
 

COMMUNITY TEAM (LEAD)

tommcrojo@solchicks.io

Perry

성장중인 블록체인 기반 게임업계에 주요 관심을 가지는 
 E-gamer입니다. 대중시장을 새로운 주제와 연결시키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PARTNERSHIPS (LEAD)

perry@solchicks.io



파트너 : 개발

솔칙스는 보안 및 탈중앙화에 대한 타협 없이 대규
모 블록체인의 도입을 촉진하는 세계 최초의 웹 규
모 블록체인인 솔라나(Solana)를 기반으로 합니

다. 
 

체인링크(ChainLink)는 강력한 보안과 고가용성
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널리 채택된 탈
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솔칙스는 게임 내 
자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인링크의 가격 

피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프(Grape)는 검열에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를 구축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요소입니다. 그레
이프의 커뮤니티 구축 도구 모음을 통해 솔칙스는 
강력한 생태계와 더욱 강력한 커뮤니티로 진화했습

니다. 

8Pay는 자동 무신뢰 암호화폐 결제를 위한 디파이 
플랫폼으로 곧 솔라나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선도적
인 결제 시스템인 8PAY는 $CHICKS의 게임 내 거

래를 용이하게 합니다. 
 

Slope Finance, a community-driven full-
stack platform that consists of the sectors of 

DEX, Wallet, and NFTs built atop Solana, 
provides blazing-fast speed, nearly-zero 

transaction fees, and an intuitive interface to 
users. 

OVR is a world-scale augmented reality 
platform. Explore over 28,000 physical 

locations on the OVR treasure hunt game 
for to win NFTs, $CHICKS tokens and more! 
SolChicks is exploring implementing OVR’S 

AR technology into the game. 



파트너 : 마켓플레이스

매일 10,000건 이상의 거래를 자랑하는 최초의 본
격적인 솔라나 중심 NFT 시장. 플랫폼 내에서 지갑
을 직접 연결하여 자신만의 솔칙을 만들어보세요! 

 

제작자를 위해 제작자가 만들고 Zokyo 감사자가 
보즈한 공개 2차 시장. 솔칙스는 안전하고 즉각적
인 거래를 약속하는 DigitalEyes 네트워크에서 검

증되었습니다 
 

SolShop을 통해 사용자는 신뢰할 수 있고 광범위
한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암호화 수집품을 검색, 
생성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SolChicks는 판매자
와 구매자 간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검증되었습니

다. 

개념화에서 완료까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고유한 
부문이 있는 NFT 시장. 솔칙스를 위한 맞춤형이자 
시장 출시가 준비된 민팅 솔루션은 완벽한 초기 판

매를 마무리했습니다. 
 

통합 발행, 임베디드 라이선스가 있는 NFT, FTX-
Pay 지원, 희소성 지수 등을 갖춘 최초의 개방형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거의 2백만 월간 방문자
수가 있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솔칙 보유자는 모
든 판매에 대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Altura를 통해 게임 개발자는 게임 내 아이템을 나
타낼 수 있는 스마트 NFT를 민팅, 분배 및 거래할 
수 있습니다. 멀티체인 스마트 NFT 무기를 장착하

여 솔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 마케팅 및 카메오

암호화 및 블록체인 기술 커뮤니티를 위한 뉴스, 시장 데이터 및 이벤트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 솔칙스의 게임 및 토큰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세요! 
 

3,62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탐색하는 동안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보안
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차세대 브라우저. Brave는 대중 시장을 탈중

앙화 디앱으로 연결하기 위해 솔칙스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Exolix는 최고 수준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속도와 안전성으로 인정받
는 익명의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입니다. 

 

ICE CUBE



파트너 : 게임 커뮤니티

Axie Infinity Singapore는 싱가
포르 최고의 P2E 커뮤니티입니다. 
AIS는 SolChicks와 파트너십을 
맺어 수익을 위한 플레이 사용자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고 

SolChicks 게임 생태계에 투자합
니다.

Mazer Gaming은 병원에서 치료
를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
으기 위한 행사인 크립토 자선 e스
포츠 토너먼트의 주체입니다. 

SolChicks는 게임을 통해 삶을 풍
요롭게 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는 
Mazer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Fearless eSports는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e-스포츠,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SolChicks는 Fearless 
eSports와 협력하여 주류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을 연결합니다.



파트너 : 언론사

Egamers.io는 2018년에 설립된 블록체인 게임 및 커뮤니티 포털이며 
P2E 게임을 전문으로 하며 차세대 게이머를 교육합니다.

암호화폐의 세계를 단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
로 하는 Coin Times는 암호화폐 세계와 블록체인 기술을 둘러싼 정보

와 지식을 제공하는 독립 사설입니다.

블록체인 뉴스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삶에 대한 가치를 위해 최
고 품질의 블록체인 미디어를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뉴스와 SolChicks
가 파트너십을 맺어 우리 블록체인 개척자와 넓은 커뮤니티를 연결합니

다.

Blockchaingamer.net은 전 세계 블록체인 게임, NFT 및 메타버스의 
최신 뉴스와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내 SolChicks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Phantom 지갑이나 SolFlare를 추천합니다. 두 지갑의 NFT 탭을 클릭하면 SolChicks를 볼 수 있습니다.

NFT란 무엇입니까?
NFT 또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디지털 원장에 저장되거나 특정 항목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NFT는 예술 작품, 음악 앨범,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을 나타
낼 수 있습니다.

SolChicks는 어떻게 생성됩니까?
SolChicks는 수집가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디지털 아트 컬렉션입니다. 아티스트가 기본 SolChicks 캐릭터에 사전 설계된 다양한 속성을 오버레이하여 게임 플랫폼과 결
합된 각 SolChicks를 독특하게 생성하고 세심하게 디자인합니다. 고유한 특징을 부여하는 과정은 Solana 블록체인에서 "민팅 (minting)"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각 속성마다 미리 지정된 확률을 사용하여 오버레이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유한 특징을 추출 및 배합 합니다.. 민팅 후에, 각각의 SolChicks는 고유한 NFT가 되고, 지정된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겨집니다.

SolChicks는 몇 개입니까?
SolChicks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SolChicks는 10,000개만 제공되며 각 SolChicks는 다음에 생성되는 SolChicks와 다릅니다. 즉, 성숙한 SolChicks는 새로
운 아기 SolChicks를 번식할 수 있습니다.

SolChicks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SolChicks는 당사 웹페이지의 "Mint" 탭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암호화폐 지갑을 필요한 민트 수수료와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각 SolChicks의 순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SolChicks 순위는 해당 기능의 모든 확률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가장 낮은 확률을 가진 SolChicks는 1순위(즉, 가장 희귀함)를 갖습니다.



t.me/SolChicksdiscord.gg/solchic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