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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더스트 사전예약

20제니 50베니 선물

FF14 뉴스/이슈

FF14 HOT 포스트

실시간 유저 정보

서버별 사건/사고

관리자 인증 게시물

자유 게시판

정보 공유

팁과 노하우

ACT 전용 게시판

채집/제작 게시판

PVP 전용 게시판

레이드&토벌전 게시판

파티원 모집 게시판

콘텐츠 인증 게시판

패션 체크 게시판

악보 게시판

하우징 정보 게시판

의상/염색 정보

FF14 커뮤니티

질문과 답변

자유부대 홍보

마물 링크셸 홍보

팬아트 게시판

커스터마이징 게시판

친구 초대 게시판

스크린샷 게시판

FF14 영상관

파이널판타지14 인벤 서버별 사건/사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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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보]  목록 | 댓글(0) 

초코보@남율 도마성 탈주범

안녕하세요 톤베리섭 살찡이라는 유저입니다

탱커를 키우기시작하면서 잘모르는곳에선 거의 파태를 키지않고 몰이도 잘안하다가

도마성에 오면서부터 몹이 좀 쎈거같아서 부대원분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몰이하기 애매한곳에선 물어보고 

몰이한다하셔서 저도 물어보고 몰이를 하기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판같은경우 겜내내 세번정도

"몰아도될까여? 몰까여?" 하며 물어봤음에도 아무도 대답이 없으셨고 그래서 그냥 맨~처음에 두무리랑

비행기?랑 개두마리나오는곳 그렇게만 몰고 딴덴 아예 한무리씩만잡았거든요

근데 막넴 전에 나오는 큰거미에서 힐러님이 저렇게 말하시더라구요 

(아래는 제 템상태입니다) 

클래스 심리검사 

주제별 파판 입문서 

레벨업 지역 정보

던전 선행 퀘스트는?

모험가의 지침서 FAQ 

빠른 육성 가이드

이동수단 알아보기 

커뮤니티 기능 소개 

조작&인터페이스

집사와 장터 이용방법

장비 종류와 염색 

파티부터 총사령부까지

게이밍기어/체어 최저가!

[LoL굿즈]4월신상품 출시!

#IT인벤 추천견적PC 

#제닉스게이밍 최저가 

#삼성모니터 최저가 

#플랜트로닉스 최저가 

파판14 인벤 통합검색

국내 글로벌

검색

검색

검색

아이템

퀘스트

임무/던전

캐릭터 우편함

인벤토리 스킬

창고 로그아웃



직업 게시판

서버 게시판

공통 커뮤니티

프린팅 티셔츠 갤러리

요리/맛집 갤러리

패션의 완성 갤러리

스마트폰 게시판

PC 견적 게시판

키보드/헤드셋/마우스

오픈 이슈 갤러리

지름/개봉 갤러리

코스프레 갤러리

최근 논란중인 이야기

게이머 토론장

게임 추천/소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9)무인도는 첨이지?

제휴 서비스

투믹스 웹툰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

모바일 공략 인벤

모바일게임 자게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

소모임 게시판

프라모델/피규어

GTA 5

더보기

챗보시면 아시겟지만 막넴앞에서 다들기다리는데 자기가 자꾸 꼬투리잡느라 입장안해놓고

저런소리하고 일부러 징딴사람 맞게하고 딴두분은 깨려고 열심히하면서 적마님은 힐러한테 힐까지계속넣어주셧는데

힐넣지말라고 자기자살할꺼라면서 저러더니 결국 전멸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궁금해서물어본거

아직 67렙밖에안되긴했지만 여태 딱히 한무리잡으면서 생존기 켜본적 거의없고

이번에도 딱히 제가 한무리잡으면서 죽을뻔한 적도없었습니다 심지어 생존기 안킨것도아니고

한무리에도 그냥 아프다싶으면 켰습니다

에이픽스 게
이밍체어
139,000원

다얼유 헤드
셋 특가
59,000원

G5+델타코어 
최저가

219,000원

오버워치 
D.VA 스냅백

29,900원

스타크래프
트 메탈 로고 

E-BLUE 
EMS668 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방송 준비 중입니다.

[차기 방송 준비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쉽지만 금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더 좋은 방송을 
만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트 전사

암흑기사 몽크

용기사 사무라이

닌자 음유시인

기공사 소환사

흑마도사 적마도사

백마도사 학자

점성술사

카벙클 모그리

초코보 톤베리

통합 사전예약

4월 한정 아이콘

100제니 & 50베니

브라운더스트
조력자 업데이트!

20제니, 50베니

라이프애프터
특별 보상 지급

20제니 & 50베니

트라하
의상 등 선물 가득

20제니, 50베니

음양사
ZEZE
카구라

ၖၗၘ ၒၓ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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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23% 경험치 115,766베니 9이니 112,125

명성치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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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등록순 | 최신순 새로고침

새로고침

 라벤더치킨 등록

이미지 첨부 움짤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32형 144Hz WQHD 커브

349,000 ▷ 339,000원

27형 144Hz WQHD 커브

309,000 ▷ 299,000원

27형 144Hz 커브드

239,000 ▷ 229,000원

삼성 32형 144HZ 커브드

349,000 ▷ 319,000원

카테고리  내글 내댓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10352    [톤베리]  톤베리@알레르기.장비지적.기본예의지적   동굴굴이 02:49  98 3

10351  [초코보]  초코보@남율 도마성 탈주범  60초 02:47  117 0

10350    [기타]  +추가)모그리 서버 양은냄비(=지리산미네랄..  [125]  담셔 04-01  23742 65

10348    [기타]  안녕하세요. [너의 관심이 필요한 공대]의.. [86]  한다의 03-30  13275 0

10347    [톤베리]  여성공대 모그리@파괴태세, 학자 톤베리@..  [247]  몸모 03-29  18369 42

10346    [모그리]  본인들 실수는 "자잘한 실수" 뎀감은 전..  [78]  딩요링 03-29  16070 57

10345    [톤베리]  + 글수정 / 공대 탈주후 정신병 조롱..  [217]  파괴태세 03-28  24712 182

10340    [톤베리]  10337글 답변입니다. [15]  기밀링 03-27  9649 8

10337    [톤베리]  엘르오네입니다 (내용추가 1) [278]  Griever 03-27  204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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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미확인 초코보 카벙클 모그리 톤베리 사과문 반박문 기타

파이널판타지14 서버별 사건/ 사고 파이널판타지14 자게 파이널판타지14 용기사 파이널판타지14 팁과 노하우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10336    [톤베리]  게시글 10334 에 관한 현재 톤베리 .. [11]  LOVEE 03-27  9440 17

10334    [톤베리]  "엘르오네"님. 거짓말로 부대원 빼가지 ..  [192]  기밀링 03-26  30608 158

10333    [초코보]    하우징 오토 "꼬띠" "에본" (+추가..  [11]  탲탲 03-26  5663 24

10332    [톤베리]  톤베리섭 '청주야'님 금골새싹부심  [67]  뭔들 03-25  14234 116

10331    [모그리]  추가+)모그리 권성윤님 금골에서 힐러 정..  [294]  케렌디아a 03-23  25773 152

10330    [톤베리]  박제되긴 싫으셨나보네요.  [32]  야쿠 03-22  15617 34

10329    [기타]  [보축] 도마성 탱킹불량 여섯시내고간  [34]  쿠뽀쿠뽀 03-22  10786 29

10326    [사과문]  운영자 의심글 지웠습니다 [19]  모리유 03-21  9559 0

10324    [모그리]    모그리 서버 '하유린' 님 하우징 간판과.. [12]  마약국사장 03-20  7020 12

10322    [초코보]    초코보 하우징 오토 "라쾅"  [14]  탲탲 03-20  7681 16

10321    [카벙클]  채집 매크로 사용 의심 일개미@카벙클 님  [27]  붱붱 03-20  13230 48

10319    [초코보]  극 주작 장비불량 및 인성불량 초코보@U..  [51]  Einss 03-18  12498 59

10318    [초코보]  (+내용추가) 근거도 없는 뇌피셜로 대리..  [101]  화장한누나 03-18  16549 86

10317    [사과문]  10312 현역극만신 직업이해도, 옹호 .. [11]  오타쿠의따님 03-18  7490 0

10316    [톤베리]  아랫글 입장문입니다.  [136]  보글퐁 03-18  11724 0

10315    [초코보]  공대기만 지인플 윤퐁,김포치,큐빠스@초코..  [84]  Beemo 03-18  14410 203

10313    [초코보]  Mimir님 사전조율없이 3딜1탱하지마세..  [89]  쟛시 03-17  13844 141

10312    [초코보]  현역극만신 직업이해 부족 '석랑', 지인..  [97]  Lan 03-16  12558 82

10310    [톤베리]  톤베리 채집 오토 딸기초코파르페  [20]  스노펠 03-15  8310 17

10309    [사과문]  방금 무작 카른 돌았던 톤베리 나이트입니.. [96]  레노센 03-15  13139 222

10308    [사과문]  안녕하세요, 거론된 <송> 부..  [36]  Burnaby 03-14  9562 3

10307    [기타]  아래 글의 공대장 우주를호령하는@카벙클입니..  [65]  뉴냔냔 03-14  9916 88

10306    [카벙클]  공대원 뒷담화한 알영공대장 우주를 호령하..  [36]  자고싶어요 03-14  9415 38

10305    [톤베리]  '톤베리@모두다람쥐' 길 빌려가 놓고 판..  [35]  기린하넹 03-14  9076 66

10304    [사과문]  안녕하세요 모그리서버 김탁입니다. [21]  김탁 03-13  6433 2

10303    [초코보]  제가 힐런데요? (3일간 트위터 뒷담하신..  [28]  인간타이머 03-13  9734 67

10302    [모그리]    +추가 모그리하우징오토 보복이사 샤블 셀..  [48]  달각달각 03-13  12248 52

10301    [사과문]  [톤베리] <카페>부대장입니다..  [45]  손예나 03-13  8963 42

10298    [톤베리]  톤베리 부대탈퇴강요 "비싼늑대" 내용엄..  [189]  60초 03-13  16271 96

10297    [초코보]  달콤한사탕님 거짓말하고 옷가로채기  [24]  펠라라 03-13  9097 68

10293    [톤베리]  스칼라 적반하장 코사키@톤베리  [156]  Flyingsword 03-11  12659 65

10292    [사과문]  죄송합니다  [82]  Aerithsan 03-08  16002 3

10291    [기타]  에어리스게인스부르@모그리<-파고스 돌..  [28]  호잇호잇짜 03-07  12382 36

10288    [카벙클]  카벙클 방울몬님 380제 제작템입은사람 ..  [103]  고박미치네 03-07  23128 177

10286    [톤베리]  반숙팟이면 적정 아이템 레벨 이하 무기를..  [193]  아랑미케 03-06  16590 7

10285    [모그리]  아랫글 학자 에메프입니다 수오미님 안녕하..  [67]  로로리토 03-06  15183 108

10284    [모그리]    에메프@모그리 "힐택모르시는 분 커버치기..  [53]  Oreberu 03-05  14038 15

10283    [카벙클]  카벙클서버 점성 꽃하리, 나이트 꽃하람님..  [188]  Priest4 03-04  15588 66

10282    [사과문]  임페리얼'황제'부대장입니다. [21]  양딘 03-03  8566 79

10281    [사과문]  +추가)10279 카벙클@샤벳입니다. [7]  마령격 03-01  8833 6

10280    [카벙클]  10279 절테마 공대는 버리고 알영 공..  [29]  왕밤식빵 03-01  917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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