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디지털
유통 플랫폼
블록 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차세대 디지털 유통 플랫폼의
탄생이 가능해졌습니다. Steam과는 다르게, 저희는 암호화
게임, F2P 브라우저와 클라이언트 MMO 게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The Abyss는 다른 획기적인 동기 부여와 다중 단계
추천 및 소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게이머는 게임이나 커뮤니티 활동 및 다른
게이머의 결제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The Abyss와 함께, 개발자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이미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추천 게이머들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특장점:
플레이어의 동기 부여 프로그램
플레이어와 개발자 모두를 위한 다중 단계 추천 프로그램
다중 화폐 — ABYSS 토큰 및 명목 화폐를 통한 거래
내부 CPA 네트워크
인게임 아이템 경매
연합체 (마스터노드)

동기 부여 및 다중 단계 추천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기술적 특장점:

ABYSS가 유저 결제로부터 벌어들이는 순 수익의 1/3을
추천 프로그램에 의해 분배합니다. 플레이어와 개발자
모두를 위한 다중 단계 추천 프로그램은 5단계로
구성됩니다.

ABYSS 토큰은 The Abyss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를 위한 선행 내부 메커니즘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의 ERC20 기준)

플레이어와 개발자는 추천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결제
건에 대해 수익을 가집니다.
플레이어는 개발자의 추천인이 되며, 개발자의 프로젝트는
ABYSS 상에서 등록을 마친 후 첫번째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
이후 계속 개발자는 유저가 ABYSS 상의 다른 게임에서
결제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수익을 가집니다. (추천망에 따름)
플레이어는 게임 및 사회화 활동 (업적, 콘텐츠 작성, 내부
CPA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경매, 연합체, 내부 CPA 네트워크, 동기 부여 및 다중 단계
추천 프로그램은 ABYSS 토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ABYSS 토큰은 자동으로 개인 이더리움 지갑으로
인출됩니다.
The Abyss 디지털 유통 플랫폼은 데스크톱(Windows, MacOS, Linux), 모바일(iOS, Android) 및 웹
버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통 플랫폼 THE ABYSS의 경제학
곧 있을 예정인 토큰 판매에서는 제한적 수량의 토큰이 발행될 것입니다. ABYSS 토큰으로 게임
구매에 대한 지불을 실행할 경우, 유저는 ABYSS에서의 요금에 대한 할인을 제공 받습니다.

토큰 소각: ABYSS에서 내부 CPA 네트워크 및 경매 거래의 수수료 1/3은 Smart Contract를
통해서 소각됩니다.

The Abyss는 종합적 생태계로, 플레이어와 개발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The Abyss의 개발자용 통계 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합니다.
내부 CPA 네트워크: 디지털 유통 플랫폼
Abyss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개발자는 타겟 트래픽을
유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광고에 대한 접근을 제공
받습니다.

The Abyss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이자 차세대 디지털 유통 플랫폼으로서 개발자, 플레이어, 토큰 보유자들의
이익과 수요를 한 데 모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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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heaby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