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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본 자료는 우리 플랫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지만 공식 서류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단어를 무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블록체인’, ‘토큰’, ‘레퍼럴및 동기 부여 프로그램’ 등 딱딱한 용어는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
만큼 신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자료는 어려운 것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백서를 읽고 우리 게임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다면 굳이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게임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게임 서비스에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ММО 게임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ММО 게임을 중심으로 꼽은 이유는 플랫폼의 주요 특성과 잘 맞고, 또한 Destiny.Games 가 거의
10 년동안 온라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개발,
퍼블리싱, 서포트, 수익화, 홍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전문적인 팀이다.

더구나 앞으로는 암호 게임 분야가 적극적으로 발달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게임의 형태가 어떨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형태가 어떻든 우리 플랫폼에 잘 맞을 것이다. 암호 게임도 우리에게 특별할 것이다.
The Abyss 플랫폼의 주요 특기는 유저들에게 초대한 친구들의 구매에 대한 보너스와 콘텐츠및 소셜 활동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기 부여 프로그램과 다단계 레퍼럴 프로그램이다. 개발자들에게는 이
플랫폼이 완벽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게임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 내, 또는 다른 내부 서비스에서 트래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들어오는 트래픽의 수익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 왜냐하면 한 개발자의 게임이
플랫폼에 가입한 한 유저의 첫 게임이라면 개발자는 그 유저가 게임과 연결되고 플랫폼의 다른 게임에서도 하는
결제에 대한 보너스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한 유저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레퍼럴 체인도 그 게임과
연결된다.
이러한 기능들이 유저와 개발자를 모두 새로운 플레이어를 초대하도록 자극시키고 플랫폼이 게임 분야에서 큰
인기를 이끌 수 있게끔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최대한 편리하고 경쟁자를 뛰어넘을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플랫폼을 개발하는 팀은 게임 없이 살 수 없을만큼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The Abyss 플랫폼의
타깃 청중이기 때문에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한 번이라도 Steam 에서 친구를 닉네임으로 초대하려고 했다면
우리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바로 그 심정으로 게이머로 인한 게이머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시장과 업계
백서에는 게임 업계, ММО 게임과 인기 있는 게임 플랫폼의 전체적인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래프, 분석 파일과 출처도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언급할 것이다:
• 비디오 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 ММО 게임 분야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 존재하는 게임 플랫폼은 유저와 개발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우리 프로젝트가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잠재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플랫폼의 다중화
우리가 왜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게이머 청중과 유명한 개발자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건가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플레이어, 개발자: 두 개
인터뷰에 응해보았다.

플레이어와의 인터뷰

저는 다른 플랫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The Abyss 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The Abyss 는 다른 플랫폼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 플랫폼은
친구 초대, 개발자들의 과제 해결, 어치브먼트 달성
등 게임및 소셜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친구들이 내가 수익을 얻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죠?
본인이 친구를 초대하고,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친구들도 역시 친구들을 초대하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도 친구를 초대한다. 이런 식으로 5 단계 레퍼럴
체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레퍼럴 중에 누군가가 어떤
게임에서 결제를 할 때 초대한 사람이 그 결제 금액에서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만약 내가 더 이상 게임하기 싫다고 하면? 아니면
게임에서 아예 결제를 안한다던가?

꼭 게임하거나 뭔가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고 그냥 가끔 플랫폼에 들어가서
레퍼럴 수익을 얻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레퍼럴 수익을 얻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는 시스템을 최대한 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제를 한 사람이 이름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겠지만 받는 이자는 모두 볼 수 있을겁니다.
원한다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서 결제를
해보고 본 계정을 확인하면 받은 이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자를 누가 주는 겁니까?
플랫폼 순수익의 1/3 은 레퍼럴 프로그램으로
배당됩니다. 우리쪽에서는 이런식으로 플랫폼의
인지도와 인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만 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어치브먼트와 콘텐츠 수익이라는 게 뭐죠?

각 어치브먼트에 대한 보상은 게임에 따라 달라지고
그 날 플랫폼에서 받은 같은 급의 어치브먼트 총
갯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사, 스트림, 리뷰, 가이드,
팬아트 등도 보상됩니다.

같은 급이라 하면?
어치브먼트가 어려울수록 어치브먼트를 받을 사람이
적을 겁니다. 적은 수가 받을수록 진기급이 높고
보상도 큽니다.

어치브먼트와 소셜 활동에 대한 보상금은 어디서
나는 거죠?
보상은 플랫폼 개발 단계 때 모은 유보금과 끊어진
레퍼럴 체인에 남은 예산으로 구성되는 Reward
Bank 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끊어진 레퍼럴 체인? 그건 또 뭡니까?
당연히 모든 플레이어가 5 단계 체인을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누군가는 1 단계,
누군가는 3 단계까지만 채우겠죠. 하지만 배당된
예산이 사라지지 않고 Reward Bank 로 옮겨질
겁니다.

수상할 정도로 너무 좋기만 한 것 같은데…

21 세기잖아요.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면
플레이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새로 생각해내야
돼요. 우리는 유저들이 좋아해주고 함께 하기로 마음
먹도록 공평하게 수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입니다.
해보려면 그냥 가입하고 친구들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난 왜 계속 웃고 있죠?
모든 게이머는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플레이어님은 이 세상에서 기적이 있다고 믿고 있고.
나는 플레이어님을 실망 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친구를 먼저 초대했다면요?

그러면 이미 그 누군가의 레퍼럴이 된 겁니다. 그래서 The
Abyss 에 일찍 가입할수록 친구들로 구성된 레퍼럴 체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플레이어님의 친구가 곧
그 친구의 친구 10 명, 100 명이니까요.

좋아요, 할래요! 어디 가서 가입하면 되는 거죠?

자, 내가 생각해낸 게이머도 이미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좋은 시작이네요. 진짜 게이머는
지금부터 토큰 판매 (DAICO) 단계에서 레퍼럴
체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여기:
www.theabyss.com/ko/referral-program

개발자와의 인터뷰

Steam 쪽에서 이미 나의 게임을 사겠다고 했는데 왜
굳이 이 플랫폼으로 옮겨야 하나요?
우리는 단독 퍼블리싱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두
플랫폼 모두 하셔도 됩니다. 다른 플랫폼의 조건
외에 저희는 초대된 유저들을 위한 레퍼럴 시스템과
개발자간의 트래픽 교환을 위한 내부 CPA
네트워크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꼭 우리
플랫폼에서만 게임을 하도록 자극 받은 게이머는
개발자님의 게임에서의 어치브먼트를 획득하고,
가이드를 쓰고,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장점도 아주 많고요.

레퍼럴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유저를 플랫폼에 초대한다 - 유저는 자기 첫
게임으로 개발자님의 게임을 택한다. 그때부터
게이머가 다른 게임으로 갈아탔다 쳐도 그
게이머뿐만 아니라 그의 레퍼럴 체인의 결제
이자까지 받게 된다. 평생! 그러면 게이머가
개발자님의 게임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플랫폼의
게임을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줄 거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죠.
헐 대박 사건!

CPA 네트워크는 또 뭐죠?

개발자님의 게임을 하지 않을 플레이어도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어가 필요한 다른
개발자에게 팔거나 교환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더구나 다른 게임에서 하는 결제에서 이자를
가져다줄 레퍼럴 체인 플레이어라면? 그리고 다른
개발자는 필요 없는 트래픽을 개발자님한테
팔아주면 돼요. 경쟁자가 되지 말고 파트너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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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넘어갔는데 조금만 더 설득해보아요 ㅎ

결제는 ABYSS 토큰과 실물화폐로 받을 수 있을
거고 프로젝트를 알파/베타 버전으로 출시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의 통계, 예측, 가입, 파트너, 유출,
ROI, KPI, LV, LTV 등 보고서를 볼 수 있고
플랫폼의 고객 센터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www.theabyss.com

너의 길이 시작되는 곳
www.theaby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