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 기술로 디지털 피쉬를 수집하고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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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ockchain 플랫폼 의 게임-게임 산업의
동향
게임 산업의 문제:
게임 발행사는 기존 전통의 게임 발행 모델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 플레이어를 위한 게임의 귀한 아이템 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 게임의 거래, 유동성 및 아이템 교환 영역 부족.
I

• 플레이어와 게임 발행사 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 계정 정보, 활동 내역 및 게임의 자산 (아이템 및 금화)을
포함한 게이머 데이터는 게임 회사에서 관리됩니다.
• 집중식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는 많은 제한 사항과
취약성이 있습니다.

1. Blockchain 플랫폼 의 게임-게임 산업의 동향
Blockchain 플랫폼 의 게임– 게임 산업의 동향:

§ 플레이어는 영구적 인 소유권과 게임에서 자산을 매매할 수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은 고유 한 토큰에 연결되어 있으며 분산 형 네트워크- Decentralize에서 유지됩니다.
§ 분산 형 플랫폼 인 dApp에서 게임을 빌드하여 검열 저항 기능을 제공하고 원래 발행자의 간섭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분산 형 풀랫폼에서 게임 구축– dApp,.
§ dApp 플랫폼은 많은 발행자로부터 기여를 받음으로 지원하고 정복하여 공간과 시간에서 무제한
게임 세계를 만듭니다. 게임 정의를 되 돌리는 것은 탐험과 정복에 관한 것입니다.
§

전자 화폐- crypto & smart contract를 이용함으로 손쉬운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중개 비용을
줄이고 거래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2. Proof Of Play (POP) Blockchain의 새로운 방향
Blockchain을 사용하는 서비스 시스템은 전 세계 여러 분야에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의 혁명으로 간주됩니다.

Blockchain 1.0: 통화 (Bitcoin)
Blockchain 2.0: Smart Contract (ETH)
Blockchain 3.0: 분산 형 애플리케이션-DApp의 생성

2. Proof Of Play (POP) Blockchain의 새로운 방향
Blockchain 기술은 삶의 일부가 점차 되었습니다. Blockchain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Crypto를 소유 한 사람들은 Crypto 마이닝 알고리즘에
익숙해졌습니다.

§ Proof of Work (POW) - 업무 증명.
§ Proof of Stake (POS) - 주식 증명.
§ Proof of Contribute (POC) - 헌신 증명.

위의 각 알고리즘을 통해 참가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서로 다른 특성을 이해하고 가져야합니다.
§ POW를 사용하려면 하드웨어와 그들이 원하는 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을 이해해야합니다.

POP
위의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치를 달성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

§ POS를 사용하면 초기 금액의 코인을 소유 할 수 있어야하며 코인이
분할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 POC를 사용하면 코인을 만들 수 있기 위하여 결단력과 헌신을 같이
가진 팀원을 찾아야합니다.

2. Proof Of Play (POP) Blockchain의 새로운 방향
Game산업의 발달
§

2020 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0 억 명의
게이머가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산업은 강하게 성장하여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끌어 들였습니다.

§

삶의 필수 불가결 한 부분이되었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며 많은 개인과
조직에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는
플랫폼이기도합니다.

2. Proof Of Play (POP) Blockchain의 새로운 방향
게임 세계는 분산 형 플랫폼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엔터테인먼트 및 소득 창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Proof of playing (POP) – 게임 플레이 증명: 플레이어가 특정 게임에 참여하여 새 블록을 만들고 검증 할 수
있도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가 게임을 하는 시간은 자신의 장치에서 처리 리소스를
공유하는 시간이기도합니다.

•

알고리즘은 모든 활동을 계산하고 기록하며 게임 플레이를 통해 새로운 블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POC와 마찬가지로 헌신은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고 게임 플레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

플레이어가12 세 이상인 간단한 게임에 대하여 플레이어가 자신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미래에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

POP 플랫폼의 생성은 12 세 이상의 사용자에게 part time 수입을 증가시킬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Proof Of Play (POP) Blockchain의 새로운 방향
POP를 위하여 설계된 게임에는 다음 요소가 있습니다.

01

교육적성.

02

공유성 및 커뮤니티
화.

03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재무 관리성.

04

친밀감과 쉬운
접근성.

3. DAPPS TECHNOLOGIES LTD -

POP 및 Social Game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일선

DAPPS TECHNOLOGIES LTD 를 통해 사용자가
분산 응용 프로그램 및 기타 기술을 체험할 수 있으며
Blockchain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
것으로 희망하여 설립되었습니다.

DAPPS TECHNOLOGIES LTD에대함

DAPPS TECHNOLOGIES LTD, 영국에 DAPPS TECHNOLOGIES
LTD 설립
§ 본사15 Wren Court New Road, Langley, Slough, England, SL3
8JL

특허

3. DAPPS TECHNOLOGIES LTD POP 및 Social Game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일선
임무
블록 체인 플랫폼에서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활동.
DAPPS TECHNOLOGIES LTD 는 게임의
힘을 사용하여 블록 체인을 통해
플레이어가 살고있는 세계와 같은 실제
체험을 제공합니다.

Dapps Technologies ltd,.

3. DAPPS TECHNOLOGIES LTD -

POP 및 Social Game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일선
A. DAPPS TECHNOLOGIES LTD가 가져 오는 기회
§

12 - 18 세는 사회적 성격 형성, 금융 관리 능력,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수입

창출에 이상적인 연령입니다.
§

사용자는 게이머 또는 MOB가 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서 직접 등록하여 개발

팀에게서 임무를 받음).

B. 수입 창출하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 프로 게이머는 월별 수입이 $ 1,000-$ 5,000로 될 수 있습니다.
§ POP 플랫폼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Agency가 되면 월별 수입이 $ 5,000$ 10,000로 될 수 있습니다..
§ 뛰어난 성과를내는 Agency는 최대 $ 100,000의 수입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4. EBP Token 에대한 이해-특별한 발행 방법
EggsBook POP token ( EBP) 발행 계획.
분배 차트
8.3%
16.6
58.2%

16.6%

이름: EggsBook POP Token
Ticket: EBP
총금액: 6 천만

첫번째 발행 총수: 5백만 Token
개발침 및 개발 회사: 1천만Token
시장 대응 및 마케팅 프로그램: 1천만 Token

주의:
§ EBP는 ICO 또는 pre sale단계를 거치지 않고 Yobit거래소에서 발행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Private Invest단계가 지나면 곧바로 발행됩니다.

남은 부분에 대하여 POP형식으로 지급될것입니다: 3,5천만 Token

출고가: $0.5

4. EBP Token 에대한 이해-특별한발행 방법
EBP Agency

POP 운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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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SD를 받으려면 EBP Token 을 게임에 입금해야합니다.

§

EUSD를 사용하여 아이템, 게임의 상품을 매매하거나 EBP로 교환하여 인출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생태계에 가입하고 더 많은 EUSD를 생성하고 전자 상거래 링크에서 실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플레이어 의 임무 : EUSD를 최대한 많이 생성하여 수익을 높이고 EBP 토큰을 소유하여 2배의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4. EBP Token 에대한 이해-특별한 발행 방법
POP 운영 프로세스:

§ 이 POP의 운영 프로세스는 EBP Token 을 지속적으로 소각하여
임무를 진행하기 위한 EUSD를 생성합니다.
§ 참여 커뮤니티 :
1. EBP Agency: 아래의 Active User및 MOB를 개발하려면 EBP Token 이
필요합니다.
2. EBP Holder: EBP Token 을 보관하는 것은이 탁월한 모델로 인해 향후
가치가 증가 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 EBP Player: 게임을 하고 매력적인 프로모션을 즐기려면 EBP Token
이 필요합니다.
4. EBP Trader: EBP Token 거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토큰이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5. EBP POP: 다른 EBP Token 을 생성하기 위해 게임의 임무를 위한
EBP 토큰이 필요합니다.
§ 참가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 POP 프로토콜의 운영 프로세스는 DEMAND를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SUPPLY를 자동으로 줄입니다..

5. EBP Token의 잠재력 및 게임 산업의혁명
EBP Token BP 토큰은 1 게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 EBP Token은 개발자가 게임에서 EBP Token을 결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합니다.
§ EBP Token은 게임 커뮤니티가 EBP 토큰으로 게임을 공동
개발하고 해당 개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합니다.
EBP Token 발행자 (제휴사 및 커뮤니티 제외)에서 직접 발행

EBP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태계 (합자회사와 커뮤니케이션
미포함):
1. EggsBook: 커뮤니티 게임 Game
2. 123BetNow: 온라인 베팅 Game
3. Stone War: 모바일 격투 Game

123betnow

Stone war

5. EBP Token의 잠재력 및 게임 산업의혁명
EBP Token 성장 잠재력
EBP Token 은 게임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2021 년 1 분기에 공식적
출시하는당시 게임 생태계 거래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2020 년 3 분기에 EBP Token 코인은 공식적으로 Yobit 거래소에 상장되어 모든
관심있는 커뮤니티가 EBP Token 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자에게
처음 출시 될 때 다른 코인이 만들 수없는 차이입니다..

EBP Token 은 에그를 활성화하고 아이템을 구매하자마자 소각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EBP Token 의 희소성이 점점 커져서
높은 성장 수요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1 년 각 분기 동안 EBP Token 은 전자 상거래 거래소를
통한 직접적인 소비 지불과 연결되어 EBP 토큰 가격이 시작
가격의 10 배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6. 개발 프로세스

2020
1 분기
POP 알고리즘 연구 및
응용 분야의 선도적 인
전문가를 집합합니다.

4 분기

2 분기

POP 기술을 사용하는 코인을 만들어

POP 알고리즘으로

Yobit 거래소에 상장하고 사용자가

EggsBook 게임 모델을

Eggsbook POP Game 체험에

연구하고 프로젝트의 첫

참여하고 국제 발행자와 협력 할 수

번째 작업을 시작합니다.

있도록합니다.

3분기
게임의 기본 기능과 게임
생성 단계를 완료합니다

6. 개발 프로세스

4 분기
2 분기

§

§

EBP Token 은 아시아 여러 국가의
매매 결제 게이트웨이와 연결되어

Stone War라는 2 차 생태계
출시는 Blockchain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 된 격투
게임입니다.
EBP Token 코인은
Coinmarketcap에 상장되어
있으며 가치가 몇 배나 되는
생태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코인이됩니다.

참가자가 해당 국가의 통화를
사용하여 EBP Token 을
구매하거나 현지 국가의 통화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2021
1 분기
§
§
§
§
§

글로벌 big data전략,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한
플레이어 유치.
일부 국가에서 데모 플레이를 허용합니다.
온라인 베팅 게임 유형인 123betnow라는 최초의
생태계를 출시하고 참가자들이 EBP Token 을
사용하여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2 회 국제 거래소 상장 및 다국적 trader
커뮤니티 개발.
가치가 증가하는 EBP Token 코인은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소유 한 코인이 될 것입니다.

3 분기
소비자 생태계를 결합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통화 인 EBP
Token 을 사용하고 Amazon,
eBay, Alibaba, Lazada
global, ...에서 직접 연결된
제품으로 온라인 쇼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