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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산업 전반은 비트고인의 보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기관투자
자들로 인해 올해 중요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6월 글로벌 암호
화폐 이용자 수가 3억명에 달하면서 비트코인의 2020년의 성장세도 가속
화 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사용이 가속화되면서 메타
버스 산업이 가상현실(VR)과 비(非)교환형 토큰(NFT) 분야 모두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2019~2025년 63.01%
의 CAGR로 2025년까지 약 8,1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CREATE #SOCIALIZE

#SHOP #EAR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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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S는 최첨단 3D 생
성 엔진으로 메타버스를
만들어 놀라운 시각화 및
사용자 경험을 통해 몰입
감 있는 가상 경험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토
큰화된 분산형 플랫폼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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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S 메타버스  – QQ 월드는 QQS 월드는 부동산 블럭과 QQ 거버넌스
(QQG) 토큰 보유자에 의해 구입되고 관리될 수 있는 고유한 NFT로 구성됩
니다. 

QQS의 기본 토큰은 QQT이며, 보유자는 Quazinians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QQS의 의결권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QQG가 필요합니다. 
QQG는 얼마나 많은 QQT를 태웠는지에 따라 1:1 비율로 주어집니다.

QQC (QQ 크레딧)도 QQT를 얼마나 태웠는지에 따라 1:1 비율로 지급됩니
다. QQC는 QQ 월드에서 디지털화된 제품, 자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QS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환영하는 허브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쇼핑객
에서 친구, 암호 애호가까지.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들은 대체 세계와 몰입
형 콘텐츠을 모두 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QS의 광대한 사용자 기반을 통해 광고 및 후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NFT 메커니즘을 통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QQS는 세계에
서 가장 진보된 실시간 3D Creation 도구를 사용하여,  놀라운 시각화 및 사
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QQS 사용자들은 디지털화된 제품, 부동산 
소유권, 광고 수익, 게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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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어떤
것에 참여하고
싶다면,

원대한 일에 참
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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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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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증강 및 가상 현실 시장은 약 267억 달
러로 평가되었으며, 2019~2025년 사이에 63%의 CAGR로 2025년까지 약 
8,1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시장은 부품을 기반으로 반도체 부품, 센서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2021년 반도체 부품 부문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시장에
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AR과 VR 기술을 구동하는 주요 구성 
요소로는 HMD, 웨어러블 스크린, 컴퓨팅 유닛 및 센서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R&D를 통해 기술자들은 혁신적인 헤드기어를 제공할 
수 있었고,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고, 소형이며, 효과적인 AR 및 VR 시스템
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서의 AR/VR 반도체 부품 수요 증가, 증강 및 가상 현실 기반 솔루
션의 비용 효과적 이점, 증강 및 가상 현실 기술 채택에 대한 저항, 산업별 
솔루션 도입 등이 AR 및 VR 반도체 부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디오 게임은 가장 흔한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 중 하
나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게이머(AR 및 VR 기반 게임) 수가 빠르게 증가
하여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범유행은 2020년과 2021년 초에 전 세계 여행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여행 분야는 점점 더 AR과 VR 기술을 구현하여 시청
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머물면서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들은 셀프 가이드 여행 기술의 도움으로 여행 경험을 변화시
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AR 기술은 여행자의 물리적 환경에 대
한 인식을 바꾸고 상호 작용을 위한 추가 관광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
니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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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월드는 분산된 오픈 소스 가상 세계 내에서 물리
적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가교입니다. 디지털 예술, 
광고 공간 부동산 블록 및 고유한 NFT와 같은 디지털 
가치를 관리하기 위한 암호화 프로토콜이 등장할 것
입니다. 

QQS는 전례 없는 VR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Quazinian들이 
몰입적이며 매력적인
환경에 함께 모이도록 할
것입니다. 

QQ 월드에는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쇼핑 구역이 생
겨 사용자에게 상징적인 상점에 대한 글로벌 액세스와
함께 몰입형 Discovery 중심 브랜드 경험을 제공합니
다. 상인들은 또한 24시간 연중무휴로 상점 문을 열 수 
있고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QQ 월드에는 심지어 여러분의 꿈의 집을 지을 수도 있
습니다. QQ 크레딧을 사용하여 집을 위한 땅을 구입하
고 심지어 NFT를 구입하여 집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가상세계를 사람들이 실제 세계와 비
슷한 것을 물리적 제한 없이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디지
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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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카드

10

Quazinian는 QQ 직불 카드 – QQ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Q 카
드는 편의를 위해 VISA와 UNIONPAY로 제공됩니다.

이카드를 사용하면 소모하여 버는 것 (S2E)이 가능하고,  시장에서
가장 높은 리베이트를 받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율
에는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얻은 배출량 외에도 "연소"를 통해 등
급을 올려 상품 당 최대 15%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QQS.club



이 판매자/소비자 앱은 QQS만의 "Burn to Earn (B2E)" 컨셉으로 Quazinians가 판매자

및 소비자 모두를 위해 B2E를 거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할인율(%)로 인센티브를 받으십시오. 
판매자가 주는 할인액도 모두 산정 및 연소되어 배출량 점유율을 높일 것입니다. 

할인 혜택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70:30 비율로 나눠 갖는다. 예: 알렉스는 QQ 월드에서 
1000달러에 iPhone을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10% 할인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판매자

는 팬케이크 스왑에서 $1000 x 10% QQ = $100 상당의 QQT를 교환 및 태웁니다.

이 경우 판매자 리베이트의 70%가 알렉스의 배출량에 추가될 것입니다. 30%는 판매자

의 연소량으로 할당될 것입니다.

QQ 앱

알렉스

판매자 배출량

알렉스 배출량

판매자
10%

판매자  할인

$100

$30

$70

$1,000에 아이폰 구매 제공

30%

70%

11

만약 알렉스가 아이폰을 구매한 시점에 QQT의 가격이 $1/QQT라면. 알렉스는 주 
배출풀에서 70주를 더 늘릴 것입니다. 이제 QQT의 가격이 $2/QQT 이상이 되는 것
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폰은 시간이 지나면 무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 
할인도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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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NFT
QQ NFT는 NFT(Non-functible 토큰)를 다루는 우리 생태계의 중요한 부
분입니다. 이 수집 가능한 시리즈는 Quokka 디지털 아트부터 가상 부동
산 NFT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발행된 교환 불가능한 고유 
자산이며 QQ 크레딧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QQ의 가상 부동산 NFT의 용도 중 하나로, 귀하는 QQ 월드에 할당된 공
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을 사는 것과 비슷하며 임대하거나 차
익을 위해 팔 수 있다. NFT의 소유주들은 또한 당사의 OTC NFT 카운터
에서 그것들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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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DAO
QQS는 거버넌스 모델에 관하여 작업을 할 것입니다. QQG(QQ 거
버넌스)를 소유한 Quazinian은 거버넌스 위원회의 일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QQS가 방향성 또는 확장 제안을 할 경우 각 Quazinian
은 DAO를 통해 투표합니다. 제안은 QQG 보유자가 다수결로 투표

할 DAO에서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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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당신의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제공된 간단한 빌더 도구를 사용하여 작품, 챌린지 등을 만들고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품을 받으세요. 경험 많은 제작자들을 위한 당사 SDK(소프트
웨어 개발 키트)는 소셜 게임들과 어플들로 세상을 채울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SOCIALIZE
“휴식하며, 노시고, 즐기세요”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게임을 하고, 친구와 즐겁게 놀고 ,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습니다.
QQ World에 대한 진정한 몰입형 1인칭 관점을 통해 알아보십시오.

#SHOP
“쇼핑이 이렇게 재미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QQ World에서 쇼핑하고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가상 쇼핑몰을 생각해 보세요.

#EARN
“여러가지 수입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세요.”
QQS는 Quazinians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IDO에 따라 
Quazinians가 구입할 수 있는 QQ World 부동산이 제공됩니다. 다른 기
회는 수동적 수익인 QQ 보상 및 광고로 구성됩니다. 

원칙들

14www.QQS.club



애호가들이 찾을 메타버스

사용자에게 소셜 네
트워킹및 쇼핑을 위
한 친화적인 환경

안전한 탈중
앙화된 가상
세계

다양한 수입
경로

가상 부동산을 구
매, 판매 & 대여 

교육에 관련된 도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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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T 토큰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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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T 토크노믹스 
(Tokenomics)

토큰 배당

배출 : 9,900,000,000 (99%) 
미리 채굴된 : 100,000,000 (1%)

1% of 미리 채굴된 QQT 100,000,000 배당 모델

2천 만QQT 개발 팀/창립자

사전 판매 @0.003 USDT

팬캐이크 LP

Page117www.QQS.club

*These 20m QQT will be burnt as a guarantee that 
will not dump their QQT but instead will be issued 

토큰 공급: 10,000,000,000 (100 억)

get emission shares just like all other token holders.

Mechanics of QQT

Whenever anyone purchases QQT, it will be 100% burn, and
for daily emission until 9.9 billion QQT emission is over. 

This component is to create a fairer model not only to benefit the 
but also to Quazinians who come in later. We want to create QQS in a 
and new Quazinians will enjoy similar benefits.

to USDT and transferring QQT to another wallet address, 
market manipulation.

Pre-Mined Distribution

토큰 판매 : 60,000,000 

DAO : 20,000,000 

유동성 : 20,000,000

*이 2천 만 QQT는 개발 팀/창업자가 QQT를 한 번에 처분하지 않고 다른 모
든 토큰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배출량을 얻기 위해 DAO 풀로 발행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6천 만QQT

2천 만QQT



Day 1 1백만 @ 0.002580 USDT/ QQT

Day 2 1백만 @ 0.002580 + 0.5%= 0.002593 USDT/ QQT

180,000  USDT/ 2천 만  QQT 출시 가격: 0.009 USDT/ QQT

Day 3 1백만 @ 0.002593 + 0.5%= 0.002606 USDT/ QQT

Day 10 1백만 @ 0.002698 USDT/ QQT

Day 60 1백만 @ 0.003463 USDT/ QQT

QQT 사전
판매 구조 
사전 판매는 60일 동안 60개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00만 QQT가 판매
됩니다. 단계별로 총 6,000만개가 출시되며, 가격 0.5% 상승할 것입니다. 

Page118www.QQS.club

사전 판매끝나면,
모두 6 천 만 x 0.003USDT= 180,000  USDT가 풀릴 것입니다. 

QQT
팬케이크스왑 LP
이 2,000만 QQT의 잔액은 IDO에서 조달한 180,000 USDT와 같이 유동성을 위해팬

케이크 스와프의 풀로 갑니다. 따라서, 팬케이크스왑에서 제공되는 LP의 경우

180,000 USDT/2천 만 QQT는 영원히 무효가 되어 개발팀이 "러그 풀"을 하지 못하

게됩니다.

이 조치를 통해 Quazinian은 QQS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최대한 쉽고 안전하게 가입

하여 QQT를 연소할 수 있습니다.

팬케이크스왑 (Pancake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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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 

예약 판매: QQT(v.1) 토큰:
0x1998708bcebDBA72EBB484E76F3112b8C50294b4

QQT (v.2) 토큰:
0xA9fD8Df5355211bc12fE7a70DeBDfc68e4Feb728

QQC 토큰:
0x552CEB4330ea92C66cDAA457d26524766b7c32Da

QQG 토큰:
0x66592b510Fe0217364208B4aD9894925F5212A63

유동성 풀(LP):
0xd86B9875b4e42B34EFdd3CF5f5Ade82dbf5adC9b

* QQT (v.2) 사전 판매 후 사소한 업데이트 및 버그 수정과 함께 토큰 배
포

Page19www.QQS.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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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T 배출 배당

주요 풀 : 80%

DAO 풀 A : 10%

DAO  풀 B : 6%

DAO  풀 C : 4%

Page

주요 풀 - 80% 
주 풀 배출량은 QQT 연소량, QQ 보상량 및 QQ 리베이트를 기준으로 함으로 모든 
Quazinian에 대해 매일 배출됩니다.

1 QQT를 태울 때마다 1개의 메인 풀 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O 풀 - 20% 
DAO 풀 배출량은 개발 팀 간에 공유되며, 가장 큰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Quazinian.

최소 $10,000 상당의 QQT가 소각된 최소 2개의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DAO 풀 셰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모든 연속 커뮤니티에 대해최소 $10,000 상당의 QQT를 소각하
면 더 많은 DAO 풀 공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DAO 풀 주 자격은 커뮤니티에서 QQT가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DAO 주 A, B, C에 대한 최대 할당주는 각각 1000, 200, 50입니다. DAO 풀 주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은 후 기본 풀 배출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DAO 풀 A, B, C의 일일 배출량은 각각 10%, 6%, 4%입니다.
DAO 풀 배출은 배출량 상한 관하여 기여하지 않습니다.

배출량 지분은 QQT 연소 가치의 달러 가치 2배로 제한됩니다.

www.QQS.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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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감소 모델
일일 배출량은 2022년 7월 18일 25만 QQT를 시작으로 30일마다 5%씩 감소해 
50,000 QQT로 고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나중에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배출량 스케쥴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이 일정은 예상 출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www.QQS.club



QQT의 작동 원리 
누구나 QQT를 구매할 때마다 100% 연소되며, Quazinians들에게는 9.9b QQT 배출이 
끝날 때까지 일일 배출권이 부여됩니다. 이 요소는 QQS의 얼리 어답터뿐만 아니라 나
중에 들어오는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다 공정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QQS를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가 모두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

로 만들고 싶습니다.

QQT에서 USDT로 교환하고 QQT를 다른 지갑 주소로 송금할 경우 시장 조작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 3%의 스왑 수수료와 1.5%의 전송 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동적 가격 균형 프로토콜
대규모 투자자의 조작을 막고, 동전의 높은 가격 변동 가능성에 가격 안정성을 개선하

기 위해 동적 가격 균형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QQT 토큰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QQT 판매에

대한 이전 수수료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동적 가격 균형 프로토콜 표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22www.QQS.club



QQT 토큰 유
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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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ies vs   Values

QQT의 기본 토큰은 QQS에 사용되
는 기본 토큰입니다.

토큰 보유자는 Quazinian으로 불릴 
것입니다,

QQT 구매 시 자동으로 연소될 것입
니다. 

QQT를 연소하는 Quazinians은 
QQC를 소유하여 디지털 자산을 구
매하거나 QQ World의 서비스나 물
품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QQS의 접근은 Quazinian이든 아니
든 무료입니다. 하지만, QQT 보유자
들은 Quazinian 만의 특권을 누릴 것
입니다.

Quazinians는 소유 자산을 수익화하
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부
동산은 QQC를 사용한 거래로 라이
선스, 임대 또는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QQS는 거버넌스 모델으로 운영됩
니다. QQT를 연소하는 Quazinian들
은 QQG를 소유하게 됩니다. QQG 
보유자들은 거버넌스 의회의 일원이
됩니다.

Quazinian은 DAO를 통해서 투표합
니다. 제안들도 QQG 보유자들이 다
수결로 결정이 나는 투표를 진행하는
DAO에서 결의됩니다.

Quazinian은 커뮤니티를 생성함으
로써 QQ 보상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QQ 보상은 커뮤니티를 확장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토큰 보유자들은 QQ 체크 카드 (QQ 
카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QQT를 
많이 연소하면 할 수록 귀하의 리베
이트 티어가 높아집니다. 

토큰 보유자들은 QQ 카드들 사용하
여 소비를 즐기면서 높은 리베티드
율로 소비하면서 벌 수 있습니다
(S2E). 

QQS는 크립토 사용자와 다른 커뮤
니티들을 끌어들이는 메타버스 플랫
폼이며, 따라서 모든 비즈니스에 상
응하는 광고와 스폰서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연소된 QQT 마다 Quazinian는 1개의 
주요 풀 지분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주요 풀 지문은 1 QQ 크레딧과 (QQC) 
& 1 QQ 거버넌스를 줍니다. (QQG).”

Values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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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쉽이나 광고는 QQS에서 수
익을 창출하는데 지대한 역활을 할
것입니다. 



Quazinian는 QQT를 구매하여 더 많은 연소량과 QQ 보상을 얻기 위해서 
연소합니다. 연소된 QQT의 수에 기반하여, Quazinian은 가상 세상과 투
표에 사용될 수 있는 동일한 양의 (1:1) QQC (QQ 크레딧)와 QQG (QQ 거
버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QQT 의 일러스
트레이션 사용

구매Quazinian 동일한
양을 받음

QQT QQC & QQG

Quazinian QQ 카드
QQ 카드
리베이트

*QQT의 연소량이 QQ 리베이트 티어를 결정합니다.

연소

혹은 Quazinian은 그들의 체크 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

를 사용하시면, 사용된 량이 귀하의 배출량에 매달 말 추가될 것입니

다. 

충전 사용

Page25www.QQS.club

연소량의 증가

연소량의 증가



QQ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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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배출량 지분이 30,000에서 34,000으로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커뮤니티에
초대하는 Quazinian은 QQ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QQ 보상은 배출풀에서 Quazinian의 배출량 분배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친구의 총 "연소된 QQT"의 20%가 귀하의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예: 알렉스는 30,000개의 QQT를 구입하여 불태우고 신디를 QQS에 초대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디가 직접 20,000 QQT를 구입하여 불태웠습니다. 
신디가 20,000 QQT를 태울 때 알렉스는 배출량 지분에 (20,000 x 20%) = 
4,000주를 더 추가합니다.

신디

+ = 34,000
  

배출량 
지분

알렉스

30,000 20,000 x 20% 
= 4,000

RE
W

AR
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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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보상
QQT는  일러스트레이션  기회를  활용하여  커뮤니티로부터  그들의  보상을 
기반으로  더  많은  80% 상당의  QQ 보상을  획득합니다 .

안나

알렉스는 신디를
초대합니다.

(20,000 QQT)

베니

신디

 알렉스

신디는 베니를
초대합니다.

(20,000 QQT)

베니는 안나를
초대합니다.

 (20,000 QQT) 

안나는 제임스를 초대하
고 그는 20,000 QQT를 

연소합니다.

안나는 QQ 보상 20%x 
20,000= 4,000을 받을 것
입니다.
배출량은 24,000로 오를 것
입니다. 

알렉스는 신디의 80% QQ 보상인 80% 
x 2,560 = 2048을 받을 것입니다. 
배출량은 32,048로 오를 것입니다.

베니는 안나의 80% QQ 보상인 80% 
x 4,000 = 3200을 받을 것입니다.,
배출량은  23,200로 오를 것입니다.

신디는 베니의 80% QQ 보상인 80% 
x 3,200 = 2560을 받을 것입니다.
배출량은 22,560로 오를 것입니다.

안나 : 20k

베니: 20k

제임스 : 20k

알렉스 : 30k 신디: 20k

28www.QQS.club

커뮤니티의 후속 레벨에 대한 QQ 보상 계산은 다음 공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 

80%x-1 x 20% x QQT 번트
QQ 보상 캡 금액은 QQT 소각 총 누적량의 2배입니다.



QQ
리베이트
Quazinian은 QQ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Q 카드는 VISA 및 UNIONPAY 직불카

드로 제공됩니다.

QQ을(를) 많이 태울수록 리베이트 비율이 높아집니다. 리베이트가 계산되어 월 말에 
배출량에 추가됩니다.

리베이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어 연소 연 수수료 리베이트

다이아몬드 $300k 상당의 QQT 15%

플라티늄 $150k 상당의 QQT 10%

골드 $80k 상당의 QQT 7%

실버 $30k 상당의 QQT 5%

클레식 $10k 상당의 QQT 3%

베이직 $500 1%

QQ 카드

골드 티어

더 많은 하루 연
소량을 즐기기

월 말 총량= 
$1,000

배출량 증가

7%

QQ
리베이트: 

$70

사용

리베이트

동일한

*상기 리베이트 %는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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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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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광고란? 
QQ World 내에서 광고는 수익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는 투자자들에게 광고 수익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QQ AD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QQ Ads가 제공하는 것? 
우리는 브랜드 파트너들에게 명성을 제공합니다. 광고주들에게 탁월한 가
능성인 체류 시간과 재생 지속율을 보장하는, 집중도 있는 청중을 제공합니
다

QQ Ads 소유권
QQ World에는 50개의 대형 애드블록과 100개의 소형 애드블록이 있습니
다. 이 공간 중 50%는 NFT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QQ 
ADS입니다. QQ ADS를 통해 창출되는 전체 수익의 50%가 NFT 소유주에게 
분배됩니다.

QQ Ads의 소유
QQ ADS는 QQT를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QQ World의 애드블록 위
치에 따라 가격은 달라집니다. QQ World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리셉션
을 찾아가야 하며, 이는 가장 높은 고객 수와 그에 따라 가장 큰 비용을 보장
합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프리미엄 부지가 낮은 층에 위치하며, 타워를 
더 올라갈수록 가치가 감소합니다

QQ Ads 수익
QQ ADS 수익은 QQ World 내 포지션에 따라 가중 기준으로 QQ NFT 소유
자들에게 분배됩니다.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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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차단
QQS는 광고주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광고 차단에 동적으로 광고 전달을 
보장하여 NFT 보유자를 위한 수익 흐름을 직접 생성합니다.

소형 애드블록
QQ World 곳곳에  작은  토템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  양면  보드가 
있으며  영상  또는  고정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각 광고 게시판은 QQS가 50%, NFT 소유주가 50%를 소유하게 됩니다. 따
라서 NFT 50개를 소유하면, 각 NFT에 대해 해당 애드블록에서 발생하는 
모든 광고 수익의 1%를 얻게 됩니다.

대형 애드블록
애드블록은 접수 구역 및 방문이 높은 기타 주요 구역에 배치됩니다.

각 광고 게시판은 QQS가 50%, NFT 소유자가 50%를 소유하게 됩니다. 따
라서 NFT 50개 보유자는 해당 NFT에 있어 애드블록에서 발생하는 모든 
광고 수익의 1%를 얻게 됩니다. 

외부 광고 제작
누구라도 맨해튼을 방문하면 타임스퀘어의 상징인 밝은 간판과 광고판을
보게될 것입니다. QQ World에서도 건축의 상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광고주들에게 큰 노출이 됩니다.

강당
주요 인사들의 회담이 열리는 강당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강당은 광고에 있
어 최상의 위치이며 수신에만 보조되는 트랙을 생성합니다. 또한 브랜드가 
광고를 훌륭한 콘텐츠와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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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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