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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신규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상은 여러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통해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P2E 수익만을 추구하는 사용자 및 작업장들의 과도한 플레이로 인해 소각량 대비 발행량이 압도적으

로 높아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P2E 보상이 줄어들면서 플레이어 수 감소, 이로 인한 플랫폼 생태계 붕

괴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단기간의 관심을 얻기 위해 지속이 불가능한 ‘미끼’ 보상을 지급하거나 플레이어 또는 토큰 보

유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플랫폼중심의 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구조적으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추구하며 

기존 P2E 프로젝트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위해 개발되었습니다.



SIDO의 VISION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SIDO내 다양한 방식의 유동성공급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블록체인 게임플랫폼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사의 게임컨텐츠 뿐만 아니라 퍼블리싱 기반이 약한 Third-party게임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

한 예상 성장 수준을 산출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확히 설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타 게임 개발사나 토큰 

보유자들만 이득을 보는 불균형한 구조가 아닌, SIDO플랫폼에서 출시되는 게임의 큰 성공에서 창출되는 이

익들이 SIDO 플랫폼과 사용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SIDO는 거버넌스 정책과 토큰 비즈니스를 통해 끊임없는 신규 게임 유치가 가능한 확장성에 더해, 게임 컨텐

츠 사업과 프로그램 지원으로 안정적인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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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게임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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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기반 게이밍

SIDO

1. 국내 게임 시장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2019년에는 15조 5,700억 원 규모로 집계


2. 2021년에는 18조 2,683억 원, 2022년에는 19조 9,1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국내 게임 시장 규모

출처 : 20202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1. 국내 게임 시장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2019년에는 15조 5,700억 원 규모로 집계


2. 2021년에는 18조 2,683억 원, 2022년에는 19조 9,1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국내 게임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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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게임 시장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했고, 2019년 기준 15조 원 규모의 대형 시장으로 발

돋움하며 컨텐츠 분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산업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폰의 광범위한 보급에 힘입어 2017년부터 모바일 게임 시장이 PC 게임 시장을 추월하고 새로운 성장세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전체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약 18조 원, 2022년에는 19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PC 게임 시장 추월 



6

SIDO

 이러한 성장세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가 약 1,800억 달

러에 달했고, 2022년에는 약 2,394억 달러까지 증가해 2017년부터 8%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4%대 성장률이 추정되는 IT 분야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 글로벌 판데믹 상황에서도 오히려 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실내 생활의 증가와 더

불어, 메타버스 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류 방식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접한 논-게이머들이 여가 시간

에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대거 게이머로 전환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서 매출과 성장률이 시장 전망률을 상

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20202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1. 2019년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는 1,865억 달러로 2022년 2,394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2. 2022년에는 모바일 게임 비중이 4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콘솔, PC 게임 비중은 소폭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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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블록체인과의 접점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의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메타버스’ 개념이 큰 인기를 끌면서, 그 구현 방

식으로 가장 적합한 멀티플레이어 게임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Roblox’, ‘Minecraft’ 등 기본 

게임플레이를 중심으로 사용자 간 교류에 더해 자체적인 경제, 사회 기능 구축이 가능한 게임들이 메타버스 

대표 주자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제페토’ 등 사용자 간 교류와 커스터마이징에 집중한 서비스들이 제

시되기도 했습니다.



 완성도 높은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게임과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결합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현실 사회와 동일한 가상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현실의 재화 및 화폐와 유사한 것을 가상 공간에도 만들어야 

했는데, 단순히 중앙화된 서버의 기록일 뿐인 가상 공간의 아이템과 게임 내 화폐는 낮은 효용성과 불명확한 

소유권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블록체인을 활용한 솔루션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중앙화 서버 데이터에만 기록되고 개발사에 소유권이 모두 귀속되는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과는 

다르게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발행과 전송이 기록되는 암호화폐와 NFT로 가상 공간 내의 

재화를 대체한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플레이어들이 개인 키를 사용해 메타버

스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와 아이템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현실 세계와 동일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더욱 넓은 범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가 게임과 결합하면서 매우 낮거나 아예 가치

가 없었던 게임 내 재화들에 일정 수준의 가치가 부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면 실질적인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Play-to-Earn (P2E)’ 구조까지 개발되어 수많은 게임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

으로 자사 IP를 연계한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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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토큰)

완전한 소유권 제공

투명성과 무결성 확보

메타버스 전환

NFT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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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

현물

캐릭터 (플레이어)

자체 화폐

디지털 재화

현실 주요 요소들의 메타버스 전환과 블록체인 활용

현실 메타버스 게임



2.3. 타 프로젝트 사례 연구

 게임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신규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상은 여러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통해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Axie Infinity’의 경우 접근성을 높

이는 캐주얼한 UI, 2D 게임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잘 설계된 토큰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상당한 양

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P2E 시스템을 구축해 인기를 끌었는데, 플랫폼 토큰인 AXS의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약 36조 원 상당)를 상회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개발에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AAA급 게

임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Play-to-Earn (P2E)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수의 사용자를 모으고 

독자적인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Axie Infinity의 성공 이후로 메타버스 NFT 부동산,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NFT 아이템까지 다양한 차별화 

요소를 도입한 블록체인 연계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Play-to-Earn 모델로 사용자의 유

입과 적극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고, 높은 수준의 개발 기술력을 활용해 타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

는 접근 방식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기존 게임 개발사들도 자사의 강력한 IP와 개발 리소스를 활용해 

NFT, 암호화폐 및 P2E 구조가 적용된 게임의 제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SIDO 프로젝트 또한 게임 업계에서 방대한 경력을 가진 멤버들과 함께 자체 개발 게임 및 게임 플랫폼 구성

에 있어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갖출 계획이며, 토큰 생태계와 Play-to-Earn 시스템, NFT 아이템 기능 등을 

설계할 때에는 여러 프로젝트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고 한계점들을 파악해 기존 서비스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플랫폼, 서비스 개발과 게

임 개발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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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e Infinity 페이지 인트로, 게임 UI



2.4. 주요 정책과 한계점

 현재 큰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들의 특징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 크게 보상과 확장성에 설계와 운영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블록체인 연계 게임 프로젝트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게임의 직접적인 

판매 또는 게임 내 재화 판매를 통한 매출을 단기적으로 추구하던 기존의 전략 대신 게임 자체를 하나의 플랫

폼으로 만들고,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설계

부터 개발, 운영까지 다양한 보상 정책을 포함시켜서 일단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이후 다양한 연계 사업을 

진행하는 전략을 게임 및 게임 플랫폼에도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게임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용자들, 특히 게임을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플

레이어들에게 직접적인 보상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시장 가치가 형성된 자체 암호화폐를 게

임에 도입했고, 해당 암호화폐(토큰)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용자

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플랜을 게임에 탑재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인센티브 정책의 도입을 통해,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게임 

및 플랫폼에 기여하면 일정 가치가 있는 토큰이나 NFT 아이템을 받을 수 있고, 게임 운영사는 더 많은 플레

이어를 게임으로 유입시켜 여러 사업을 구상하거나 게임 및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시너지를 형성할 수 있었

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게임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내 화폐를 사용자들 사

이에서 현금을 사용해 거래하는 행위도 없앨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공격적인 보상 정책 뿐만 아니라, 높은 확장성을 갖추기 위한 시도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성, 연결

성 등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특성을 활용해 단순히 하나의 게임을 

위한 토큰이나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플랫폼 암호화폐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구분하고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여러 블록체인 연계 게임들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한 것입니다.



 플랫폼 구성 과정에서 오픈 API 개발과 같은 기술적인 준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게임이 자사의 블록체인 게

임 플랫폼을 채택하도록 파격적인 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

젝트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플랫폼 내에 여러 게임들을 유치하고, 자체 거래소 등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출시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9

SIDO



 정리하면, 플레이를 통해 게임에 기여하는 플레이어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토큰, NFT, 아이템 등) 제

공해 게임 사용자 확보와 전체적인 플랫폼 성장을 유도하고, 더 많은 게임들이 자사의 블록체인 연계 게이밍 

플랫폼을 통해 출시되도록 해 단순한 게임 및 아이템 판매 비즈니스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시도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플레이어들은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기만 해도 상당한 가치의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다시 게임에 사용하면서 더 나은 플레이 경험을 얻는 긍정적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 게임이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Play-to-Earn’ 이라는 개념을 만들며 게임 플레이로 상당한 수입을 올

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게임 비즈니스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초기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렇듯 운영 단계에서 여러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던 ‘Axie Infinity’ 프로젝트의 경우 플랫폼 토큰 

역할을 하는 AXS 토큰 외에도 ‘SLP (Smooth Love Potion)’ 라는 게임 내 재화이자 인센티브의 역할을 하

는 토큰이 별도로 있고, 이를 대전 승리나 퀘스트 달성 등 일정 플레이를 한 사용자들에게 새로 발행해 보상으

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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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e Infinity의 SLP 토큰 발행/소각 수량 비교 차트



 SLP는 새로운 캐릭터를 번식시키는 등 게임 내 기능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그 경우 소각하도록 해 보상 발

행으로 인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도록 설계했지만 P2E 수익만을 추구하는 사용자 및 작업장들의 과

도한 플레이로 인해 소각량 대비 발행량이 압도적으로 높아 결국 인플레이션과 가격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P2E 보상이 줄어들면서 플레이어 수 감소, 이로 인한 생태계 붕괴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팀은 생태계 기여가 적은 단순한 플레이에 대한 SLP 보상량을 줄이면서 ‘무제한 발행’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아직 블록체인 연계 게임들의 비즈니스 구조 설계가 후

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Axie Infinity의 사례와 같이 토큰 이코노미 설계나 보상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도 있었지만, 블록체인

이 생소할 수 있는 신규 사용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UI로 인해 충분한 플레이어를 확보하지 못하고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나, 시장에서 블록체인, 특히 P2E와 NFT 기술들이 큰 인기를 끈다는 것을 악용해 단순한 P2E 

시스템과 이름뿐인 NFT를 수준 낮은 게임에 결합해 출시하면서 플레이어들과 투자자들에게 큰 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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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IDO 플랫폼의 설계

 앞서 파악할 수 있었던 블록체인 연계 게임 프로젝트들의 주요 정책들과 그 한계점을 통해, SIDO 프로젝트 

팀은 SIDO 플랫폼과 플랫폼 위에서 동작할 게임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확실

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블록체인 연계 게임과 그 플랫폼들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저해시키고, 토큰 이코노미를 활

용해 구성하는 Play-to-Earn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악순환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

지고 있습니다. SIDO 팀은 지속가능하고 확장성 높은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 가

치를 플랫폼 설계의 핵심 가치로 설정했습니다. 

 정리하면, 본 프로젝트는 단기간의 관심을 얻기 위해 지속이 불가능한 ‘미끼’ 보상을 지급하거나 플레이어 또

는 토큰 보유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구조적으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추구하도록 플

랫폼과 게임을 개발해 기존 프로젝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3. SIDO 플랫폼

1. 지속 불가능한 보상 시스템 (과도한 P2E 보상 등)


2. 플레이어 또는 토큰 보유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비즈니스 운영 (토큰 덤핑, 핵심 서비스 유료화 등) 


3.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가 필요한 높은 진입 장벽


4. 적은 컨텐츠 볼륨과 낮은 게임 완성도

1. 정밀한 토큰 이코노미 및 시스템 설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보상 시스템의 구축


2. 플랫폼의 모든 참여자들을 고려한 안정적인 토큰 이코노미, 서비스, 비즈니스 운영


3.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어들도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낮은 진입 장벽


4. 높은 게임 완성도와 게임플레이의 즐거움 제공, 컨텐츠 볼륨 확대를 위한 확장성 확보



3.1.1. 서비스 구조

 SIDO 플랫폼은 SIDO Exchange, SIDO Wallet, SIDO ID의 주요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랫폼과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사용처에서 활용 가능한 암호화폐인 SIDO Token이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IDO 플랫폼과 연계된 SIDO 게임들은 독자적인 게임 토큰과 게임 아이템 NFT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도 

모두 SIDO 플랫폼 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플랫폼에 포함된 각각의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이 SIDO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블록체인과 연계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과 거래, 수집 등을 통한 게임 연계 생태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며, SIDO 토큰은 

이러한 서비스들과 게임을 하나로 잇는 연결 수단이자 서비스 사용을 위한 핵심 재화의 역할을 맡습니다.

 SIDO 팀이 직접 개발하는 First-party 게임을 비롯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게임 개발사들이 제공할 

Second-party 게임, 자발적으로 SIDO 생태계에 참여하는 Third-party 게임 등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이 

SIDO 플랫폼의 서비스와 연결되어 공급될 예정이며, 게임은 SIDO 플랫폼 서비스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플

랫폼 서비스들은 새로운 게임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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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O 생태계의 주요 서비스

블록체인 네트워크

SIDO
Exchange

SIDO
API

SIDO
Wallet & ID SIDOToken

플랫폼

플레이어 게임 제공자

Game Token Game Item NFT

SIDO 게임



SIDO Wallet & SIDO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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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O Wallet 인터페이스 예시

SIDO Wallet 프로세스 예시

In-Game PointGame Play
User

SIDO Wallet

Game Token

SIDO Coin



 SIDO Wallet은 사용자들이 SIDO 플랫폼과 연계 서비스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게 될 지갑 서비스로, 

KIP-7, KIP-17 등 주요 표준 토큰과 자산들을 지원해 이들을 한번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SIDO Wallet은 애플리케이션 등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며, SIDO 플랫폼의 통합 게임 컨텐츠 

API를 통해 보유중인 게임 아이템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은 중앙화된 서버 또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개인 키를 통해서 인증하는 탈중앙화된 방

식으로 작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성을 향상시켜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게임 토큰, SIDO 토

큰, 게임 NFT 등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계정과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

유권이 완전히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더욱 분권화된 SIDO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밑바탕이 됩니다.



 SIDO Wallet의 개인 키 기반 인증 방식을 활용해, 여러 SIDO 연계 게임들과 서비스들에서 사용자 계정 인

증을 하는 데에도 이 개인 키와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 서비스인 ‘SIDO ID’는 추후 제공됩니다.



 SIDO ID는 게임 로그인부터 탈중앙화 거래소 사용까지 SIDO 플랫폼 및 SIDO 생태계의 서비스들과 연동되

는 탈중앙화 ID (DID) 서비스로, 중앙화된 게임 계정 관리 방식을 탈피한 차세대 인증 및 계정 기능을 제공해 

하나의 사용자 인증으로 여러 게임들과 SIDO 플랫폼 서비스까지 통합 계정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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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Token

SIDO 게임에서 사용되는 각 게임별 개별 토큰으로 SIDO Wallet을 통해 다른 토큰으로 교환 가능

Acquisition

게임 플레이를 통해 Game Token & In-Game Point 획득

Removal

게임 콘텐츠(강화, 대회참가 등)을 통해 Game Token 제거

In-Game Point

SIDO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SIDO Wallet : coin swap

유저는 SIDO Wallet에 등록된 다른 Coin과 교환 가능

Cryptocurrency Exchange

SIDO Wallet과 Cryptocurrency Exchange에 동일하게 상장된 Coin의 경우 SIDO Wallet과 


Exchange간 전송 가능



SIDO Exchange

 SIDO Exchange는 SIDO 플랫폼 사용자와 SIDO 게임 플레이어들이 토큰 및 NFT와 관련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서비스로, 토큰 및 NFT를 다양한 암호화폐와 거래할 수 있는 기능과 SIDO 토큰과 게임 토큰 

간 스왑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반 거래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신이 보유중인 암호

화폐를 사용해 게임에서 높은 가치를 갖는 게임 아이템 NFT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거래 기능을 

제공해 SIDO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게임 연계 재화들이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서비스는,  Play-to-earn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인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공에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SIDO 게임 중 First-party 게임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Second-party 게임들의 게임 토큰과 NFT들

의 거래를 우선 지원할 예정으로, Second-party 게임들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인센티브 플

랜이자 성공적인 게임들이 다시 SIDO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드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큰 인기를 끌어 사용자가 매우 많거나 게임 토큰 가치가 안정화되고 

향후 운영 계획이 검증된 게임들의 토큰은 SIDO 토큰과 수량과 기간을 정해서 스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임 

토큰 스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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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O Exchange의 일반 거래 인터페이스와 게임 토큰 스왑 인터페이스



 앞서 설명한 SIDO 게임과 주요 서비스들 간의 상호작용을 정리하면 위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유기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 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SIDO Wallet을 시작으로 이와 연계된 인증 시스템인 

SIDO ID를 통해 게임 계정을 인증하거나 여러 게임들을 연동할 수  있으며, 게임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 토

큰과 NFT를 SIDO Wallet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SIDO 토큰과 게임 토큰, 게임 아이템 NFT는 SIDO Exchange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와 

교환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SIDO Token을 사용해 더 나은 서비스 이용 또는 표준화된 교환을 진행할 수 있

습니다.



 이에 더해, SIDO 토큰은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SIDO API를 통해 블록체인과 연계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서비스 성장과 게임 풀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증가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7

SIDO

SIDO

SIDO 생태계 내의 서비스 간 상호작용

Game Token Game Item NFT

SIDO 게임

SIDO
Wallet

SIDO
ID

SIDO
Exchange SIDOToken

게임계정 인증, 연동

게임 토큰 / NFT

보관과 전송

거래 기능 핵심 재화



3.1.2. 기술적 구조

 정교하게 설계된 SIDO 플랫폼의 서비스부터 수많은 블록체인 연계 기반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와 연계

가 필요한 수많은 SIDO 게임들은 주요 기능들의 개발에 안정적이고 간결한 블록체인 및 SIDO 플랫폼 연결 

수단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SIDO 팀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활용해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연결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본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설정한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확장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로 파악되어 SIDO 토큰을 지불해 주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두 가지 레이어로 구성된 기술적 기반 구

조가 설계되었습니다.



 두 레이어는 각각 SIDO 게임, SIDO Exchange 등 최종 서비스들과 연결되어 핵심 기능들을 빠르게 제공하

고, 블록체인 요청을 구성하기 전에 주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SIDO 플랫폼 레이어, 블록체

인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게임 토큰, SIDO 토큰과 같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NFT, 개인 키를 활용한 사

용자 서명 등을 처리하는 블록체인 인터페이스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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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서비스

블록체인 네트워크

SIDO 게임 SIDO Exchange / Wallet / ID

Gameplay Engine Asset Engine Authentication Engine

SIDO 플랫폼 레이어

Game Token

Interface

NFT

Interface

Account

Interface

SIDO
Token Interface

블록체인 인터페이스 레이어



SIDO 플랫폼 레이어

SIDO 플랫폼 레이어는 SIDO 생태계의 최종 서비스들에 API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SIDO 게임, SIDO 

Exchange, SIDO Wallet, SIDO ID 등의 서비스들과 연결됩니다. 본 레이어 내부에는 유사한 기능들을 모아

서 세 개의 처리 엔진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Authentication Engine(인증 엔진) 은 사용자 또는 플레이어 인증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SIDO 게임들에서 플레이어에게 SIDO ID를 통한 계정 인증을 요구하고, 사용자 식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

증 API를 비롯해, 개인 키를 사용한 서명으로 추가 사용자 인증이 가능한 서명 API, 토큰 및 NFT를 전송하는 

트랜잭션을 최종 승인할 수 있는 트랜잭션 서명 API까지 해당 엔진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Gameplay Engine(게임플레이 엔진) 은 SIDO 게임 플레이와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 이력을 게임 관리자 계정을 통해 블록체인 상에 기록할 수 있는 게임플레이 기록 API, 보상 등을 

위해 기존 게임플레이 기록 조회가 필요할 경우 사용하게 되는 게임플레이 이력 조회 API, 사용자 계정의 정보

를 읽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게임 플레이어 API 등이 이 엔진을 통해 처리됩니다.



 Asset Engine(자산 엔진) 은 SIDO 토큰, 게임 토큰을 포함해 게임 아이템 NFT까지 다양한 종류의 재화를 관

리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일정한 플레이를 통해 게임에 기여한 플레이어들에게 Play-to-earn 보상을 지급하

는 보상 API뿐만 아니라, 게임 토큰을 발행하거나 조회하고 전송하는 기능, 게임 NFT를 발행하고 이를 조회하

는 등의 주요 기능들이 이 엔진을 통해 처리되며, 그 중요도를 감안해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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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O 플랫폼 레이어 구조

Gameplay Engine Asset Engine Authentication Engine

SIDO 플랫폼 레이어



블록체인 인터페이스 레이어

블록체인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SIDO 플랫폼 레이어를 통해 처리된 사용자 요청 중 최종 블록체인 기록이 필요

한 부분을 전달받아 기록하고, 주요 블록체인 정보를 SIDO 플랫폼 레이어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합

니다. 이 레이어는 총 네 종류의 Web3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블록체인 연결을 바탕으로 서

비스 주요 데이터들의 최종 처리를 맡습니다.



 SIDO Token Interface(SIDO 토큰 인터페이스) 및 Game Token Interface(게임 토큰 인터페이스)는 

Authentication Engine 또는 Asset Engine에서 최종 처리된 토큰 발행, 토큰 전송, 토큰 소각 내용을 검증

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최종 실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보유 중인 게임 토큰 수량을 

조회하거나, 게임 토큰을 사용해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의 트랜잭션을 기록하기도 하며, SIDO 토큰의 스왑과 

잔고 조회와 같은 토큰 연계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NFT Interface(NFT 인터페이스)는 Gameplay Engine 및 Asset Engine으로부터 전달받은 NFT 발행과 

사용에 관련된 요청을 처리하고,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NFT 정보를 읽어오는 기능을 제공해 게임 플레이 중 

사용자의 NFT 정보를 읽어오거나 NFT의 신규 제공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uthentication 

Engine에서 승인받은 NFT 전송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도 함께 제공합니다.



 Account Interface(계정 인터페이스)는 모든 엔진들로부터 사용자 서명의 검증을 비롯해 SIDO 플랫폼과 

SIDO 게임 사용 시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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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Token

Interface

NFT

Interfac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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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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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인터페이스 레이어

블록체인 인터페이스 레이어 구조



3.2. 캐주얼 메타버스 게임

 SIDO 플랫폼과 연계되어 서비스되는 게임들은 비교적 간단한 조작법과 낮은 진입 장벽의 캐주얼 게임들이

나, 블록체인 연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게임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게임들의 기본적인 생태계 구조는 위의 다이어그램과 같은 순환 구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조 내

에서 플레이어들은 보유중인 SIDO 토큰을 사용해 게임 내의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조건 달성, 순위 달성, 이벤트 당첨 등 적극적인 게임플레이에 대한 보상으로 게임 내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이 게임 내 포인트(In-Game Point)는 게임 아이템과 연계된 활동(강화, 조합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 하에서 게임 토큰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게임 내 포인트가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고, 비교적 완화적인 

규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게임 토큰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암호화폐로 게임 운영 주체들의 엄

격한 이코노미 설계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 토큰(Game Token) 은 SIDO Wallet에 보관이 가능한 것은 물론, 사용자 간 전송을 통해 NFT 아이템 

교환, 게임 내 포인트 교환, 탈중앙화 거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운영 주체가 게임의 활성화에 기여한 

플레이어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게임 내 아이템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이 SIDO 플랫폼 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게임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SIDO 팀이 준비중인 퍼스트 파티 게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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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MFL (Major Fishing League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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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L은 SIDO플랫폼과 연계되어 우선 서비스되는 낮은 진입 장벽의 캐주얼 낚시게임서비스입니다. 


MFL 게임서비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MFL 게임 서비스 개요

SIDO wallet

More Rare Fish, More Token, More Unique Rod

Cash

User  Buy Rod Tuning 

& Upgrade

In-Game PointFishing Fish tank

Misson

Tournament

Sale

MFL Coin

SIDO Coin

SIDO Coin
Governance token

Rare Rod Exchanges

Staking, Vot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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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L 게임서비스의 유저들은 P2E를 위한 기초장비 Rod를 구입 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게임플레이가 가능합

니다. 플레이어는 주어진 퀘스트들을 수행하며 희귀어종의 수집 및 NFT 장비강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함으로 얻어지는 게임토큰으로 새로운 NFT장비 구입 또는 하나뿐인 장비로 합성을 

시작하여 더욱 아이템의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NFT 장비 합성시 랜덤으로 추가되는 성능은 희귀어종을 포획할 확률이 급속도로 올라가며, 이는 실제 수익

으로도 직접 연관되어 집니다. 유저는 포획한 물고기를 자신만의 수족관에 보관하여 관상할 수 있으며, 최대 

2배까지 성장 시켜 물고기의 판매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는 수 종의 장비 파츠의 합성기능

으로 새로운 NFT 아이템을 생성하는 등의 컨텐츠를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매/합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며 사용되는 토큰은 소각되며 토큰생태계 안정을 위하여 토큰 

총 공급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보상을 주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Rod  NFT 

아이템 합성 시, 두가지  NFT아이템의 합성으로 하나의 향상된 NFT 탄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NFT를 구매하였던 토큰의 소각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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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컨텐츠 다양화를 위해 희귀어종을 낚을 수 있는 어장 등의 유료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플레이어들

에게는 희귀어종 획득에 따른 보상과 더불어 어장 이용에 관한 게임토큰의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여 토큰순환

의 균형을 맞출 예정입니다. 추가로 꾸준한 토너먼트대회 이벤트개최로 참여하는 인원의 Private한 보상과 

참여하기위한 토큰 소비활동의 비율을 맞추어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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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토큰사용처 및 게임 내 비즈니스모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시작시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기 사용자를 유입하기 위하여 SIDO Wallet 사전생성 이벤트


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는 SIDO wallet 기본 계정 생성 후 Hot-wallet에 대하여 계정 연동을 진행합

니다. 


위와 같은 월렛 생성 이벤트(NFT 에어드랍)을 통하여 초기의 게임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예정


입니다.



유저들은 Metamask 등의 Hot-wallet 을 통해 확보한 KIP-7을 SIDO wallet으로 트랜잭션합니다. 


SIDO wallet에 확보된 KIP-7을 사용하여 추후 예정된 다양한 이벤트들과 구매특전에 참여가능합니다.

SIDO Wallet 사전생성 이벤트

MFL Homepage

Advance reservation 

Service (MFL)

?

3,000 NFT’s
Random Rod

SIDO walletUser  Creat Account

Hot wallet
Ex ) Meta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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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NFT New Stat Imposition

합성 시스템은 보유한 NFT-장비 2개를 합쳐 상위 등급의 새로운 NFT-장비를 만들 수 있어 다양한 활용과 

수집의 재미를 더할 전망입니다. 랜덤능력치와 추가 옵션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장비를 제작하여 가치

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스페셜 장비가 숨겨져 있어, 유저에게는 보다 

특별한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합성시스템의 경우, 유저들의 적극적인 합성활동을 위하여 NFT-장비의 소각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

며, 이로써 발생되는 무분별한 합성을 방지하기위해 NFT-장비에 합성횟수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자신만의 컬렉션 북을 만들기 위한 NFT-장비 만을 소비할수 있도록 하여 사행성 활동 보다는 수집 활동을 장

려하는 건전한 게임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합성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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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는 구매 또는 합성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장비를 SIDO NFT marketplace를 통해 다른 유저와 자유롭

게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SIDO NFT Marketplace



3.2.2. MGL (Major Golf League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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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L은 SIDO플랫폼과 연계되어 추후에 서비스되는 낮은 진입 장벽의 캐주얼 골프게임서비스입니다. 


MGL 게임서비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MGL 게임서비스의 유저들은 P2E를 위한 기초장비 골프클럽을 구입 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게임플레이가 가

능합니다. 플레이어는 주어진 퀘스트들을 수행하며 1:1매치플레이, 다수유저 스트로크플레이 등 다양한 이벤

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함으로 얻어지는 게임토큰으로 새로운 NFT장비 구입 또는 하나뿐인 장비로 

합성을 시작하여 더욱 아이템의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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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장비 합성시 랜덤으로 추가되는 성능은 대회에서 승리할 확률이 급속도로 올라가며, 이는 실제 수익으

로도 직접 연관되어 집니다. 전세계 유명 골프코스를 구현한 수준높은 퀄리티의 게임환경을 제공하며, 기상

상황의 변수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골프볼, 캐디아이템 등 최소 7가지의 이상의 NFT 장

비 파츠의 합성기능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끊임없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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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컨텐츠 다양화를 위해 드라이버 장타대회 등의 유료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플레이어들에게는 한정

판 장비NFT의 보상과 더불어 대회이용에 관한 게임토큰의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여 토큰순환의 균형을 맞출 

예정입니다. 추가로 꾸준한 토너먼트대회 이벤트개최로 참여하는 인원의 Private한 보상과 참여하기 위한 

토큰소비활동의 비율을 맞추어 진행할 것입니다.



각 토큰사용처 및 게임 내 비즈니스모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 중 업데이트 예정)


구매/합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며 사용되는 토큰은 소각되며 토큰생태계 안정을 위하여 토큰 

총 공급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보상을 주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골프클럽 

NFT 합성 시, 두가지 NFT 합성으로 하나의 향상된 NFT 탄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NFT를 구매하

였던 토큰의 소각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3.2.3. MHL (Major Hunting League NFT)

31

SIDO

MHL은 SIDO플랫폼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헌팅액션 NFT 게임 서비스입니다. 


MHL 게임서비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MHL 게임서비스의 유저들은 P2E헌팅월드 입장을 위한 사냥용 총기NFT를 구입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사냥용 총, 스포츠용 총 뿐만 아니라 저격소총 및 다양한 화기를 구매 및 보유할 수 있

으며 이를 활용해 헌팅 월드내에서 수렵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저는 미션 타겟을 사냥하기 위해 월드를 탐험해야 하며, 선제 공격하는 맹수들의 위협을 피해 타겟을 정확

히 사냥해야 게임 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냥, 대회 등을 플레이함으로 얻어지는 게임 토큰은 새로운 NFT자비 구입 또는 하나뿐인 장비로 합성

을 시작하여 더욱 아이템의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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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장비 업그레이드시 수렵활동에 도움을 주는 성능이 개선되어 더 강하고 날렵한 타겟을 사냥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실제 수익으로도 직접 연관되어 집니다. 일반인들이 평소 접근하기 힘든 험난한 지대와 밀림을 사

실적인 그래픽을 통해 경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연 환경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재미를 제공합니다.



NFT 장비 업그레이드시 수렵활동에 도움을 주는 성능이 개선되어 더 강하고 날렵한 타겟을 사냥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실제 수익으로도 직접 연관되어 집니다. 일반인들이 평소 접근하기 힘든 험난한 지대와 밀림을 사

실적인 그래픽을 통해 경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연 환경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재미를 제공합니다.
 

총열, 탄창, 트리거, 개머리판, 스코프 등 다양한 파츠 조합으로 구성된 유니크한 총기를 NFT로 제공하며  

초크, 탄띠, 덮개, 망원경, 방수액, 서치라이트 등 부가적인 헌팅기어를 통해 사냥&타겟서치 성능 향상, 환경 

변화 대응 옵션 및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끊임없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텐츠에 사용되는 게임토큰은 소각되며 토큰생태계 안정을 위하여 토큰 총 공급량을 줄이는 방향으

로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보상을 주고자 합니다.



각 토큰사용처 및 게임 내 비즈니스모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 중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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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차별점과 경쟁력

 SIDO 플랫폼과 게임은 여러 구조적 문제를 겪었던 기존 서비스들과는 차별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큰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때 SIDO 플랫폼의 API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SIDO 토큰으로 지불하게 해 생태계 성장과 SIDO 토큰 수요 확대를 직접적으로 연결한 구조가 

대표적인 차별 요소로, 여러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프로젝트들이 과도한 보상에 비해 저조한 토큰 수요로 인해 

운영 상의 큰 문제를 겪었던 것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게임 기여도 보상을 미끼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에게 단순 노동에 가까운 게임플레이를 강요해 매크

로나 작업장 등 게임플레이와 보상의 중요도가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자주 있었는데, 낚시, 골프와 같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취미 분야를 적극적으로 공략한 하이퍼 캐주얼 메타버스 게임을 SIDO 

게임의 퍼스트 파티 풀로 구성하고 뛰어난 퀄리티의 NFT 장비 등을 제공하면서 아이템 거래, 장시간 플레이 

등 대다수 플레이어들의 적극적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게임플레이 중심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타 프로

젝트들과 차별화되는 게임성, 재미 요소를 갖췄습니다.



 SIDO 생태계 내에서 SIDO 토큰과 게임 토큰, 인 게임 포인트가 구분되어 있고, 게임 운영 주체가 게임 토큰

과 인 게임 포인트의 이코노미를 독립적으로 설계, 운영 가능한 재화 구조도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앞서 언

급했던 Axie Infinity의 사례와 같이 게임 내부 재화와 보상을 위한 토큰, 게임 외의 서비스들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까지 통일되어 있거나 모두 동일한 이코노미를 가지는 구조를 도입한 프로젝트들이 운영 중 사소한 

실책으로 전체 생태계에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는데, SIDO의 구조는 단계별 특성에 맞는 이코노미 운

영이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 개별 재화 수준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을 통한 헤택은 공유하고 리스

크의 확산은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영 또한 SIDO 플랫폼 내의 거버넌스나 의견 청취, 투표 등을 통해 더욱 탈중앙화되고 참여자 친화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W**** 토큰 논란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 의사결정자가 생태계 참여자를 고려하

지 않은 결정을 내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SIDO 플랫폼 API 사용을 위해 게

임 운영 주체가 지불하는 SIDO 토큰을 다시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도록 해 개별 게임의 성장

이 플랫폼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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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토큰의 활용

4. SIDO Token

 SIDO 플랫폼과 그 주요 서비스들, 그리고 SIDO 게임들에 대해 서술하는 과정에서 SIDO Token의 기능 별 

활용 가능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SIDO Token의 전체적인 사용처를 정리한 위의 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보면 토큰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각각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을 SIDO Token으로 연결해

서 하나의 통합된 생태계를 구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용도를 가진 게임 토큰만이 존재하고, 이를 Play-to-Earn 보상으로 끊임없이 발행해 결국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기존의 일차원적인 구조와는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SIDO 플랫폼에서 투

표, 프로필 커스터마이징 등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토큰을 활용할 수 있고, 게임 아이템 구매부터 거래

까지 폭넓은 사용처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비즈니스 프로그램 지원까지 플랫폼 및 토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에 활용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토큰 생태계 운영이 가능합니다.



각 사용처 별 자세한 사용 방법과 사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SIDOToken

SIDO 토큰의 활용 다이어그램

Game Token Swap program SIDO Platform

SIDO 

Games

SIDO Games

SIDO 

Exchange

Crypto 

Exchanges

Otehr 

Cryptocurrency

Game Item NFT

다양한 생태계 내 거래 가능

한정 스왑 

프로그램 참여

투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사용료 등

시장거래 토큰 비즈니스 활용

게임 아이템 구매, 유료 

서비스 사용, 커스터마이징 등



35

SIDO

SIDO Platform

- 플랫폼 내 유망 게임 및 정책 투표 기능 (SIDO 보상 제공)


- 사용자 프로파일 커스터마이징 기능


- 향후 출시되는 유료 구독형 서비스 참여


- SIDO Wallet에 토큰 보관과 전송 

- SIDO 게임의 API 사용료 지불 수단으로 사용

SIDO Exchange

- 타 암호화폐와의 거래


- SIDO 게임 아이템 NFT와 직접 거래


- 스왑 프로그램을 통한 제한적인 게임 토큰 교환

SIDO 게임

-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또는 NFT 민팅 참여


- 게임 내 유료 서비스 사용 (커스터마이징, VIP 서비스 등)


- 블록체인 연계 동작의 수수료 지불

 본 프로젝트는 위와 같은 여러 활용 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SIDO 토큰의 지속적인 수요가 유지되도록 설

계했으며, 게임 내에서 독자적인 토큰 이코노미 하에서 구축되고 발행, 유통될 수 있는 게임 토큰과 전체 서비

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더 큰 가치를 갖는 플랫폼 토큰을 분리한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게임의 문제가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두 토큰이 독립적인 

토큰 이코노미와 정책을 갖도록 해 게임 설계에 자율성을 추가했으며, 게임의 성공이 연계 서비스들을 통해 

SIDO 게임과 서비스들, 그리고 SIDO 토큰의 수요를 증가시켜 전체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게임 토큰은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하거나 비교적 가치가 높은 SIDO와 제한된 풀 내에서 교환이 가능하

도록 해 일정 수준의 Play-to-earn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기존 프로젝트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었습니다. 추가적으로 SIDO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한 토큰의 비즈니스 전략적인 활용은 아래의 별도 항목

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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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큰 비즈니스

 SIDO 토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수요를 만들어 내는 서비스들을 앞서 소개했는데, SIDO 팀은 자체 

토큰 발행의 어드밴티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토큰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했는데, 위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팀을 

위해 할당된 SIDO Token과 SIDO 생태계 풀에 할당된 SIDO Token을 활용해, 플랫폼과 SIDO 게임들의 경

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SIDO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은 잠재적으로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인디 게임 개발사 또는 아직 SIDO 

팀과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지 않은 생태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SIDO 생태

계 풀의 약 35%를 할당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에 할당된 토큰을 활용해 SIDO 플랫폼과 연계된 Third-party 

‘SIDO 게임’ 을 출시했거나 개발 중인 팀들을 대상으로 게임 완성도와 활성 사용자 수 등을 평가해 성장 잠재

력이 높은 이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SIDO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은 게임 완성도가 뛰어나거나, 많은 수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온-체인 실적을 기록했거나, 플랫폼 내 투표 상위권을 달성한 프로젝트들에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

고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SIDO 생태계 풀의 약 65%를 할당

할 예정으로, 이 토큰을 활용해 추가 PR 지원부터 SIDO Exchange 지원까지, 게임과 게임 토큰 모두의 

Accelerating을 진행하게 됩니다.


팀 할당 SIDO

SIDO 토큰의 비즈니스 다이어그램

First-party Games

Second-party Games SIDO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

SIDO 전체 게임 풀

SIDO Studios

전략적 제휴

SIDO 생태계 풀

Third-party

Games

SIDO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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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Third-party 게임들에게는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인 지원을 광범위하게 제공하면서 게임 생태계 확

장과 다양성 확보를 추구하고, 정량적인 지표로 시장에서 검증받은 소수의 프로젝트들에게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Second-party 승격과 함께 집중적인 프로젝트 어드바이징과 협력, 그리고 지원이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SIDO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된 게임들은 검증 과정을 거쳐 게임 토큰이 SIDO Wallet에 추가되며, 

게임 사용자 인증에 SIDO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제공됩니다. 또한 SIDO 플랫폼 주요 서비스들과 원

활한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기술 지원이 진행되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Third-party 게임 PR에서 홍

보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Third-party 단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게임들에게는 특별한 전략적 제휴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과정에서 SIDO 팀과 주요 서비스들의 수수료 요율, 게임 토큰 옵션 등을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으며, 모든 조

건이 정리되면 SIDO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SIDO 팀은 할당된 토큰을 활용해 해당 게임의 게

임 토큰을 SIDO Exchange에 상장시킬 뿐만 아니라, 밀접한 기술적, 사업적 협력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PR 

혜택을 제공합니다. 유동성과 거래량 등이 충분할 경우 게임 토큰과 SIDO Token 간 스왑 인터페이스를 한

정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Second-party Games Third-party Games

SIDO Exchange

거래량, 사용자 증가

SIDO Token

수요와 활용처 증가

뛰어난 게임 풀 확보,

생태계 확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과 효과

게임 토큰

SIDO Exchange에 상장

게임 토큰 - SIDO Token

스왑 기능 제공

기술적, 사업적 협력

적극적인 PR 혜택 제공

SIDO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

게임 토큰

SIDO Wallet에 추가

기본적인 기술 지원

SIDO ID 지원

PR 기회 제공

SIDO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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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젝트는 적극적이지만 확실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토큰 활용 비즈니스 정책을 수립해, 무

조건적인 지원이나 소극적인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당

수의 프로젝트 대비 사업적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또한 타사 개발 게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 게임을 중심으로 First-party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SIDO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레퍼런스 구조를 보여줌과 동시에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갖춘 게임들

로 초기 SIDO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SIDO 게임들을 지원할 때, 팀 및 플랫폼 단위의 지원을 통한 예상 성장 수준을 산출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확히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들이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이며, 단순히 타 게

임 개발사나 토큰 보유자들만 이득을 보는 불균형한 구조가 아닌, SIDO 게임의 큰 성공에서 창출되는 이익들

이 SIDO 플랫폼과 사용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토큰 비즈니스 진행을 통해 끊임없는 신규 게임 유치가 가능한 확장성에 더해, 사업과 지원 프

로그램 모두 오랜 시간동안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 모두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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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본 정보

5. 토큰 이코노미

토큰 기본 정보

토큰 심볼 (티커)

SIDO토큰 이름

토큰 표준, 기반 네트워크 KIP-7, Cypress Mainnet (Klaytn)

최초 유통량 400,000,000 SIDO

최대 발행량 5,000,000,000 SIDO

토큰 컨트랙트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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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큰 할당 및 분배

구분 수량 비율 락업스케줄 내용

1,000,000,000 20% 게임 사전예약 이벤트 및 생태계 구축언락Sale

1,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250,000,000

250,000,000

5,000,000,000

30%

10%

10%

10%

10%

5%

5%

100%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배정60개월 균등분할

플랫폼 홍보 및 다양한 이벤트를 위해 배정

다양한 파트너쉽을 통한 생태계 확장을 위해 배정

플랫폼 운영 및 개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재단 보유

플랫폼 개발 및 성과에 대한 기여자에게 제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기여자에게 제공

60개월 균등분할

언락

60개월 균등분할

언락

1년 락업, 36개월 균등분할

1년 락업, 36개월 균등분할

에코시스템

마케팅

파트너쉽

재단&운영

리저브

팀

어드바이저

합계

250,000,000

0

1,500,000,000

1,000,000,000

500,000,000

Sale

20%

에코시스템

30%

마케팅

10%

파트너쉽

10%

재단&운영

10%

리저브

10%

팀

5%

어드바이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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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드맵

2022 블록체인 인터페이스 레이어 개발

SIDO 플랫폼 레이어 개발

SIDO 플랫폼 API 개발 및 연동 테스트

Landing Homepage 런칭

1Q

2023 Major Golf League Global Launching1H

Major Hunting League Global Launching2H

SIDO 토큰 발행

SIDO Wallet & SIDO ID 런칭

SIDO Exchange 런칭

SIDO 마케팅

SIDO 오픈 빌드 프리징

SIDO 게임 MFL 글로벌 런칭

2Q

SIDO 게임 MGL 글로벌 출시예정

SIDO Marketplace 런칭

Third-Party 게임 SIDO플랫폼내 출시협의

SIDO NFT 민팅서비스 런칭

3Q

SIDO 게임 MGL 글로벌 출시예정

Third-Party 게임 SIDO플랫폼내 출시협의

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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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L 게임 개발 일정

2021

2022

초기 팀 세팅

기획 고도화

4Q Team set Game Design

아키텍쳐 & 프레임웍

게임 플레이 기본 사이클

기본 재화 시스템

가챠 및 스토어

낚시 시스템

낚시대 및 장비

일반 어종 및 보상

희귀 어종 및 기능 구축

수족관 기능

1Q

로그인/기타 API & NFT SDK

QA

글로벌 런칭

밸런스, 사운드, UX 폴리싱

SIDO Wallet 사전생성 이벤트 시작

2Q

챔피언십 (대회) 모드


피싱 포인트 라이선스 (신규 어장 오픈)
3Q

인게임 경매장 (Only game DB)


장비 연구 시스템 (강화, 합성 시스템)


VIP 시스템


1:1 대전 시스템

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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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팀 멤버

Sion Sogang Univ. / Multimedia

Tigerclaw Inc. / CTO

게임 개발 경력 15년 이상

- T3 Entertainment / Head of Dev.


- WONCOMZ / Leader of Dev.


구분 성명 이력사항

Team Head Bentley Kyunghee Univ.

Tigerclaw Inc. / Vice-President

15년 이상 기업투자업무 경력

- DB Financial Investment Co., Ltd. / Investment   


   Banking Division


- DLAB Ventures Co., Ltd. / Venture Capital Division


- Kailas Private Equity Inc. / PEF Division


Team Member Kyle UC Berkeley MBA

NFTee Inc. / CEO & Founder

Over 21+ years of Silicon Valley IT experience 


Proven track record of delivering top quality IT products

CISCO, Adobe, Vm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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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이력사항

Team Member Knox Sogang Univ. / Multimedia

Tigerclaw Inc. / Project Manager

게임개발경력 10년 이상

- NC Soft / Game Contents Development


- T3 Entertainment / Game Contents Development


Advisor Robertino 

Benis

University of Zagreb


MS, Applied Mathematics & Computer Science

NFTee Inc. / CTO & Co-Founder

- Top ranked in ‘98 Microsoft coding competition 


in Hungary – hired by Microsoft after the competition

- Intel Excellence Award: Opensource SW/HW promotion

Microsoft, Adobe, Intel, Vmware

Jack Kolb UC Berkeley / PhD / Computer Science

Lecturer / Univ. of Minnesota / 


Computer Science

- Blockchain Smart Contract expert

- Research and Developed Next Generation 


Smart Contract language, Quartz

UC Berk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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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이력사항

Advisor Yonsei Univ. / Accounting

Shinhyun Accounting Corp. / CEO / chief accountant

CPA,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Yoshihisa 

Kuroda

IPO Capital Partners Ltd. / CEO

- Softbank Corp. / Partner

- He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securities 


and financial markets for over 30 years

- He is an IPO specialist who also deals with raising 


funds from overseas markets and other sources while 


also conducting capital increase arrangements 


and advising M&A’s

- IPO Securities Co., Ltd. / Founder

Jongwoo, Han



 비전 페이퍼(Vision Paper)는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비전 페이퍼에 포함된 내용은 하나의 지

표에 불과합니다.



 이 비전 페이퍼는 증권 발행을 위한 계획서가 아니며, 또한 투자를 유도하거나 증권발행 또는 매수를 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투자 조언, 권유, 방향 제시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참여자는 토큰(코인)이 

증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비전 페이퍼가 증권 발행을 위한 것이 아님은 물론 SIDO 프로젝트에서 출

시할 토큰(코인)에 어떤 종류의 이익배당이나 의결권도 부여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SIDO 프로젝트는 비전 페이퍼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나, 이 비전 페이퍼의 적

법성, 제3자의 권리 비침해, 상업적으로 유용한 가치보유, 비전 페이퍼 내용의 무결성 등을 보장하지는 않으

며 비전 페이퍼의 내용에 대해 SIDO 프로젝트와 그 계열사 그리고 참가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SIDO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이 비전 페이퍼를 읽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 비전 페이퍼를 이용함으로써 생

기는 모든 형태의 손해·손실·채무 등 기타 재무적 피해에 대해 일체의 배상·보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 비전 페이퍼와 관련된 토큰(코인) 거래에 따른 미래의 수익 혹은 손실을 보장하거나 담보하지 않습니다.


참여자는 비전 페이퍼에 따른 활동을 참여하기 전에 법률, 금융, 세무 등 기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조언을 구

한 후 자신의 책임하에 참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IDO 프로젝트는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 페이퍼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SIDO 프로젝트에서 제공할 제품 

및 서비스의 미래 개발 사항을 담보하지 않고, 비전 페이퍼에 제시된 로드맵은 SIDO 프로젝트에서 제공할 제

품 및 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이러한 개발은 SIDO 프로젝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SIDO 프로젝트에서의  토큰(코인)  거래  참여자들은  국가의  법·정책  등이  디지털  토큰(코인) 거래를 금

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자연인·법인(이하 “참여 제한자”)에게 SIDO 프로젝트 토큰(코인)을 제

공·유통, 재판매, 양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여 제한 자들은 비전 페이퍼와 관련된 토큰(코인)의 거래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참여 제한자의 개입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 제한자 또는 참여 제한자에게 제공·유통·재판매· 양도한 자

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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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O 프로젝트에서의  토큰(코인)  거래  참여자들은  국가의  법·정책  등이  디지털  토큰(코인) 거래를 금

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자연인·법인(이하 “참여 제한자”)에게 SIDO 프로젝트 토큰(코인)을 제

공·유통, 재판매, 양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여 제한 자들은 비전 페이퍼와 관련된 토큰(코인)의 거래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참여 제한자의 개입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 제한자 또는 참여 제한자에게 제공·유통·재판매· 양도한 자

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DO 프로젝트는, 이 비전 페이퍼와 관련된 토큰(코인) 거래에 참여하려는 자가 제공한 신원 정보 등이 불충

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그 밖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참여 제한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토

큰(코인) 구매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거래 등 범죄 수익자금으로 토큰(코인) 거래에 참여하거

나 자금세탁, 테러 자금 모집을 위하여 토큰(코인) 거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여 제한자가 토큰(코인)을 구매한 경우 또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자금과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언

제든지 거래가 금지되고 제한될 수 있으며 그러한 토큰(코인) 구매는 취소 또는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참여

자의 지역에서 토큰(코인)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 지역의 다른 구매자에게 토큰(코인)

을 재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참여자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비전 페이퍼는 그러한 판

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참여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SIDO 프로젝트는 아무런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이 비전 페이퍼 및 관련 문서는 한국어 문서로 번역될 수 있으며,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 사이에 불일치할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선 합니다. SIDO 프로젝트의 면책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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