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샌드박스의 VOXEDIT 과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나만의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3D 아티스트들은 필독하세요!
더 샌드박스는 커뮤니티 중심의 게임으로 유저들이 만든 작품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적 플랫폼에서 수익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샌드박스 게임은 유저가 생성하는
컨텐츠가 많아야 성장할 수 있는 게임인 만큼 유저들과 창작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3D 창작자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다가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더 샌드박스 게임의 목적은 기존 버전과는 다르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유저들에게 많은 3D 아이템들과 게임 경험을 제공하여 게임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샌드박스 게임은 2019 년에 가장 기대받는 PC 온라인 게임 중 하나로서,
즐거움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 능력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더 샌드박스 게임 티저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i1mis3DGZE&feature=youtu.be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 는 여 러 분 의 3D 실 력 으 로 최 고 의 수 익 을 만 들 어 보 세 요 !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제부터 저희 게임이 제공하는 놀라운 기회를 소개하겠습니다.
1. 시 작 하 기 !
먼저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저희 커뮤니티로 초대를 받게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본인이 게이머인지 크리에이터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매우 쉽습니다.
그렇게 등록하면 저희 게임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소식을 접하시려면 더 샌드박스 공식 카페에 가입하세요.
https://cafe.naver.com/thesandbox
그 이후, 암호화폐 지갑인 Metamask 를 설치하세요. Metamask 는 유저가 이더리움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들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브라우저 플러그인입니다. 게임 내
마켓플레이스에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Metamask 가 설치 되어 있어야합니다.
이젠 복스에딧(VoxEdit)을 설치해야하는 차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3D 케릭터 및
아이템을 만들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www.voxedit.io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고 이해하기 매우 쉬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금방
프로그램에 적응할 것입니다.

2. VoxEdit : 이 제 만 들 기 시 작 해 볼 까 요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VoxEdit 은 3D 자산을 만들고 리깅 후 애니메이션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VoxEdit 에서 만든 케릭터를 다른 3D 프로그램에서도 불러올 수 있고, 저희
마켓플레이스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만드신 3D 작품이 NFT 즉
대체불가능한 토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복셀 작품이 다 만들어지면 NFT 로서 블록체인에 보관이됩니다. NFT 가 됨으로서 그 희소성을
증명할 수 있고 디지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T 는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는 혁명적인 기능입니다.
만든 작품을 최종 편집할 때에 그 희소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든 작품이 최대 몇개까지
존재할 수 있는지 설정함을 통해서 그 작품의 공급을 설정하여 마켓에서의 가치를 어느정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VoxEdit 을 경험해본 전문 복셀 아티스트들의 평입니다:

윌리엄 산타크루즈 :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시스템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알렉 플로레스 : 이 프로그램은 리깅 및 타임라인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유일한 복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복셀을 전문으로 하는 아티스트들에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크 소아레스 : 방향성과 헌신된 팀이 있기에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에니메이션 시스팀에 포함된 프로그램이라서 다른 복셀 프로그램과 차별됩니다.
니콜라스 모로네 : 복셀 아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쉬운 도구중에 하나입니다.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매력적입니다.

3. 보 조 금 및 크 리 에 이 터 펀 드 (CREATOR FUND)
저희는 전세계의 복셀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2 백만불의 크리에이터
펀드를 시작하였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여 그들이 작품을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저희 펀드는 선착순 1000 명의 3D 아티스트들에게 제공될 것이며 작품당
$10 에서 최대 $1000 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렇게함을 통해서 저희 게임 유저들에게
10,000 개의 훌륭한 3D 작품들을 제공하고자합니다.
선착순 1000 명 중 한 명의 아티스트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fund.sandbox.game 에서 등록하여
저희 커뮤니티 팀의 평가관들이 작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작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1000 명 중 한명이 되면, 작품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게임 출시시 만든 작품을 유저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한 개의 작품으로 두 번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작품으로 두 번의 보상을 받는지 한 번 더 설명해달라고요?
1. 작품을 만들면 저희 팀에서 보상을 먼저 합니다.
2. 소유권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남게 됩니다.
3.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작품을 판매시 수입의 100%를 창작자 본인이 받습니다.
한가지 더! 창작자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 갯 수 설정을 1,000 대로 두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모두 판매될 시 하나의 작품으로 1000 배를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더 샌 드 박 스 마 켓 플 레 이 스 (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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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만든 작품을 NFT 화 할 수 있도록하여
작품을 토큰화합니다. 둘째로, 아티스트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거래하게될 탈중아적 플랫폼인
블록체인을 소개합니다.

게임내 모든 토큰화된 자산들은 상호운용이 가능합니다. 즉,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플랫폼 및
게임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져서 만든 케릭터나 아이템 활용이 더 샌드박스 게임에
제한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복셀 작품을 원하는 플랫폼에서 토큰화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에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만든 3D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잇습니다. 더 샌드박스와 함께 새로운
세개를 만들어봅시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커뮤니티에 초대합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저희 담당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gB6lCmtb
네이버카페 : https://café.naver.com/thesandbox
미디엄 : https://medium.com/sandbox-game
홈페이지 : www.sandbox.g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