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시장이 박스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달 들어 

3900만~4100만원대를 오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글로벌 투자회사 구겐하임 투자를 이끄는 스콧 미너드 회장은 최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70~80% 수준까지 하락해 1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런던 하드포크라는 대형 호재를 앞둔 이더리움도 반짝 

급등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비트코인과 함께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세계 각국의 규제 움직임 때문이기도 한데요. 앞서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또 다시 

미뤘습니다.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송금인 뿐 아니라 수신인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하는 일종의 트래블룰 규제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렇듯 전세계가 규제의 틀을 다지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관망세가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횡보세 속 질주하는 NFT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침체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운영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불가토큰(NFT)입니다. 올 초 인기몰이를 했던 NFT 시장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NFT는 블록체인 업계에선 이미 오랫동안 인기를 끌며 잠재력을 입증 받은 분야입니다. 

NFT의 시작은 2017년 등장한 크립토키티라는 블록체인 게임인데요. 게임 유저들이 고양이를 

수집, 교배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로 사고팔 수 있었죠. 가장 큰 특징은 고양이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NFT의 희소성, 즉 대체 불가능의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NFT가 게임뿐 아니라 각종 예술품과 음원 등 소장품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쓴 첫 트윗의 NFT가 우리돈 약 33억 원에 

팔렸으며 월드와이드웹(WWW)의 원본 소스 코드가 담긴 NFT는 경매에서 무려 61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NFT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중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일시적 유행이 그칠 거란 관측도 

많았습니다.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는 디지털 상품을 거액을 주고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NFT는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NFT 시장 규모는 약 2조82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NFT 성장 이끄는 메타버스 

NFT 시장은 최근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열풍을 맞아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처럼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인데요.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현실세계에선 평범한 사람이지만, 메타버스 속에서는 

영웅으로 변모합니다.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가상세계에서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경제활동 또한 가상화폐나 

아이템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NFT의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용자의 캐릭터 자체가 NFT가 될 수도, 메타버스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또는 부동산이 NFT가 될 수도 있습니다. NFT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그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데, 이러한 NFT의 특성이 잘 발현되는 

곳이 바로 메타버스인 것이죠. 

 



대표적 예가 최근 전세계 게임 유저들로부터 돌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NFT 기반 게임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포켓몬과 크립토키티를 결합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저는 게임 속 여섯 종류의 캐릭터 엑시(Axies)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엑시는 

다른 엑시와 교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교배하느냐에 따라 캐릭터의 능력치가 달라지죠. 이뿐 

아니라 자신이 기르는 엑시를 NFT 마켓에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캐릭터 외에 가상의 땅(랜드) 역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엑시의 

고향인 루나시아는 9만여 개의 토큰화된 랜드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저는 랜드를 산 뒤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사용해 랜드를 일굴 수 있습니다. 랜드에 엑시를 풀어 두고 자원을 캐 오도록 

지시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랜드에서 토큰을 발견할 수도 있죠. 최근 토지 중 일부가 270 

ETH(약 60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가 단순한 가상현실 게임이 아닌 

메타버스로 진화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엑시 인피니티 개발사 역시 루나시아를 가상세계 

생태계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사람들이 NFT에 열광하는 건 NFT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암호화폐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가상세계에서 NFT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를 투영합니다. NFT 열풍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