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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Metaverse MZ세대

암호화폐 NFT

문화·예술가

핵심키워드



[2021.10.29.]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은 2021년 10월 28일 회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 !!"#$



NFT가 없으면,  
메타버스 아니다.

메타버스 1.0, 2.0, 3.0 
메타버스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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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개념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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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Worlds 

https://youtu.be/PwVV-zczHYI $!"#$



Announcing Horizon Home | Oculus Quest Platform 

https://youtu.be/vstZcYVzLg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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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럴랜드 '("#$



[2021. 1. 17.] Virtual Reality Gepetto - An Insight to What Unfolds Inside 

https://youtu.be/OHpV4y6PKQw )!"#$



로블록스 

https://youtu.be/F95zb4O4EW8 *+!"#$



디센트럴랜드 

https://youtu.be/c2yCV5BLWDo **!"#$

https://youtu.be/c2yCV5BLWDo


위: 디센트럴랜드 안에 세워진 유명 NFT 마켓플레이스 노운오리진과 메이커스플레이스의 가상 갤러리들 
아래: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The Artist is Online’이라는 그룹전을 연 쾨니히 갤러리(König Gal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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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VyGfjUkGrk

쾨니히 갤러리(König Gal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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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VyGfjUkGrk


샌드박스 
https://youtu.be/Zg5vcdEeLOA *#!"#$

https://youtu.be/Zg5vcdEeLOA


[2021.9.29.] 부업으로 오징어게임하면서 월1500만원 메타버스 제페토 옷 만들기 

https://youtu.be/cru-UHr7Xv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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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13] 메타버스가 만든 직업. 아바타 드라마 작가와 PD, 아이템 디자이너, 월드 빌더 

https://youtu.be/z3-knGK18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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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많은 문화·예술가를  
노동자로 흡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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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
토> 이용

자 2억 명 중 80%가 10대이
고,  

<로블
록스>의 사용

자 67%가 1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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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기준 가장 큰 비중의 암호화폐 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0대로 30%가 넘으며,  

20대와 30대를 합하면 59%를 차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는 2021년 10월 현재 

20~30대(MZ세대)가 전체 회원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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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면에는  
MZ세대*와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의  
이란성쌍둥이인 NFT가  

느슨하지만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MZ세대는 1981~1995년생인 밀레니얼 세대와 1996년 이후 태어난 Z세대를 합해서 

말하는 명칭으로 결과적으로 1981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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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로벅스(Roux)’ 사용 ← 암호화폐 아님 

• 10만 로벅스(현재 약 350달러) 이상이면 DevEx(환전 시스템)를 통해  

법정 화폐로 환전 가능 

•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 사용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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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젬(Zem)’과 ‘코인(Coin)’ 사용  

← 암호화폐 아님 

• 법정화폐로 환전 가능 

• NFT 사용 하지 않음

암호화폐와 NFT이 기반이 아니면 
메타버스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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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에코시스템 (Open Ecosystem) 
: 게임 아이템을 토큰 형태로 직접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 클로즈드 가든 (Closed Garden) 
: 기존의 게임 개발사가 게임 아이템에 대한 독점권 시스템

오픈 에코시스템 vs. 클로즈드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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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를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모든 유.무형 자산이 토큰화될 수 있음 

• 해당 자산을 나타내는 디지털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까지 포함 

• NFT는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 상의 디지털 파일 

•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NFT가 한번 생성되면 삭제하거나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한 일종의 원본 인증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이자 소유권 증명서(certificate of 
ownership)로 활용

NFT : ‘Non-Fungible Token’ → 대체불가토큰, 대체불능토큰 : 고윳값 

FT :  ‘Fungible Token’ → 대체가능토큰 ex. 비트코인, 이더[Ether, ETH] : 각기 동일한 가치 

#특정 자산에서 각 단위를 상호 대체할 수 있다는 뜻. 1만 원 권 지폐 한장 = 다른 1만 원권 지폐 한 장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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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5.  
리먼 브라더스 파산

• 각국 정부는 금융기관에 막대한 구제자금을 쏟아부으며 양적완화 정책 
→ 금융기관들 회생 → 양적완화 정책에 의한 돈의 가치 하락 
→ 힘없는 개인들이 피해 

•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화폐에 대한 필요를 고민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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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Satoshi Nakamoto

satoshin@gmx.com

www.bitcoin.org

Abstract.  A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electronic  cash  would  allow online 

payments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Digital signatures provide part of the solution, but the main 

benefits are lost if a trusted third party is still required to prevent double-spending. 

We propose a solution to the double-spending problem using a peer-to-peer network. 

The network timestamps transactions by hashing them into an ongoing chain of 

hash-based proof-of-work, forming a record that cannot be changed without redoing 

the proof-of-work.  The longest chain not only serves as proof of the sequence of 

events witnessed, but proof that it came from the largest pool of CPU power.  As 

long as a majority of CPU power is controlled by nodes that are not cooperating to 

attack the network, they'll generate the longest chain and outpace attackers.  The 

network itself requires minimal structure.  Messages are broadcast on a best effort 

basis,  and nodes can leave and rejoin the network at  will,  accepting the longest 

proof-of-work chain as proof of what happened while they were gone.

1. Introduction

Commerce on the Internet has come to rely almost exclusively on financial institutions serving as 

trusted third parties to process electronic payments.  While the system works well enough for 

most  transactions,  it  still  suffers  from  the  inherent  weaknesses  of  the  trust  based  model. 

Completely non-reversible transactions are not really possible, since financial institutions cannot 

avoid  mediating  disputes.   The  cost  of  mediation  increases  transaction  costs,  limiting  the 

minimum practical transaction size and cutting off the possibility for small casual transactions, 

and  there  is  a  broader  cost  in  the  loss  of  ability  to  make  non-reversible  payments  for  non-

reversible services.  With the possibility of reversal, the need for trust spreads.  Merchants must 

be wary of their customers, hassling them for more information than they would otherwise need. 

A certain percentage of fraud is accepted as unavoidable.  These costs and payment uncertainties 

can be avoided in person by using physical currency, but no mechanism exists to make payments 

over a communications channel without a trusted party.

What is needed is an electronic payment system based on cryptographic proof instead of trust, 

allowing any two willing parties to transact directly with each other without the need for a trusted 

third party.  Transactions that are computationally impractical to reverse would protect sellers 

from fraud, and routine escrow mechanisms could easily be implemented to protect buy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olution to the double-spending problem using a peer-to-peer distributed 

timestamp server to generate computational proof of the chronological order of transactions.  The 

system  is  secure  as  long  as  honest  nodes  collectively  control  more  CPU  power  than  any 

cooperating group of attacker nodes.

1

•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정체가 
미상의 인물이 2008년 10월 31일 인터넷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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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유형의 자산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기 때문 

• 대표적인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은 대부분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다. 

• 부동산은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고 살 돈도 없다. 

• 암호화폐는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

MZ세대가 암호화폐에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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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

(Decentraland)> 

• ’랜드(Land)’라 부르는 가상부동산에 NFT를 

적용해 플랫폼 내·외부의 NFT 거래소에서 거

래 가능 

• ‘마나(Mana)’라는 암호화폐를 사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나 법정 화폐 교환
"$!"#$



https://youtu.be/q2ZVlwsYQ9I (도미노 피자) 

도미노피자는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가상 키오스크를 운영함으로써 손님들이 MANA를 이용하여 피자를 주문하고 오프라인으로 배달받을 수 있게 한다. "%!"#$

https://youtu.be/q2ZVlwsYQ9I


• <더 샌드박스(The sandbox)> 

• 가상부동산을 구입해 게임과 캐릭터, 아이템을 만들어 다른 사용자와 즐길 수 있음 

• ‘샌드(SAND)’라는 암호화폐 사용 

• 아이템에 NFT를 적용해 다양한 NFT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
"&!"#$



https://youtu.be/oMa8cc6YxSI 

• 2021년 여름 NFT 시장을 뜨겁게 달군 '엑시 인피니티 
Axie Infinity’ 

• 엑시 인피니티 사용자들은 엑시Axie라는 펫 몬스터를  
키워서 이들을 전투에 참여시켜 승리를 거두게 할 경우  
스몰 러브 포션Small Love Portion, SLP이라는  
ERC-20 기반의 토큰을 얻는다. 

• 사용자(게임 유저)들은 NFT 형태의 게임 속 아이템을  
오픈씨와 같은 무허가형 NFT 마켓플레이스로 가져가  
암호화폐와 교환할 수 있다. → 현금화 가능

• 필리핀에서는 이 게임

으로 학비를 벌고 심지

어 집까지 샀다는 사람

도 있음.  

• 이 게임을 하면서 생계

를 유지하는 노부부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만

들어졌을 정도

"'!"#$

https://youtu.be/oMa8cc6YxSI


• <제페토>와 <더 샌드박스>는 파트너십을 맺어 <제페토> 안에 더 샌드박스 테마 지

역을, <더 샌드박스> 내에 제페토 테마 지역을 만들었고, <더 샌드박스>는 제페토 

아이템 NFT 970개 출시, 판매 

• 네이버는 이미 2021년 8월에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발행한 암호화폐 ‘링크

(LINK, LN)’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 

• 링크는 ‘보상’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이버가 마음만 먹으면 <제페

토>의 암호화폐로 사용할 수 있고, 아이템에 NFT를 적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음.

가상세계 플랫폼 대부분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꿔도 큰 문제없이 작동할 정도로  
디지털 친화적인 생태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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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사람은 NFT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NET 

미술 작품을 떠올림.(실제로 2020년 말부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매머드급 NFT 거래들이 상당 부분 미술 작품) 

• 현재 NFT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 아트뿐만 아니

라 크립토펑크와 같은 컬렉터블, 엑시 인피니티

(Axie Infinity) 같은 게임. 그리고 샌드박스 

The Sandbox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하다는 것
2021년 2분기 분야별 NFT 시장 분포  Nonfung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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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수 없이 많은 암호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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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이는
 암호화폐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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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 크리에이터 노동 
: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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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금융화를 통해 암호화폐와 NFT는  

새로운 투자 종목(혹은 투기 종목)이 됐다. 

• 주식 시장보다 더 크게 요동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소수는 큰 이익을 보겠지만, 다수는 손해를 볼 것이다.

• 많은 아이템이 제작되어 NFT가 적용되고 암호화폐로  

거래되는 것이 활발해지면,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도구를 판매하고, 아이템이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를 

챙기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외부에서 거래될 때 수수료  

챙기는 NFT 마켓 플레이스, 환전 수수료 챙기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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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 때,  
메타버스 사용자-창작자는 자신의  
노동으로 만들어낸 가상 아이템을  
팔아 암호화폐를 벌겠지만,  

기쁨을 느낄 시간도 없이 암호화폐의  
적절한 거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요동치는 시세를 시시각각  
확인하며 신경쇠약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



지금의 변화를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이해하고, 

공정이 아닌, 주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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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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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아트

NFT

NFT 적용  
아트

크립토 아트   
Crypto art

• NFT 아트 : NFT라는 매개체를 통해 미술 작품이 거래되는 하나의 시장을 지칭 

• 크립토 아트 : 하나의 새로운 예술 장르 혹은 예술 운동 지칭 

• 실제로 많은 경우 NFT 아트와 크립토 아트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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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통해 1만 개의  
고유한 ‘펑크’(가로세로 24 8비트 픽셀 이미지

의 캐릭터)들을 탄생(존 왓킨슨John Watkinson

과 매트 홀Matt Hall) 

대부분 사람, 드물게 좀비(88), 원숭이(24), 외계인(9개 

9,000 개의 펑크를 세상과 나누고 나머지 1,000개는  
자신들이 가짐.

https://nonfungible.com/market/history/
cryptopunks?
filter=saleType%3D&length=10&sort=blo
ckTimestamp%3Ddesc&start=0

https://nonfungible.com/market/history/cryptopunks?filter=saleType%3D&length=10&sort=blockTimestamp%3Ddesc&start=0
https://nonfungible.com/market/history/cryptopunks?filter=saleType%3D&length=10&sort=blockTimestamp%3Ddesc&start=0
https://nonfungible.com/market/history/cryptopunks?filter=saleType%3D&length=10&sort=blockTimestamp%3Ddesc&start=0
https://nonfungible.com/market/history/cryptopunks?filter=saleType%3D&length=10&sort=blockTimestamp%3Ddesc&start=0




https://www.cryptokitties.co

2017.10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밴쿠버에 기반을 둔  
엑시엄젠 Axiom Zen이 론칭 

가상 고양이를 모으고 키우고 
교배, 교환하는 게임 
ERC-721 기준을 따르는 이더리움 기반의 온라인 게임 

* 디앱(DApp) : 블록체인으로 작동하는 앱, 탈중앙화앱

https://www.cryptokitties.co


2021.3.5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가상 고양이가 600이더ETH 

(약10억2000만원)에 거래

https://youtu.be/3PTstAK-cH8



2020.12.13 

비플Beeple의 NFT 작품 디지털 
아트 역사상 최고가인 250만 
달러에 판매 * Nifty Gateway 

* 비플(예명), 본명 :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



2021.2 

니안 캣Nyan Cat 탄생 10주년을 
맞아 NFT로 재탄생  
58만 달러에 판매 
팝-타르트 몸을 가지고 무지개 자국을 남기며  
날아 다니는 디지털 고양이 캐릭터

https://youtu.be/QH2-TGUlwu4

https://youtu.be/QH2-TGUlwu4


2021.2 

NBA의 간판급 선수  
르브론 제임스LeBron James의  
덩크슛 영상이 NBA 톱샷Top Shot

에서 1,630.6ETH 
(약 2억 3,500만원)에 거래 

* NBA 톱샷 카드들은 '플로FLOW' 라고 하는  
대퍼랩스 자체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되는데, 각 NFT에는  
'순간들'에 대한 비디오 영상뿐만 아니라 해당 선수의  
경기 통계나 플레이 분석, 하이라이트 설명, 코트 내 촬영 
영상 등 각종 관련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 포함

https://nbatopshot.com

https://nbatopshot.com/listings/p2p/a494c64e-9e93-418c-8934-f331ee47a39b+768166e3-f4bb-4395-9b48-4c545aebc95c?

https://nbatopshot.com
https://nbatopshot.com/listings/p2p/a494c64e-9e93-418c-8934-f331ee47a39b+768166e3-f4bb-4395-9b48-4c545aebc95c?


2021.2 

'3LAU'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DJ 저스틴 블라우Justin Blau가 
2021년 2월 NET 음반과  
‘특별한 경험에 대한 교환권’
을 경매에 부쳐  
약 1,168만 달러를 벌어들임.



2021.3.3 

가수 그라임스Grimes의  
<워 님프War Nymph>가 580만 
달러(한화 65억원)에 낙찰 
가상 이미지에 자신의 노래를 배경 깔려 있는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10점에 NFT 기술을 적용하여 경매에  
내놓았는데 20분 만에 낙찰



https://youtu.be/tZZq20rVqcs

"Mars" from the WarNymph Collection Vol. 1 by Grimes



2021.3.5 

록 밴드 킹스 오브 리본Kings of 

Leon 최초로 NFT 형태로 최신 
앨범인 <When You See 
Yourself>를 제공 
50달러의 토큰에 비닐과  
디지털 다운로드가 담긴  
앨범 패키지를 제공. 
앨범은 무려 200만 달러(약 23억원 정도)에 판매 완료 

‘NFT Yourself’ 시리즈 일환으로 6개의 ‘Golden ticket’ 
자신들의 콘서트를 평생 앞줄에서 관람할 수 있는 권한을 
NFT로 경매



2021.3.6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트위터를 창업한 뒤 
2006년 3월 21일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처음 쓴 
“just setting up my twttr(방금 내 트위터 설정 완료)”라는  
최초 트윗이 경매에서 290만 달러(33억원)에 판매





2021.3.11 

비플의 <매일: 첫 5000일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2021)가 
350건이 넘는 응찰 속에서 
6,930만 달러(약785억 원)에 
낙찰. 
* 크리스티(Christie’s)의 온라인 NFT 경매 

* 255년 역사를 지닌 크리스티가 예술품을  
  가상자산화하는 NFT 미술시장에 진출



2021.3.27 

미국의 유명 가수 린지 로언
Lindsay Lohan이 2021년 초  
컴백 싱글 앨범  
<럴러바이Lullaby>를 NFT로 발행

https://youtu.be/oaSnEaljtfo

https://youtu.be/oaSnEaljtfo


2021.3 

100년 역사의 미국 시사지 ⟪타임⟫이 NFT 마켓플레이스 슈퍼레어SuperRare에 

경매로 내놓은 4개의 NFT가 총 276ETH(약 44만 6,000 달러)에 
판매    [ 이더 ←→ 원화 환율 : https://coinyep.com/ko/ex/ETH-KRW ] 
1966년 4월 3일 자 커버인 '신은 죽었는가(Is God Dead?’)와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2017년의 진실은 죽었는가(Is 
Truth Dead?) 그리고 최근의 '법정화폐는 죽었는가(Is Fiat Dead?)”가 각각 NFT로 발행되어 차례대로 70ETH, 88ETH, 
83ETH에 판매, 네 번째 NFT는 이 세 개 표지를 묶은 번들. 35ETH에 판매 발행

https://coinyep.com/ko/ex/ETH-KRW


2021.4.12-14 

디지털 아티스트 팍Pak의  
<The Fungible> 컬렉션 경매,  
총 1,680만 달러(약 188억원)
에 낙찰. 
* 277년 역사를 지닌 소더비(Sotheby’s) 첫 NFT 경매



https://www.phillips.com/mdj 

2021.3.27 

NFT를 적용한  
매드 독 존스Mad Dog Jones의  
50초 길이의 HD 디지털 영상 
〈리플리케이터Replicator〉를  
414만 4,000달러(약 46억원)
에 판매 
* 필립스(Phillips) 첫 NFT 경매

https://www.phillips.com/mdj


https://foundation.app/@Snowden/~/24437

2021.3.27 

미국 정부의 도청, 사찰 의혹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폭로했던  
대규모 미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법원의  
판결문을 NFT화한  
‘스테이 프리’Stay Free이 
2,224ETH(약 61억원) 판매

https://foundation.app/@Snowden/~/24437


2021.6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1989년 개발한 월드와이드웹
www의 원본 코드가 소더비에서 
NFT로 경매  
→ 540만 달러에 낙찰



2021.8 

버버리Burberry가 블록체인 기반 
게임 블랭코스 블록파티Blankos 

Block Party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정판으로 NFT 캐릭터와  
디지털 액세서리 컬렉션을  
드롭하여 화제. 

사키 BSharkey B라고 이름 지어진 
버버리의 NFT 캐릭터는  
버버리의 새로운  
TB 썸머모노그램 무늬를 띄고 
있고, 블랭코스 블록파티 마켓
플레이스에서 매매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



https://youtu.be/3H9AjLP5vpY

https://youtu.be/3H9AjLP5vpY


2021.8.2-6 

슈퍼카의 상징 독일자동차  
제조사 포르쉐Porsche는  
디지털 부문 자회사  
포워드 31Forward31에서 론칭한 
NFT 플랫폼 팬존Fanzone과  
합작하여 자동차 디자인  
스케치를 NFT로 경매 
경매 수익금은 비영리단체 비바콘아구아Viva Con Agua
에 전액 기부

https://superrare.com/artwork-v2/tradition-vision-26657 

https://superrare.com/artwork-v2/tradition-vision-26657


2021.3.17 

NFT 플랫폼인 피카프로젝트을 통해  
마리킴의 10초 영상 <미싱 앤드 파운드
Missing and Found>(2021) 288ETH(약6억원) 낙찰 

2021.4 

요요진은 4월 개인전⟪Sound, Drawing⟫

에서 국내 최초로 오프라인 전시 작품 중 
일부를 NFT로 제작해 경매에 부침 

2021.4 

아이돌 그룹 에이스A.C.E가 K팝 최초로 
NFT 포토카드를 선보여 팬들의 큰 호응 https://www.de-fine.art/marketplace/

0x70a76282752b5d2f09f81fe86d49d80ed8b53dc7/
mainnet/10 

https://www.de-fine.art/marketplace/0x70a76282752b5d2f09f81fe86d49d80ed8b53dc7/mainnet/10
https://www.de-fine.art/marketplace/0x70a76282752b5d2f09f81fe86d49d80ed8b53dc7/mainnet/10
https://www.de-fine.art/marketplace/0x70a76282752b5d2f09f81fe86d49d80ed8b53dc7/mainnet/10


2021.5 

2016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 중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긴 제4국 장면을 NFT화, 
60ETH(약 2억 5,000만원) 거래 

2021.7.22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그 재단의  
대표 소장품이자 국보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의 NFT 적용 콘텐츠로 
만들어 개당 1억 원씩 총 100억 원  
규모로 판매할 것이라 밝힘



• NFT 컬렉터블은 대체로 해당 수집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유동성이 좋은 편 

•요즘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NFT 컬렉터블 프로젝트 : 소레어Sorare 
: 특정 시즌 축구 선수들의 공인된 컬렉터블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https://sorare.com

https://sora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