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투자할 만한 NFT 프로젝트 9가지 !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9-nft-projects-worth-investing-in-in-2022

 2021년 NFT 프로젝트 시장의 성장은 기하급수적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투자자가 디지털 아트를 소
유하는 추세를 활용했습니다. 이 추세는 2022년에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흥미진진한 NFT의 가치가 증
가하고 소유하기에 유익한 자산임을 증명합니다.

오늘은 9 개 투자할 만한  NFT 프포젝트(다음과 같이)를 소개하겠습니다.

 

1.액시 인피니티(Axie Infinity)

베트남 스튜디오 Sky Mavis에서 개발한 인기 있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 액시 인피니티는 항상 NFT 업계에
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이는 Play-to-Earn NFT (놀면서 돈을 벌다)개념을 블록체인 공간의 일반화로 이끄는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이며 게임 내 경제로 유명합니다.

즉, 액시 인피니티는 플레이어가 게임 작업을 완료하고 Axies를 번식하는 방법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대
부분의 다른 NFT 프로젝트와 다릅니다.

또한 아레나 모드(PvP – 플레이어 vs. 플레이어)를 통해 실제 액시 트레이너와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면 스몰 러브 포션(SLP)이라 하는 자산을 얻게 됩니다.

플랫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Axies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Axies는 속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지만 오늘
날에도 대략 $200에 괜찮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AYC)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AYC)는 유가랩스(Yuga Labs)의 NFT 프로젝트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호
스팅된 독특한 NFT 10,000픽셀의 프로필 이미지가 있습니다.

BAYC는 가상자산의 급상승으로 부자가 되어버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 지루해져 버린 원숭이들이 깊은
숲속 높에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숨어버린 비밀 사교클럽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BAYC는 고유성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NFT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디자인으로 같은 NFT 캐릭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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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없기 때문에 BAYC 컬렉션의 각 NFT는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출시되어 앞서 발표된 수많은 유명 NFT 프로젝트들에 비해 최고의 경쟁자로 평가받고 있습니
다.크립토펑크(CryptoPunks)에 이어 가장 인기 있는 NFT 아이템 목록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3.크립토펑크(CryptoPunks)

크립토펑크(CryptoPunks)는 NFT 프로젝트 중에 가장 오래된 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 장르의 시초라는 역사
성을 인정 받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크립토펑크는 1970년대 런던에서 일러났던 펑크 운동과 사이버펑크 장르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습니다.

크립토펑크는 총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간 펑크가 가장 널리 퍼져 있지만 다른 희귀한 펑크 종도 존재
합니다: 에일리언 펑크(Alien Punks)(9), 에이프 펑크(Ape Punks)(24), 좀비 펑크(Zombie Punks)(88).

에일리언 펑크는 컬렉션 중 가장 가치가 높으며 경매에서 8백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었습니다. 크립토펑크
컬렉션의 최고 가치 NFT는 무려 124,457 ETH(5억 3200만 달러 상당)에 판매되었습니다. 이것이
CryptoPunk가 현존하는 가장 비싼 NFT 프로젝트로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4.Clone-X



Clone-X는NFT 시장에서 자기만의 브랜드 색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팀인 아티팩트(RTFKT)와 일본
현대 미술계의 거장 무라카미 다카시가 함께 기획하여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Clone-X의 컬렉션은 총 2만 개
가 발행되었고 3D로 구현된 NFT 입니다.

아티팩트(RTFKT)라는 회사는 패션 NFT 전문회사로 나이키에 인수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티팩트는 디
지털 아티스트 푸오셔스(FEWOCiOUS)와의 협업으로 NFT 운동화 3종을 선보여 7분 만에 모두 판매되어 310
만 달러(약370억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5.두들스(Doodles)

장기적인 성장을 찾고 있다면 두들스(Doodles)는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비상장 펀드 중 하나입
니다. 2021년 10월에 처음 출시되어 거의 즉시 매진된 두들스 컬렉션은 그 이후로 NFT 시장을 휩쓸었습니
다.



두들스는 수백 개의 특성(Traits)이 무작위로 조합된 10,000개의 NFT 컬렉션입니다. 두들스의 NFT 다자인
을 사람, 해골, 고양이 외계인, 우주인, 마코트를 포함합니다.

두들스 NFT 이니셔티브를 다른 이니셔티브와 구별하는 것은 탈중앙화 거버넌스에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Doodle을 소유하면 중요한 기능, 향후 제품 및 이벤트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6.인비저블 프렌즈(Invisible Friends)

최고의 애니메이션 NFT로 간주되는 인비저블 프렌즈 NFT 프로젝트는 GIF에서 영감을 받은 이더리움 블록
체인에서 개발된 최고의 NFT입니다. 2022년 2월에 출시되었으며 이미 Discord(250k+ 회원) 및
Twitter(373k 추종자)의 엄청난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이 컬렉션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NFT 토큰 중 하나입니다. 각 예술 작품은 스타일로 장식된 보이지
않는 캐릭터가 루프를 따라 제자리에 걸어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5,000명의 다
른 캐릭터에 대해 실제와 같은 움직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각 캐릭터는 어디로도 가지 않고 유
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이러한 성공은 제작자 Markus Magnusson의 비전과 창의성 덕분입니다.

Invisible Friends 컬렉션은 이미 완전히 매진되었지만 여전히 OpenSea에서 이러한 NFT를 사고 팔 수 있습
니다. 대부분의 Invisible Friends는 현재 6-7 ETH 또는 약 2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에는 NFT를 3D 버전으로 래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능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7.쿨캣츠(CoolCat)

쿨캣츠(CoolCat)는 트론(TRON) 블록체인에 의해 무작위로 생성된 9,999개의 고양이 NFT 프로젝트입니다.



무작위로 생성된 쿨캣츠는 다양한 표정, 의상,액세서리 및 기타 특성을 갖춰 특별한 수집품이 되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쿨캣츠는 쿨토피아(Cooltopia)라는 세계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쿨캣츠와 함께하는 쿨팻츠, 자체 토큰을 활
용하여 게임, 커뮤니티,이벤트, 콜라보레이션 등 NFT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넓혀나갈 계획
을 세우고 있습니다.

 

8.메타버스 토지(Metaverse Land)

투자할 가장 흥미로운 NFT 프로젝트 중 하나는 가상 현실 또는 메타버스 토지입니다.

메타버스 토지 프로젝트의 예는 디센트럴랜드입니다. 가상 공간을 사고 팔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가상 현
실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는 아르헨티나인 Ari Meilich와 Esteban Ordano가
2015년에 설립했습니다. 2017년에 출시되었을 때 디지털 토지 플롯의 비용은 약 20달러인 반면 MANA 토큰
의 비용은 0.02달러입니다.

또한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일부 투자자는 NFT 박물관, 놀이 공
원 및 카지노를 건설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상 현실 토지를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
기 위해 투기적 투자로 구입합니다.

 

9.우먼 라이즈(Women Rise)

우먼 라이즈(Women Rise) NFT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키스탄계 미국인 시각 예술가이자 출판
작가인 Maliha Abidi가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많은 여성 캐릭터를 소개하고 소외된 사회의 성평
등, 소녀 교육 및 정신 건강에 중점을 둔 기금에 기본 판매의 일정 비율을 기부함으로써 NFT 산업에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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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과 다양성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먼 라이즈는 10,000개의 고유한 컴퓨터 생성 디지털 아트 작품
을 선보이며 모두 여성을 묘사합니다. 작품 속 여성들은 활동가, 과학자, 코더 및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우먼 라이즈는 확실히 2022년에 구매할 최고의 NFT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