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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시 인피니티(Axie Infinity)는 2018년부터 성장 중인 이더리움 기반 수집형 게임으로, 크립토키티가 개척
한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스카이 마비스(Sky Mavis)에서 개발한 게임
으로, 열정있는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인기있는 이더리움 게임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엑시 인피니티는 포켓몬과 크립토키티를 결합한 블록체인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
히 말하자면, 액시 인피니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구축된 NFT 게임입니다. 기본 암호화폐는 엑시 인피
니티 샤드(AXS)라 하는 ERC-20 토큰입니다.

 

액시 인피니티란 무엇인가요?

액시 인피니티 생태계에서 게임 캐릭터들은 엑시(Axies)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사용자들이 소유 및 제어하
는 NFT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개인 지갑에 저장할 수 있으며, 다른 이더리움 주소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는 블록체인 기반 시장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액시 뿐만 아니라 게임에는 ERC-721
토큰인 가상의 땅과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플레이어는 생태계 내에서 액시 인피니티 왕국인 루나시아(Lunacia)의 몬스터와 전투를 진행하기 위해 어
드벤처 모드(PvE – 플레이어 vs. 환경) 내에서 팀을 사용하고 진영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레나 모
드(PvP – 플레이어 vs. 플레이어)를 통해 실제 액시 트레이너와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면
스몰 러브 포션(SLP)이라 하는 자산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액시를 기를 수 있습니다. 스몰 러브 포션은
ERC-20 토큰으로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액시 인피니티의 샤드(AXS)란 무엇인가요?

AXS(Axie Infinity Shard)는 2020년 11월 출시되었으며, 액시 인피니티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입
니다. AXS 보유자는 이를 스테이킹하고, 투표 및 플레이를 통해 AX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상은 커뮤
니티 재단으로부터 지급되며, 이는 게임 내 구매를 통해 기금을 충당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현재, 커뮤
니티 재단 및 스테이킹 기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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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시 인피니티랑 샤드의 차이점

2021년 초, 액시 인피니티는 액시 인피니티 샤드를 도입하여 플레이어가 실제로 운영하고 소유한 최초의 게
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백서에 따르면, “액시 인피니티 샤드(AXS)는 액시 유니버스를 위한 ERC-20 거버
넌스 토큰입니다.”

AXS 보유자는 토큰을 걸고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하며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인피니티 샤
드가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플레이어와 게임의 상호 작용을 장려하고, 토큰을 보유하여 더 많은 보상을 얻도록 격려합니다

2.게임의 거버넌스와 소유권을 분산시킵니다.

액시시 인피니티 샤드는 액시 인피니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게임의 일부이며 플레이어가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NFT 생성 이외의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 이니셔티
브”와 액시 인피니티에서 게임을 통해 AXS를 만들 수 있습니다.

 

AXS 활용 예시

액시 인피니티는 플레이어들을 매료시키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생태계를 번영시키는 성숙한 게
임이 되고자 합니다. 액시 인피니티는 포켓몬 또는 파이널 판타지의 팬들이 몰입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1년 2월 현재, 액시 인피니티의 플레이어는 27,000명 이상입니다. 만약 더 많은 플레이어 기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생태계에 분명히 더 많은 가치가 더해질 것입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해 앞서 언급한 로닌 사이드
체인과 무료 플레이 버전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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