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타르 월드컵,관련 주목할 만한 스포츠 토큰(암호화
폐)및 프로젝트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world-cup-in-qatar-related-notable-sports-to
kens-cryptocurrencies-and-projects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은 지난 20일 개회를 선언하고 한 달여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번 월드컵은
12월까지 최대 28일간 진행됩니다. 스포츠계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스포츠 및 주최 측과 관련된 암호화폐 및
프로젝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월드컵 관편 대표 암호화폐로는 알고랜드, 릴리즈 및 스포츠 팬 토큰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관련 프로
젝트가 있습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utm_source=GW_SEO&utm_medium=apdf&utm_campaign=apdf_banner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world-cup-in-qatar-related-notable-sports-tokens-cryptocurrencies-and-projects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world-cup-in-qatar-related-notable-sports-tokens-cryptocurrencies-and-projects


1. 알고랜드 기반 NFT (알고랜드 X 피파)

알고랜드는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식 대체불가토큰(NFT) 발행처로 지정한 블록체인 생태계입니
다. 또한 실비오 미칼리 MIT 교수가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대안으로 개발한 지분증명 블록체인으로, 지난 5
월 월드컵 공식 블록체인·월렛 제공 협력사로 피파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지난 9월 2일(현지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알고랜드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해 NFT 발
행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제축구연맹이 발행할 대체불가토큰의 이름은 ‘피파플러스 콜렉
트(FIFA+ Collect)’로 지난 9월 말 공식 출시됐습니다.

‘피파플러스 콜렉트’는 피파와 알고랜드가 협력하여 출시한 NFT 트레이딩 마켓으로 국제 축구 디지털 플
랫폼인 FIFA+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이전 국가대표 NFT 컬렉션을 구매할 수 있습
니다.

국제축구연맹은 “‘피파플러스 콜렉트’는 스포츠 기념품 또는 스티커와 마찬가지로 전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플랫폼에서 좋아하는 선수 및 순간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대체불가토큰은 ‘피파플
러스(FIFA+)’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페이지:

FIFA(피파), 알고랜드 기반 2022 월드컵 NFT 발행한다 – 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algorand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fifa-to-publish-algorand-based-2022-world-cup-nft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fifa-to-publish-algorand-based-2022-world-cup-nft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fifa-to-publish-algorand-based-2022-world-cup-nft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fifa-to-publish-algorand-based-2022-world-cup-nft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fifa-to-publish-algorand-based-2022-world-cup-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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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칠리즈(CHZ)
스포츠 클럽 디지털 자산 관련 블록체인 플랫폼인 소시오스닷컴에서 사용되는 칠리즈(CHZ)도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해 빼놓아선 안될 암호화폐입니다.

칠리즈는 소시오스닷컴 플랫폼을 통해 축구 및 스포츠 클럽을 위한 세계 최초의 팬 투표 및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팬 토큰(Fan Token)’의 용도로 쓰입니다. 칠리즈 보유자는 스포츠 클럽 경기를 VIP 게스트로 참석
하거나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권한 등도 가질 수 있습니다.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칠리즈에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이유는 바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아르헨티
나 축구 국가대표팀의 리오넬 메시(Lionel Messi)는 지난 3월 소시오스닷컴의 홍보대사로 지정되기 때문입
니다.

관련페이지:

칠리즈(Chiliz)란 무엇인가요?ㅣ 코인 소개 – BTCC

칠리즈 CHZ , 팬 토큰 선두주자로서 그의 시세 및 향후 전망? – BTCC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33296&utm_campaign=APP_AD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3296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3296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3296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chiliz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chiliz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chiliz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chiliz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fan-token-leader-chiliz-chz-price-and-future-prospects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fan-token-leader-chiliz-chz-price-and-future-prospects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fan-token-leader-chiliz-chz-price-and-future-prospects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fan-token-leader-chiliz-chz-price-and-future-prospects


 

3.크로노스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관련 암호화폐의 또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
립토닷컴이 발행한 토큰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크립토닷컴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공
식 후원사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크립토닷컴이 카타르 월드컵의 독점 가상화폐 플랫폼 후원사가 될 것이
란 게 국제축구연맹의 당시 설명이었다.

또한 지난 11월 1일(현지시간) 크로노스는 월드컵 공식 후원사 비자(VISA)와 함께 월드컵을 주제로 NFT 경
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비자의 ‘2022 카타르 월드컵’ 기념 대체불가토큰 경매는 축구 역사의 전설적인 선
수 다섯 명의 활약을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페이지:

월드컵 앞두고 관련 암호화폐(팬 토큰) 주목…축구 팬 암호화폐 투자자 48% (bt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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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ahead-of-the-world-cup-pay-attention-to-related-cryptocurrencies-fan-tokens-48-of-soccer-fans-cryptocurrency-investors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ahead-of-the-world-cup-pay-attention-to-related-cryptocurrencies-fan-tokens-48-of-soccer-fans-cryptocurrency-investors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33296&utm_campaign=APP_AD2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3296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3296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3296


4.스포츠 팬 토큰

드컵과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가상화폐는  스페인, 브라질,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국가 축구대표팀의 팬토
큰 SNFT, BFT, POR, ARG등 팬 토큰이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팬 토큰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10%
이상 증가한 4억1477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축구 클럽 팬 토큰의 가격을 추적하는 선물 계약은 지난 9월 1일(현
지시간)에 시작합니다.바이낸스는 현재 축구 클럽 라치오(Lazio), 산투스 FC(Santos FC), FC 포르투(FC
Porto), 그리고 알파인 포뮬러 1(Alpine Formula 1) 레이싱 팀의 팬 토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팬 토큰의 가격을 추적하는 것은 바이낸스 현물 시장에서 일련의 주요 축구 팬 토큰의 가
격 성과를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가중 평균 가격은 계산에 사용됩니다. SANTOS, PORTO, LAZIO, PSG,
BAR, CITY, ACM , ATM, ASR, JUV 등 팬 토큰을 포함됩니다.

관련페이지:

팬 토큰이란? 인기 팬 토큰 소개 ! – BTCC

 

5. 호날두 X 바이낸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
스(Binance)와 협력해, 첫 번째 NFT 컬렉션 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호날두는 자신의 NFT 컬렉션이 선수 생활 중 상징적인 순간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자신의 웹 3 커
뮤니티(Web3 community)를 구축할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바이낸스는 호날두 NFT 컬렉션 발행이 획기적
이라고 언급하며, 전 세계 축구 팬이 호날두의 NFT 컬렉션 발행을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18시 호날두 컬렉션, 미스터리 박스가 출시됐습니다.

NFT 보유자에게는 미스터리 박스, 경품 응모, 호날두의 개인 메시지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fan-toke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fan-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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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NFTSTAR
NFTSTAR는 글로벌 스포츠스타들과 제휴를 통해 그들의 고유 NFT를 발행하는 프랫폼으로 글로벌 스타 라
이선스 IP가 개발·주조하는 NFT 컬렉션을 주요 거래 콘텐츠로 합니다.이 NFT 플랫폼은 2021년 8월 인터
넷 기업 제9도시에서 출시했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예술, 업계 유명인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15일, NFTSTAR는 던 샌드박스 프로젝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월드컵 기간 동안 메타버스 글로
벌 스포츠촌을 개방합니다.

국내에서는 [메타 손흥민]이라는 키워드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손흥민을 대표하는 찰칵 세러머니를 모티브 삼아, 손흥민이 STARVERSE라는 스포츠 스타 메타버스 세계
에서 총 10800번의 카메라 샷을 찍는다는 내용을 담은 프로젝트 입니다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33296&utm_campaign=APP_AD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3296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3296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3296


 

7.얼티멧 챔피언스(Ultimate Champions)
얼티멧 챔피언스는 웹 3.0 스포치 게임 플랫폼입니다. 일반 스타카드를 NFT로 만들어 경제 시스템을 도입
한 것이 특징입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경기를 통해 토큰과 NFT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출시된 이 플랫폼은 축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팀은 유럽 9개 리그의 45개 이상의 축구 클
럽과 협력했습니다. 처음에 폴리곤 체인에 구축된 플랫폼은 이체 BNB 체인에 배포될 것입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바이낸스랩스가 웹3 스포츠 게임 플랫폼 얼티멧 챔피언스에 400만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낸스랩스는 BNB체인 기반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 구축에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얼
티멧 챔피언스는 투자금으로 추가 파트너십 확보, 커뮤니티 성장에 나설 방침입니다.

얼티멧 챔피언스의 모든 게임 경기는 실제 스포츠 일정과 동기화되며 모든 선수의 라이브 공연은 가상 점수
로 변환됩니다. 월드컵이 진행됨에 따라 얼티멧 챔피언스도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poly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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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 2022년 월드컵 기념에 팬 토큰 선물 계약 출시

4년에 한번 열리는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하여 개최국 카타르와 선수들에게 주목하는 한편, ‘팬토큰’이라는
스포츠팀이 발행한 암호화폐에 관심을 모이고 있습니다.

2022 FIFA 월드컵을 축하해 BTCC에 새롭게 CHZ(칠리즈), PSG(파리 생제르맹), CITY(맨체스터 시티),
JUV(유벤투스), POR(축구 포르투갈 대표)와 ATM(아틀레티코 마드리드) 6개의 팬 토큰이 상장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6개의 인기 있는 팬 토큰 USDT 마진 선물을 상장했으며 이제 웹 및 앱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33296&utm_campaign=APP_AD2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3296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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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TCC에서 토큰 주식 및 상품 USDT선물도 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토큰 선물은 BTCC가 개발한 혁신
적인 제품이며 사용자는 당사 플랫폼에서 USDT로 주식 및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배의 레버리지가 있는 이 팬 토큰 무기한 선물을 통해 사용자는 BTCC거래소에서 USDT를 사용하
여 롱 또는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하는 만큼 포지
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BTCC는 모의 거래에서도 이 6개의 팬 토큰으로 무료로 실제 거래와 동일하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합
니다. BTCC 사용자는 모의 거래를 통에서 100,000 USDT 가상금을 사용하여 실제 자금을 입금하지 않고
도 거래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USDT  계약 거래에 이동하시면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다음 글이나 영상을 보시면 됩니
다.

관련글: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뿐마 아니라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최대 3,500USDT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
다. 가입 후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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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에 대하여

★세계 최저 수수료 (0.03%)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무료 모의 거래 가능
★원화입금 지원
★24×7 시간 한국어 고객서비스 제공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PC/모바일 거래 가능
★다양한 이벤트 

 

관련페이지:

팬 토큰이란? 인기 팬 토큰 소개 ! – BTCC

카타르 월드컵 , 개막와 함께 스포츠 팬 토큰 랠리 – BTCC

월드컵 앞두고 관련 암호화폐(팬 토큰) 주목…축구 팬 암호화폐 투자자 48% (btcc.com)

샌드박스네트워크, MBC와 협력 메타버스 통해 월드컵 홍보 – BTCC

버드와이저,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NFT 컬렉션…10월 14일 발행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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