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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2021년 투자업계 최대의 화두는 메타버스에서 시작된 NFT 열풍이다. 메타버스와 NFT에 아직 생
소한 투자자라면 이 산업에 왜 돈이 몰리고 있는지, 이 열풍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이쯤에서 냉정하
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는 메타버스가 새롭게 구축하는 경제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NFT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상현실이 재조명받고 있다.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 1.5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B2C에서 B2B까지 다방면으로 활용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VR/AR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차세대 컴퓨팅 디바이스, 차세대 인터넷으로 발전할 것이다. PC와 모
바일 시대를 이끌었던 빅테크와 게임 기업들은 이미 전 밸류체인에 걸쳐 주도권 경쟁을 시작했다.



Web 2.0 시대 UGC(User Generated Contents)의 인기를 잇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돈을 버는 크
리에이터들이 생겼다. 가상과 현실에서의 생산 및 소비 행위가 혼합된 경제 체제를 메타노믹스
(Metanomics)라 하며, 유저를 유인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메타버스 성공의 필요 조건
이 된다. 이와 같은 사용자 중심 인터넷으로의 변화는 데이터 권력을 쥐고 있는 중앙화된 플랫폼에
반하는 움직임, 즉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인터넷인 Web 3.0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탈중앙화 시스템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NFT와 블록체인이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메타버스
를 이동하는 멀티버스(Multiverse)가 가능해질 것이다.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에서 생
성/거래되는 가상 자산/재화로, 21년 한정판 컬렉터블을 중심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NFT는 Web 3.0 커뮤니티의 멤버십이자 Flex 수단으로써 가상세계가 확대되고 코인 자산가가 증가
할수록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다른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 중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가진 이더리움이 가장 널리 활
용되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와 NFT가 사용자 저변을 넓히려면 수수료(Gas fee) 등 다수의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미래에 투자하
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NFT/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야별
Key Projects로 ① 게임: Axie Infinity, ② 메타버스: Sandbox, ③ 거래소: Coinbase를 소개한다.

메타노믹스 Key Projects
분류

프로젝트명

기업명

게임

Axie Infinity

Sky Mavis

메타버스

The Sandbox

Pixowl

SAND

거래소

-

Coinbase Global Inc

COIN US

주 1: 시가총액은 11 월 30 일 종가 기준. 빈칸은 데이터 부재
자료: Coinmarketcap,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토큰/티커

시가총액
($mn)

성과(%)
1m

3m

AXS

8,35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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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P

179

-18.6

-48.8

6,185

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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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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