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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FP, X2E, LBS기반 민팅활용예 

NFT CASE STUDY와 FT를 활용한 NFT민팅방법 

• 후원사 – M95 김태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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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토큰마다 고유 값을  

가지고 있는 토큰 

WEB3.0시대에 디지털 소유권 증명 기술로  

각광받는 기술 

콘텐츠 데이터와 토큰이 결합된 상품 토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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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by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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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배포 - Deploy 

새로운 NFT Smart contract 생성 

Solidity Deploy tool 사용 
( ReMix Ethereum )  

Solidity 코딩 
( ERC721 , ERC1155 ) 

 



NFT 마켓 

NFT Marketplace 

메타버스 시대의 블록체인 마켓 플랫폼 미래의 가치 상품 거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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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마켓 사용자 화면 - 그림 / 사진 중심의 NFT landing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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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마켓 사용자 화면 - NFT Detail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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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마켓 사용자 화면 - IP 중심 NF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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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마켓 사용자 화면 - Membership NFT 

 NFT홀더에게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접근혜택 제공 
 

미공개연습실 영상/ 화보 / ASMR 

NFT홀더에게 다양한 오프라인혜택 제공 
 

홀더들을 위한 미니콘서트 / 팬미팅 / 파티 초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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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 (Profile Picture)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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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PFP NFT? 

PFP(Profile Picture)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아트워크 

디지털 커뮤니티를 만들고 추후 메타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 NFT기술이 사용되는 가장 범용사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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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PFP NFT? 

오픈씨에서 현재 가장 판매량이 높은 NFT는 모두 PFP 
NFT가 주도 

국내에서도 Cyberkongz를 벤치마킹해서 Metakongz이
후에 선미야클럽, 라바, 레모나, 빅펀치등이 이미 PFP 

NFT를 출시하고 커뮤니티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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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 NFT마켓의 주요 사용 예 

1. 트위터, 디스코드 등에서 표현, 과시, 재미로 사용 

 

 

 

 

 

 

 

 

 

1. 멤버쉽(티켓포함) – 재단 혹은 프로젝트에서 추친하는 각종 이벤트나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 https://m.newsen.com/news_view.php?uid=202205111816477710 

• https://leehongs.tistory.com/m/211 

https://m.newsen.com/news_view.php?uid=20220511181647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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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E(X to 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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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P2E(Play to Earn)? 

P2E(Play to Earn)로 게임의 보상이 코인으로 나오고 해
당 코인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음 

게임에서 나오는 아이템 혹은 캐릭터 등을 
 NFT화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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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 CyberKongz 

1000개의 제네시스 사이버콩즈 NFT판매 

제네시스 사이버콩즈가 게임에서 하루에 10개씩의 바나나코인이 채굴됨 

한달수익 6~7백만원정도의 수입발생 

제네시스 2개이상의 브리딩하면 베이비콩즈가 나오고 이 또한 게임에서 
활용되고 차익거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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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 Axie 

AXIE(NFT) 3마리 이상을 구매해야 게임을 할 수 있음 

     최근에 1백만원이상에 거래됨 

AXIE를 육성할 수 있는 땅을 사거나 임대함. 작년말에 30억원에 거래됨 

게임의 보상이 코인으로 나오고 해당 코인을 거래
소에서 현금화될 수 있어서 필리핀, 태국등 동남
아시아에서 국민게임으로 불리며 엄청난 트래픽

을 일으키고 있음 

게임아이템의 소유권을 플레이어에게 귀속 -> 기존 게임사들은 게임사에서 모든 권한을 가짐 

플레이어와 크리에이터의 기여가 금전적으로 보상 -> 기존 게임사들은 게임사의 이익으로 귀속 

게임사가 망해도 아이템의 소유기록은 블록체인에 존속 -> 기존 게임들은 운용사가 망하면 힘들게 모아 놓은 아이템들은 모두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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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 BITA 

이더리움, 클레이튼, 폴리곤 등의 크로스체인을 통한 다양한 PFP NFT 프로젝트 

비트 프로젝트에 포함된 타사 PFP NFT  GameFi 연결 

조합과 강화 형태의 새로운 민팅  PFP NFT 레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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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E - STEPN 

SOL, BNB로 구매한 신발을 이용해서 걷거나 뛰면 GST를 보상해주는 구조 

보상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다양하게 설계 예) 운동화 수리, 레벨 업, 보석합성, 능력치 강화  

운동화가 1개라면 10분의 운동시간이 주어지고 3개라면 25분, 9개라면 45분의 운동시간이 주어짐 

코인가격은 폭락을 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유는 건강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신규 유저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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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Token을 활용한 NFT민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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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부분의 NFT민팅 시스템 문제점 

특정시간에 많은 사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지갑연결후에 접
속해서 NFT구매를 시도하는 바람에 네트워크혼란과 사람뿐
만 아니라  많은 자동화된 Bot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 

PFP커뮤니티(디스코드,텔레그램)에서 민팅시작시간 전에 유
사한 스캠사이트로 유도해서 지갑이 털리는 해킹사고도 많

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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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AC Pool 

Smart contract 

BVAC FT 

Wallet  

BVAC FT 

Smart contract 

BlackTigris NFT 

Smart contract 

Step 1 
Step 3 

Step 2 

FT Token을 활용한 NFT민팅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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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토큰 생성(Demo) – Tommy F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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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토큰 생성(Demo) – Tommy NF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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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토큰 생성(Demo) – FT을 관리하는 스마트컨트렉트 풀 생성 

위 Pool Contract에 FT와 NFT를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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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토큰 생성(Demo) – FT를 보내면 풀에서 NFT를 자동으로 생성 후 보내는  
                              주소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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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위치기반으로 NFT를 민팅 할 때의 장점 

불특정 다수가 아닌 발행자가 원하는 장소 및 사람에게 NFT 발행이 가능 

온라인으로 발행했을 경우 봇으로부터 대량구매가 시도되는 공격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발행을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 

NFT소유자가 NFT를 발행한 곳 근처에 갔을 때 기프트콘 NFT등을 Push로 알려주어 해당 소유자가 이벤트NFT를  
사용 후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예를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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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의 오프라인 NFT민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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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으로 NFT를 민팅 응용사례  

A사용자는 해당 NFT를 오프

라인에서 사용(QR코드)할 

수 있고 사용 이후에는 소각

처리 가능 

A사용자가 이벤트NFT를 수
령하면 본인지갑에서 FT토
큰을 보내고 해당 이벤트

NFT를 수령하게 됨 

A사용자가 B가맹점 근처 
50M반경 안에 들어갔을 때 
B가맹점이 보낸 “이벤트/상품
권NFT를 수령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수령 

A사용자는 본인 암호화폐 
지갑에 B가맹점이 발행한 
FT Token을 소유한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