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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NFT 아트를 접하고 구매하는 방식은 대중적으로 진화하고 있으
며 NFT 아트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예측이 나타나고 있다. NFT 아트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시장의 규모와 수익, 지속 가능성에 대한 측면에서 
화제가 된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거의 모든 
장르의 문화예술이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을 화두로 강제적 전환기를 맞
았지만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미술 분야와 블록체인의 결합, NFT라고 하는 새로
운 유통방식은 기술적 측면의 전환과 수익창출을 통한 지속성, 나아가서
는 시각예술의 장르적 확장까지 연결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함으로
써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NFT와 미술시장에 대한 담론은 최근의 
현상으로 이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이나 연구보다는 신문이나 미술 관련 
연구소의 자료를 통한 통계와 수치적 보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
지만 NFT 아트와 관련된 논의들은 단순히 최고가 갱신과 낙찰 기록과 
같은 현상의 단편이 아닌 기술과 예술의 접목, 유통방식의 변화, 매체의 
변화에 따른 창작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창작가와 유통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NFT 아트, 미술시장, 온라인 플랫폼, 작가 프로모션. 작품 유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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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외 경매사와 유명 플랫폼에서 NFT 아트의 최고가 갱신에 대한 소식
이 연일 보도되고 다양한 플랫폼과 거래 방식이 등장하면서 NFT 아트를 
접하고 구매하는 방식은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일부 커뮤니티 
중심으로 수요를 예측했던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다양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세계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NFT 관련 사업을 론칭하면서 대
중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시화되었다. NFT아트와 미술시
장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시장의 규모와 수익, 지속가능성 여부가 화제가 되
어왔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거의 모든 장르의 
문화예술이 디지털화, 기술과의 접목을 요구받았지만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미술은 NFT 
아트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결합된 디지털화의 방식으로 기술적 측면의 전
환과 수익창출을 통한 지속성, 나아가서는 시각예술의 장르적 확장까지 연
결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NFT와 
미술시장에 대한 담론은 최근의 현상으로 이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이나 연
구보다는 신문이나 미술 관련 연구소의 자료를 통한 통계와 수치적 보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NFT 아트와 관련된 논의들은 단순히 최고
가 갱신과 낙찰 기록만으로 정리하는 것은 현상의 단편만을 논의하는 것이
다. NFT 아트는 기존의 작품과 다른 방식으로 미술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
며, 이것은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고 미술시장에 작품을 출품하는 방식, 미
술시장 안에서의 거래 방식, 즉 미술 시장 내 유통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
다. 아직 현상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
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은 추후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케니 섹터(Kenny Schachter), 미스터 
미상(Mr.Misang), 비플(Beeple) 등 국내외 유명 NFT 작가들이 어떤 과정
을 거처 미술시장 안에서 NFT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되는지를 인터뷰, 기
사와 논문 등을 통해 전통적인 작가들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였다.



4 기획:� 메타버스와� 문화기술

2. 본론

1) NFT 아트 관련 선행연구 분석

NFT 아트, 미술시장 관련 주제는 코로나 이후 등장하였고, 대중적으
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21년이다. 최근 부상한 이슈이니 만큼 국내에
서의 연구는 매우 드물게 진행되었다. NFT 아트와 미술시장의 가능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학술적인 논의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논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보름·용호성은 ‘NFT 미술시장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통해 NFT 아
트의 초기 행과정을 정리하고 NFT 미술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작권, 
추급권, 큐레이션, 호환성, 작품의 감상과 관련한 쟁점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2021) 전반적인 소개와 도입에 이어 각각의 쟁점에 
대한 논의들이 발전되고 있다. 박경신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미술저작물
과 NFT 아트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발생
하는 무체물의 소유권, 저작권, 전시 등 2차 저작물 활용의 범위를 검토
하였고 거래를 위한 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한 가이드 마련 등을 제안하였
다.(2021) 작품이 거래되는 플랫폼의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들(김새미
(2022), 서민지(2022))이 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NFT 아트를 분석하고 수용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이해도와 활용 
목적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
는 NFT 아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참여비율은 19% 
정도로 저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연구자는 작품이 가지는 무체물로
서의 특성이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노태현 202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FT 아트와 미술시장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 작품의 가격과 가치, 플랫폼에 대한 연구와 병행해
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새로운 형태의 아트가 작품의 생산과 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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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
는 작가와 콜렉터를 직접 만나게 함으로써 미술시장의 전통적인 게이트 
키퍼인 갤러리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생산과 관련
해서 NFT 아트는 장르적인 측면에서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현대
미술에서의 장르 구분은 희미해지고 있지만 현대미술은 여전히 작가로 
인정받기 위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장르이며 시장에서의 인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비플, 미스터 미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NFT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은 주류의 외연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포
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NFT 아트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고민할 여지를 준다. 

2) NFT 작가와 미술시장

미술 시장에서 작가의 작품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작가와 작품의 생애 주기와 시장의 연관성
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다. 미술시장에서의 작가의 평가는 미술
관에서의 작가의 평가와 정의 관계에 있다. 작품성과 미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가들일수록 시장에서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지며, 갤러리의 전시와 프로모션, 소장 이력과 출판 등의 연구가 
영향을 미친다.1 
 『2014-2015 아트프라이스 미술시장 리포트』는 시장에서의 최상위 작
가 10명의 커리어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국제 미술 씬 안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9개의 전시/행사2를 선정하고, 10명 작가의 전시 이력
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90%의 작가는 모마(MoMA), 구겐하임

1 아트프라이스 리포트 2014-2015, 
https://www.artprice.com/artprice-reports/the-contemporary-art-market-2014
2015/career-paths/christopher-wool-outsells-jeff-koons 

2 모마, 구겐하임, 휘트니미술관, 테이트, 퐁피두 센터, 프랑스 근대미술관, 바이엘러 재단, 베
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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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ggenheim), 테이트(TATE) 등 탑 리딩 미술관의 전시 경력을 가지
고 있었으며, 그중 50%는 해당 기관들에서 4회 이상의 전시 개최 경험
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1 참조>

| 그림 1 | 2014.6-2015.6 옥션경매 최고가 작가들의 전시이력

작가와 작품, 시장 사이의 관계성 측면에서 NFT 작가들은 예외적
인 기록을 보이는데, 21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비플(Beeple)은 
NFT 작품 창작을 <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 '모든날들
-첫 5000일'을 6930만달러(828억원)에 판매하여 낙찰액 8위에 오른 
비플3 역시 미술관 전시와 소장 기록이 없는 작가로 아트프라이스의 
분석 범위 안에서 해석되기 어렵다.4 이처럼 NFT 아트는 전통적인 
미술시장의 기준에서의 예외적인 성공사례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
술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작가들이 새로이 시장에 진출하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때문에 

3 [미술시장 완전정복] ‘NFT 제왕’ 비플은 21세기 피카소일까, 중앙일보(2022.02.04)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2/02/102891/

4 10위권 내 다른 작가들은 피카소, 바스키아, 산드로 보티첼리, 마크 로스코, 알베르토 자코메
티,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잭슨 폴록 등이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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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아트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작가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① NFT 작가와 미술시장: 비플(beeple)

비플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은 컴퓨터 공학과 출신으로 웹디자
인과 사진을 독학하여 디지털 아티스트가 되었다. TV 프로덕션이나 영
화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2007년 5월부터 5000일 동안 매일 하나씩 
작품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업로드했다.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묘사, 
대중문화나 정치에 대한 풍자, 등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진 14년의 창작
을 <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 라는 제목으로 합성한 것이 
크리스티에서 7,000만 달러에 낙찰된 작품이다. 이 작품 이전에도 비플
의 NFT 작품은 니프티게이트웨이 등의 플랫폼에서 거래되었지만 이 작
품이 비플 작품 중 최고가로 기록된 작품이다.  <Everyday 이후, 비플의 
작품 활동은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어 21년 11월 크리스티 경매에는 
NFT 작품이 아닌 미디어 영상 작품이 340억 원에 낙찰되었고, 22년 
3월 뉴욕 잭 핸리 갤러리(Jack Hanley Gallery)에서 진행한 첫 개인전
을 개최했다. 비플이 활동한 방식과 인지도를 획득한 방식은 이전의 예
술가들과는 몹시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NFT 예술의 시대에 예술과 예
술가의 정의를 확장하고 있다.

② NFT 작가와 미술시장: 케니섹터(Kenny Schachter)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 딜러, 칼럼니스트, 교수로 NFT 영
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케니 섹터는 NFT 아트의 도입이 중
개자가 필요 없는 시장을 확장시킴으로서 많은 작가들에게 작품 판
매와 프로모션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작가가 
작품의 재판매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5.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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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30년간 음악, 미술, 디지털 영상들을 제작했다. 또한 
20년간 아트넷에 기고하면서 기사에 관련된 영상과 사진들을 자신의 
플랫폼에 게시해 왔다. 그는 오히려 예술적인 면에서는 인지도를 가
지는 작가였지만 미술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 ‘니프티게이트웨이(Nifty Gateway)’라는 플랫폼을 통해 
NFT 작품을 게시하고 판매하게 되면서 작가로서의 그의 인생은 큰 
전환기를 맞는다. 케니 섹터의 NFT 작품에 대한 주목은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전시와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2021년 쾰른에 있는 
니겔 드락슬러(Naugle Draxler) 갤러리에서 <브래드크럼스
(breadcrumbs)> 전시를 기획/참여했으며 스위스 아트바젤, 쾰른 아
트페어 등지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예술은 자기표현이자 소통이며, 
다른 이의 창조물을 접하면서 나누는 대화라는 점에서 케니섹터는 
NFT 아트를 폐쇄적인 미술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소통의 확산을 가
능하게 하는 새로운 표현의 방식이라고 설명했고 이를 NFTism이라
는 전시를 통해 설명했다.6

③ NFT 작가와 미술시장: 미스터 미상(Mr. Misang)

기회의 확장과 유통구조의 변화라는 같은 맥락에서 국내 작가인 미스
터 미상 역시 NFT 아트로의 진입이 작가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이던 미스터 미상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
작한 것은 21년 3월 ‘오드드림(Odd Dream)’이 판매되면서이다. 미스
터 미상 역시 유명 미술관 전시 경험이나 국제 비엔날레 참가 경험은 

5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KAMA conference “미술시장과 온라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
해’ https://www.youtube.com/watch?v=hV_m-4yxSjU&t=639s (22.6.18)

6 권은용, 미술시장의 다양한 참여자가 바라보는 NFT의 현재와 미래, 예술경영 480호, 2022. 
4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542
&page=1&c_idx=85&searchString=&c_idx_2=  (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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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했으나 이 작품은 14.7이더(한화 약 2,680만원)이었으며 이후 열풍
에 힘입어 차기작인 ‘머니팩토리(Money Factory)’는 200이더(한화 약 
11억 2천만 원)에 거래7 된다. 2020년 국내 옥션 낙찰 작품 중 10억 
이상, 15억 미만의 작품들이 김환기, 이중섭, 이우환의 작품들임을 감안
했을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기록이다. <그림 2 참조>

작가명 작품명 낙찰가 비고

김환기 항아리와 날으는 새 10억7천 케이옥션

이중섭 아버지와 장난치는 두 아들 11억 서울옥션

김환기 Where I lived 14억 서울옥션

| 그림 2 | 2020년 옥션 낙찰 작품 중 10억 이상 작품

미스터 미상의 작품들은 NFT 아트와 플랫폼이 가지는 특성들을 전략
적으로 활용한다. PFP 프로젝트인 <GhostsProject>는 다수의 매체에 
소개되었다. <Modern Life is Rubbish>에서는 랜덤 텍스트 풀에 트위

7 https://mrmis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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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벤트 댓글을 넣어서 참여자가 온체인으로 프로젝트에 흔적을 남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니프티게이트웨이(Nifty Gateway)에서 선보
인 <Masked Workers>는 플랫폼의 로직을 활용하여 카드팩 형태로 작
품을 판매하고 콜렉터에게 수집에 따른 보상을 제공한다. 어떤 작품에서
는 하나의 시리즈로 제작된 연작에 각각 사운드를 부여하여 전체 시리즈
를 수집하면 완성된 하나의 곡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두기도 했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세계관, 지속적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플랫폼의 특성과 기술을 접목한 확장이 그의 작품을 커뮤니티와 연결하
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3) NFT 아트를 위한 거래 플랫폼

미술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시장은 
창작가(작가)가 생산한 작품이 갤러리를 통하여 거래되는 시장을 지
칭하며 2차 시장은 1차 유통자 즉 갤러리를 통하여 거래된 작품이 
2차 유통자(옥션, 갤러리 등)를 통해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시장을 말
한다.8 1, 2차 시장 모두 매개자를 통해서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작
가는 판매자가 될 수 없다. 반면 NFT 아트의 등장과 작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공사례들은 미술품 거
래를 위한 유통 구조의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가장 대표
적인 플랫폼은 오픈시(OpenSea)이다. 오픈시는 월 거래액 1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 NFT 거래소로 NFT 아트뿐만 아니라 음악, 게임, 
부동산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오픈 플랫폼이다. 시간이 지
나면서 질적 제고를 위한 심사기능을 가진 플랫폼들이 등장했다. 수
퍼레어(SuperRare),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는 모두 자
체 심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인지도가 높은 작가들의 작품을 큐

8 김성혜, 「21세기 미술품 경매의 유통 구조 확장 양상 : 경매 외 유통 경로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현대미술학 논문집』,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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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을 통해 전시하고 트렌디하게 소개한다. 크리에이터와 커뮤니
티와의 적극적 관계성이 강조되는 NFT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와 
초대 기반으로 운영되는 파운데이션(Foundation)도 주목받는 플랫
폼이다. 

수퍼레어의 큐레이션 페이지  파운데이션의 큐레이션 페이지

| 그림 3 |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NFT 플랫폼

위와 같은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하여 작가들은 NFT 아트의 등장
을 새로운 기회이자 시스템의 시작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변화는 갤
러리에게도 동일한 변화로 적용했다. 전통적으로 갤러리는 유통을 위
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프로모션과 인터내셔널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된다. NFT 아트가 도입되면서 갤러리는 두 가
지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하나는 기술적인 파트너이
다. 작가가 NFT 작품 제작을 위한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때, 갤러
리는 최적의 파트너를 작가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례로 
쾨닉 갤러리의 주요 작가인 카탈리나 그로세(Katharina Grosse)는 
NFT 작업을 하면서 손끝으로 작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
이 접목된 인터렉티브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싶어 했고 에르빈 부름
(Erwin Wurm)은 에니메이터가 필요했다. 이때 파트너를 찾는 것은 
갤러리의 역할이다. 

두 번째 역할은 NFT를 위한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쾨닉 갤러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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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플랫폼(MISA)을 개발했고 전통적인 작품들과 같이 NFT 아트
를 프로모션하고 있다.9 같은 맥락에서 페이스 갤러리(Pace 
Gallery)는 21년 페이스 버소(Pace Verso)라고 하는 독자적인 플랫
폼을 론칭하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루카스 사마라스의 
<XYZ> 시리즈, 글렌 카이노의 <인비저블맨>, 돈 디아블로와 스튜디
오 드리프트의 <블록 유니버스>등을 선보였다. 갤러리들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뷰잉룸을 제작하는 등 온라인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이었
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론칭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에 대
한 정보 수집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소비자 안에는 
전통적인 고객만큼이나 암호화폐의 큰손들, NFT 투자자들이 포함되
어 있다. 젊은 콜렉터들은 점점 온라인에서의 소비에 익숙하고 아트
마켓 리포트 안에서 온라인 매출의 비중이 매년 증가세에 있다. 콜
렉터에 대한 분석만큼 의미 있는 것은, 이 플랫폼이 디지털 네이티
브, NFT 네이티브 독자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개개인과 연
결하는 툴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NFT 아트에 있어서 커뮤니티는 구
매자의 데모그래픽만큼이나 필수적이다.10

페이스 갤러리의 버소 쾨닉 갤러리 미사 아트

| 그림 4 | 갤러리에서 운영하는 NFT 플랫폼

9 권은용, 예술경영 재인용.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542&
page=1&c_idx=85&searchString=&c_idx_2= 

10 권은용, 예술경영 재인용.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542&
page=1&c_idx=85&searchString=&c_idx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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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고에서는 미술시장에서의 NFT 아트를 작가와 플랫폼의 사례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작가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NFT 아트는 
예술과 예술가의 범위에 대해 다른 범례들을 제공한다. NFT 아트는 케
니섹터처럼 기존에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게도 
기회일 수 있지만 비플이나 미스터 미상처럼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씬 
이외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유통질서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1차, 2차 시장 구분에 벗어나는 독자적인 플랫
폼을 등장시킴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 가능성은 비단 기존
의 게이트 키퍼인 갤러리가 부재한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이것이 
기존 갤러리의 역할을 더욱 고도화하고 새로운 방향을 진화시키면서 새
로운 협력 구조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새로 등장한 플랫폼들 NFT 
아트에 대한 논의가 시장의 숫자에 머무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주제들
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추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하는 주제들이다. 첫 번째는 새로운 
미학의 필요성이다. 현재는 NFT 아트, 가상과 디지털 아트 작품들은 실
재 세계의 재현을 위한 디지털 버전으로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브리드를 거쳐 현재와는 별개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디지털 아
트와 문화가 이행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방식의 창작과 소비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NFT의 탈중앙화에 대한 고민이다. NFT의 가장 큰 특성을 
탈중심, 탈중앙화로 정의하지만 사람들이 블록체인으로 몰려들면서 조
합과 단체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탈중앙화된 기관’을 표방한다. 거버넌
스라든지 경제력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
미 역학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라이좀
(Rhizome)은 카디스트(Kadist)와 함께 이 주제를 놓고 ‘Speculative 
Values’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가상화폐 실험에서 문화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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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만들어내고 대중의 필요를 충족하며 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하
는 기존의 거버넌스 모델과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21년 황금빛 예언들과는 달리 22년 NFT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은 않
다. 미술시장의 거품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와 더불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부각되면서 투자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NFT 아트와 미술시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현재 진행 중
이며 이것이 2020년 이후 활성화된 최신의 현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부분 시간을 통해 검증되거나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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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spectives on NFT art and art market

Eun Yong Kwon
Korea Arts Management, Visual Art Support Team

Manager
1

Recently, the method of contacting and purchasing NFT art has 
been popularly evolving, and various prospects and predictions for 
NFT art have emerged. The discussion of NFT art is mainly a hot 
topic in terms of market size, profit, and sustainability. As the 
transition to digital accelerated after COVID-19, almost all genres 
of culture and arts faced a forced transition with the topic of 
combining digital and technology, but in terms of profitability, it 
was generally difficult to guarantee positive continuity. On the 
other hand, the combination of art and blockchain, and the new 
distribution method called NFT,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by 
causing fundamental changes that lead to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continuity through profit creation, and even genre 
expansion of visual art. The discourse on NFT and the art market is 
a recent phenomenon and is being discussed focusing on statistics 
and numerical reports through data from newspapers and 
art-related research institutes rather than academic analysis or 
research. However, discussions related to NFT art should be 
consider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incorporation of 
technology and art, changes in distribution methods, and changes 
in creative methods according to media changes, not just short 
stories of phenomena such as high prices and winning bids.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impact of changes in creators 
and distribution methods.

Keywords NFT art, art market, online platform, artist promotion, ar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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