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F Lumino 네트워크 및 RIF 결제의 더 넓은 비전 
 
RIF Lumino 네트워크는 RSK에 런칭한 첫 번째 오프 체인 상태 채널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또한 사용자가 Lumino, 라이트닝 및 Raiden과 같은 여러 블록체인 간의 오프 체인 네트워크와 
완벽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할 RIF 결제라고 불리는 더 넓은 비전의 주춧돌이기도 합니다. 
 
RIF Lumino는 빠르고, 신뢰할 수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작용하며 저렴한 수수료로 
RSK에 배치된 모든 토큰의 오프 체인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RIF Lumino는 세계 금융 
통합으로 향하는 길을 지원하는 RIF의 첫 번째 결제 네트워크가 될 예정입니다. RIF 
Lumino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자 하신다면 
https://explorer.lumino.rifos.org/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IF 결제는 진정한 전 세계의 금융 통합을 달성하게 확장될 수 있는 빠르고 저렴한 피어 투 
피어 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를 가진 프로토콜의 한 묶음입니다. 
 
 
RIF 결제는 다음 세 가지의 주요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RIF 결제 풀: 서로 다른 결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추상화 레이어를 생성하여 
토큰 간의, 그리고 네트워크 간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2. RIF 결제 라이트: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보안과 분산화를 희생하지 않고도 RIF 결제 
풀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3. RIF 결제 거래소: 이 프로토콜은 인트라 토큰 환율을 발견할 수 있게 사용되어, 노드가 
여러 가지 기준 중 결제의 점수, 환율, 그리고 수수료에 기반하여 결제 경로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결제 경로 지정을 크게 최적화할 것입니다. 

 

https://explorer.lumino.rifos.org/


RIF 결제 풀 
 
이 프로토콜은 RIF Lumino, 라이트닝 네트워크, Raiden과 같은 많은 결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추상화 레이어를 제공합니다. 
이는 또한 초기에 지원되지 않던 다른 결제 네트워크를 RIF 결제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모듈의 주요 목표는 사용자의 비공개 키를 저장하고 외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RIF 결제 풀은 다음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요소 설명 



비공개 키 저장소 사용자 비공개 키를 저장하는 보안 구성 
요소 

블록체인 및 거래 추상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온 체인 거래를 
생성할 수 있게 함 

키 없는 노드 서로 다른 결제 네트워크와 작용하나 사용자 
비공개 키를 저장하지 않는 노드 

 
 
 

RIF 결제 라이트 
 
이 모듈은 RIF 결제 풀을 위해 완전히 안전하고 분산회된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수 있는 필수 
프로토콜과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구성 요소 설명 

모바일 월렛 사용자 비공개 키를 저장하는 보안 구성 
요소 

시그니처(서명) 미니 드라이버 서로 다른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을 위한 
거래에 서명하는 책임을 맡는 구성 요소. 
이는 새로운 드라이버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게 플러그인 모듈이 될 예정입니다. 

키 없는 RIF 허브 서로 다른 결제 네트워크와의 채널 유지를 
책임짐. 사용자 키를 저장하지 않음 

리포터 이 문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  

 
 
 

리포터 
 

 
 
리포터는 사용자의 보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리포터는 다음 두 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워치타워: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온체인 거래를 발행하여 내재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예: RSK,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이벤트를 감지하고 이러한 이벤트에 
반응하는 것을 책임집니다. 예를 들자면 워치타워는 채널이 마지막 잔액 메시지가 
아닌 메시지로 일방적으로 닫혀 버리는 경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 알림: 라이트웨이트 클라이언트에 채널 열림, 채널 닫힘 및 계정 잔액 변화 등 
블록체인 내 발생하는 서로 다른 이벤트에 대한 알림 통보를 책임집니다.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여러 가지의 알림 세트를 쿼리하여 라이트 클라이언트와 잘 호환되지 
않는 블록 체인 내 거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 
RIF 결제 프로토콜은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라이브러리의 묶음으로 여러 가지 오프 
체인 결제 네트워크와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RIF 결제의 주요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 채택과 네트워크 간 및 토큰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여 생태계의 
안티프래질 기능 및 모두를 위해 더 혁신적이고, 평등하고 통합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제 용례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