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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사항 

이 백서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백서에서 제공하는 진술이나 결론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표현과 보증(구두 표현, 법적합의 
또는 기타 사유를 막론하고)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 상품성, 특정 목적에 적합성, 적합성, 권리 또는 권리 불침해와 관련된 모든 표현이나 보증  

● 본 문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음, 그리고 

● 해당 내용이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당사는 이 백서 내용을 사용, 인용하거나 그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피해(직접적, 간접적, 
결과적, 또는 다른 종류의 손실이나 피해를 막론하고)에 대해 피해 발생의 가능성을 조언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제3자 데이터 및 산업 출판물에 대한 인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인식하고 있는 한, 이 
백서에 복제된 내용은 정확하며 여기에 포함된 가정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에 복제된 정보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획득했다고 생각하지만, 당사는 이 백서에 인용된 제3자 출처의 정보나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증받지 않았으며 해당 출처가 의존하는 기본 가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서의 발행일 현재 개발 중인 플랫폼 이외에 토큰의 알려진 또는 예정된 미래의 사용은 없습니다.  

당사는 토큰의 향후 성능이나 가치에 대해 고유 가치 약속, 결제 약속 및 토큰이 특정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보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향후 기여자는 당사 사업 및 ERC-20 호환 토큰의 획득, 저장 
및 전송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는 한, 토큰 판매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토큰은 증권으로 성립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토큰은 회사의 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토큰은 플랫폼에 대한 미래의 사용 목적으로 판매되며 토큰 판매 중에 받은 수익금은 
회사가 자신의 비즈니스 및 기반 기술 인프라 개발에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는 사업 설명서나 공개 문서가 아니며, 어떠한 관할지에대한 투자 또는 금융 상품의 판매 제안 또는 
구입 제안 요청이 아닙니다. 토큰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여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획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백서의 내용에 대해 규제 기관의 심사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관할지의 법, 규제 요건 또는 
규칙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백서의 발행, 배포 또는 보급은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규제 요건의 준수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토큰 판매 참여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며 귀하의 기여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 기여금을 보내기 전에 토큰 판매 참여의 위험에 대해 읽고 
이해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큰 판매 및/또는 토큰은 해당 토큰의 소유권, 사용, 양도 가능성 또는 소유에 대한 잠재적 제한을 포함하여 
규제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이나 기타 관할 당국은 규제 요건 또는 기타 정부나 기업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가 토큰 판매 및/또는 토큰의 기능성에 대한 역학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사는 토큰 판매 역학 및 토큰 발행이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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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망 진술에 관한 주의 

이 백서는 당사의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치와 관련된 미래 전망 진술이나 정보(통틀어 “미래 전망 
진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미래 전망 진술은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기대한다”, “예상한다”, “목표로 한다”, “추정한다”, “의도한다”, “계획이다”, “모색한다”, “믿는다”, 
“잠재적인”, “계속된다”, “~이다/~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러한 단어의 부정어 또는 미래 전망 진술을 
식별하기 위한 기타 유사한 표현에 의해 식별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재무 상태, 사업 결과, 비즈니스 
전략, 재무 요구 또는 토큰 판매의 결과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미래 사건과 재무 추세에 관한 현재의 
예상을 근거로 이러한 미래 전망 진술을 해 왔습니다.  

이 백서는 이 문서에 언급한 사안과 관련된 진술뿐만 아니라 당사가 제안하는 운영 모델과 관련된 미래 전망 
진술도 포함합니다. 이 모델은 당사의 목표를 말할 뿐이며 미래의 사업 결과에 대한 예측,계획 또는 예상이 
아닙니다. 

미래 전망 진술은 당사의 경험과 역사적 추세 인식, 현재 상황과 예상되는 미래 발전 및 당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요인에 비추어 당사가 세운 특정 가설과 실행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위험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 포함된 미래 전망 진술은 당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에 
기반하지만 실제 결과, 성능, 실적 및/또는 경험이 미래 전망 진술에서 표현하거나 암시하거나 인지한 
기대치와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 가정 및 기타 요인이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위험을 
감안할 때 토큰 판매에 대한 가망 참여자는 이러한 미래 전망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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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부: 상황과 비전 

당사 팀의 메시지 

본 문서에서는 루트 인프라 프레임워크 토큰(이하 “RIF 토큰”이라 칭함)과 루트 인프라 프레임워크 개방형 

표준(“RIFOS”)를 소개합니다.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하듯이, RIFOS는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의 

전반적인 채택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또한 기존 및 향후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분권형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솔루션을 실제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돕고 

지원하기 위한 표준이기도 합니다.  

이 문서는 기술 자료라기보다는 당사의 비전과 비전의 이행을 기약하는 방법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당사는 

기술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별도로 작동하는 제품을 보여 주는 것이 당사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개척자라는 RSK Labs의 명성이 바로 당사의 방식이 옳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당사의 과학 책임자 Sergio Demian Lerner가 2015년 11월에 발행한 첫 번째 RSK 기술 백서(“RSK 

Technical Whitepaper”)는 사이드 체인을 병합 채굴과 함께 사용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보호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첫 번째 스마트 계약 플랫폼(“RSK 스마트 플랫폼”)을 설명했습니다. 이 

백서는 여기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 이후 당사 팀은 계속해서 해당 초기 비전을 제공해 왔으며, 2017년 5월에는 테스트 넷 

버전을, 2018년 1월에는 베타 메인 넷 버전을 공개하였습니다. RSK 스마트 프로토콜의 현재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rsk.co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RSK 스마트 프로토콜은 글로벌 커뮤니티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국제 팀이 이끄는 글로벌한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초기 비전이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는 이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당사의 비전과 동기를 공유하는 데 집중하며, 

당사의 커뮤니티가 이로부터 영감을 얻고 당사의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사의 목표는 

원대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는 RSK Labs가 이룬 성과를 활용하여 더 많은 것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당사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사는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다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 세계의 훌륭한 당사 커뮤니티의 지원과 기여에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uploads.strikinglycdn.com/files/90847694-70f0-4668-ba7f-dd0c6b0b00a1/RootstockWhitePaperv9-Overview.pdf
http://www.rs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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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 Labs 및 RIF Labs 팀 올림 

배경 

지난 30년 간 세계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정부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커다란 변혁을 경험하였습니다. 

인터넷은 당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 서로 소통하는 방법,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 혁명”은 세계 전체에 공평하게 분포되지 않았습니다. PEW 

Internet에 따르면 2016년 인터넷 침투의 전 세계 중간값은 67%였으나, 선진국과 신흥 경제권은 아래 

그래픽에서 보듯이 판이한 비율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은 이러한 격차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기술에 대한 평등한 액세스가 전 세계에 미칠 놀라운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이루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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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은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전 세계의 모든 개인이 가치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치 교환은 여전히 소수의 단체, 다시 

말해서 은행, 정부 및 기타 금융 중개 기관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분산 합의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분산 합의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이 2009년 탄생한 이후 정보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가치 교환에도 실제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집중형 

당국, 통제 주체 또는 금융 중재자의 개입 또는 간섭 없이 개인과 단체 사이에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통 

2009년 이후 당사는 금융 서비스, 물류 및 전자 상거래 등 기술 분야와 주요 산업에서 비트코인과 기타 

대중적인 개방형 분산 블록체인 생태계가 세계적인 파괴력을 갖게 될 만큼 성장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많은 사람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이 1990년대 말 인터넷의 

영향과 동일할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매우 획기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혁신과 파괴의 

잠재력은 미래에 창출될 수 있는 가치의 대리인으로서 비트코인(BTC) 시장 가치의 기하급수적 성장의 

근본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폭 넓은 채택 달성과 진정한 변혁의 규모에 완전히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성장통을 드러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통을 다음 세 가지 주요 분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 비즈니스 로직 기능 

• Ethereum Network와 이 네트워크의 가반 통화인 Ether(에테르) 또는 ETH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 상태 기반 스마트 계약에서 제공하는 분권적이고 풍부한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기 위한 

가용성과 지원의 부재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 Ethereum의 시가 총액은 설립 이래로 0에서 1천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의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가장 큰 인프라, 가장 안정된 소프트웨어, 가장 높은 가동 시간, 가장 

넓은 전 세계의 채택, 가장 높은 시가 총액, 가장 큰 유동성, 그리고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영향과 함께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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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날 가치 저장과 양도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권형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트랜잭션 처리량(즉, “규모 확장 문제”) 

•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몇 가지 딜레마를 겪어 왔는데(그 중 몇 가지는 다른 요소들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트랜잭션 처리량을 확장하는 방법을 찾는것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 현재 비트코인의 분권화된 안전한 트랜잭션 결산 네트워크는 초당 3~6건의 트랜잭션(TPS, 

Transaction per second), 다시 말해서 연간 1억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정도 속도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사용자 약 천만 명의 결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Ethereum 네트워크는 이와 관련해 몇 가지를 개선했지만 이러한 개선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처리능력을 3배 정도만 확장이 가능하며, 이 정도로는 개방형 분산 블록체인 기술의 폭 넓은 

채택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통적 개발자, 회사 및 최종 사용자들이 겪는 구현의 어려움 

• 블록체인 산업은 아주 젊은 생태계로서 이제 막 기반 기술의 실제 사용 사례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일부는 전통적 개발자와 회사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자신의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포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산업은 마치 문제점을 찾는 해결사처럼 보입니다. 당사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던 이들이(특히 개발자 및 회사 등) 분산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발자, 회사 및 최종 사용자가 자신의 현재 세계를 분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쉬운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이 놀라운 변혁의 기술을 폭 넓게 채택하는 길에 실제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중요한 이유?  

이러한 점이 중요한 이유는 당사가 비트코인과 해당 분산 블록체인 기술이 가치 저장과 양도를 위한 

네트워크의 새로운 분권화되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초가 될 잠재력을 가졌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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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분산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10년에 걸쳐 수십억 명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가치의 

인터넷이니까요.  

제안 솔루션: 루트 인프라 프레임워크 개방형 표준(Root 

Infrastructure Framework Open Standard, “RIFOS”)  

가치 저장소인 비트코인과 스마트 계약 처리 프로토콜인 RSK 스마트 프로토콜의 결합으로 범용(즉, 튜링 

완전) 스마트 계약의 기능과 RSK 스마트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증가된 트랜잭션 속도를 사용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분산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해소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RSK 스마트 

프로토콜의 스마트 계약과 확장 기능을 활용하여 분산 블록체인 서비스의 폭 넓은 표준 채택을 유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개발자들이 이처럼 훌륭한 기술을 활용하여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당사의 생태계로 

유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몇 가지 주요 장애를 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2017년 중반,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는 모든 “코어”, 당사가 구축하고 있던 프로토콜 수준 기술 

및 분산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는 세계 전역의 개발자의 요구 간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찾는 방법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당사의 대규모 개발자 커뮤니티와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거쳐,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당사는 다음을 포함한 분권형 인프라용 프로토콜, 규칙 및 인터페이스의 통합된 세트를 개발하여 

제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데이터 저장소, 안전하고 인증된 통신, 

데이터 피드(예: Oracle), 이름 확인 및 결제 처리:  

(i) 이 분권형 인프라 서비스의 대부분은 토큰 하나만 이용하면 사용 가능  

(ii) 개발 스택은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개방될 수 있음, 그리고  

(iii)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도 RSK 스마트 

프로토콜 상에서 원활하게 실행되고 통합될 수 있음  

당사는 이 솔루션을 루트 인프라 프레임워크 개방형 표준, 일명 RIFOS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서비스 및 기능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토큰을 루트 인프라 프레임워크 

토큰, 일명 RIF 토큰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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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솔루션은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고자 하지만 기반 기술을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개발자들에 대한 장애를 줄임으로써 RIFOS와 증가하는 RIFOS 사용자 기반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어떤 

제3자라도 제공할 수 있는 분산 인프라 서비스의 공정한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방식은 만약 

성공한다면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와 개발자를 통해 최종 사용자의 분산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금융 포용의 맥락에서 본 RIFOS 

금융 포용은 항상 당사가 깊이 공감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우리 모두가 

연속적인 경제 위기와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없는 정부가 존재하고 소외되는 문제를 직접 겪은 세계 여러 

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인구 중 소수만이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개선의 기회가 방대하고 전역적인 세계 전역의 신흥 경제권에서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는 스마트 계약의 기능성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 및 폭 넓은 네트워크 영향과 결합할 때 금융상 

소외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세계 전역의 개인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IFOS는 많은 다른 용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이지만, 당사는 RIFOS의 

창시자이자 초기 개발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영향과 초점을 유발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된 범위를 가져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체로서 당사는 금융 포용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 사례와 응용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의 목표는 분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상 소외된 세계 전역의 

수백만 개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비전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비전이 길고 어려운 여정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당사 팀과 파트너 

및 당사의 기술을 완전히 확신하며, 당사의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지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당사는 모든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용 사례 또는 기타 RIFOS 호환 인프라 서비스에는 제한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역할은 이 문서에 명시하였듯이 RIFOS의 비전을 촉발하고 RIFOS의 초기 버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당사는 당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더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를 동참시키게 됨에 따라 

RIFOS 아키텍처에 다른 역할이 추가되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RIFOS는 동일한 기반 기술과 생태계를 활용하면서도 매우 폭 넓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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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제공하도록 제안하는 내용 

RIFOS는 인프라 서비스를 미리 제공할 필요 없이 분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만든다는 목표를 가진 다층 개발 스택으로 설계될 것입니다. 당사는 

개발자들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RIFOS 프로토콜의 기반 아키텍처와 호환된다면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완벽하게 RIFOS 생태계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을 설계함으로서 이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서비스는 개발자들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제3자나 당사가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스택뿐만 아니라 RIFOS의 개별 구성 요소도 이 프로토콜의 생태계 내에서 

자신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잠재적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특히 

당사 프로토콜은 더 많은 단체가 RIFOS 생태계에 합류함에 따라 거기서 이익을 얻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네트워크 영향과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할 것입니다.  

RIFOS의 심장부에는 RIF 토큰이라는 새로운 유틸리티 토큰이 있습니다. RIF 토큰은 RSK 스마트 

프로토콜에서 실행하는 일련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생성되고 배포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II부: 토큰 

판매” 참조) 

RIFOS 주요 구성 요소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가 모두 그렇듯이, RIFOS가 제안한 설계의 한 가지 특징은 RIFOS 상에서 자신의 

인프라 서비스를 통합하고 배포하고자 하는 제3자 서비스 공급자가 당사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 또는 RIFOS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향후 이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RIFOS 사용자 기반에 더 강력한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 프로토콜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RIFOS의 설계 원칙을 준수하는 모든 구성 요소(당사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는 다른 주체와 완벽하게 

상호 운용하고, 생태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고, 사용자와 기업에 대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 팀은 당사가 금융 포용을 목표로 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당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음과 같은 코어 구성 요소 세트를 식별했습니다.  

- 비즈니스 로직 실행 보호(스마트 계약), 

- 확장 가능한 고속 결제 처리(온체인 및 오프체인)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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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형이고 안전하고 사람에게 의미 있어야 한다는 Zooko의 원칙에 부합되는 별칭 시스템(이름 

지정 서비스) 프로토콜1 

- 암호화된 중복 데이터 저장 프로토콜, 

- 안전한 블록체인 인증 P2P 통신 프로토콜, 

- 데이터 게이트웨이 피드 프로토콜, 

- 표준 API 및 개발 언어 라이브러리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완벽한 코어 앱 및 인프라 

통합, 

- 서비스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태계 내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원시 토큰(RIF 토큰), 

- RIF 토큰을 사용 수단으로 수용하고 RIF 토큰에 초기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완전하게 통합된 

RIFOS 호환 서비스(이름 지정 서비스 / 디렉토리 서비스) 이 첫 번째 인프라 서비스는 RIFOS와 

자신의 서비스의 통합을 추구하는 제3자 개발자를 위한 개념적 증거이자 모델의 역할도 합니다. 

요약하면 당사의 목표는 제3자 개발자가 해당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RIFOS 생태계에 새 구성 요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API 문서와 함께 프로토콜 세트로 구성되는 개방형 표준 인프라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는 프로토콜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 증명을 나타내는 

초기 작동 인프라 서비스(예: 위에 언급한 이름 지정 서비스 / 디렉토리 서비스)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 적용범위를 바탕으로 RIFOS는 다음과 같이 구축될 것입니다. 

                                                      

1 https://www.linkedin.com/pulse/understanding-identity-blockchain-context-zookos-triangle-john-

lilic/  

https://www.linkedin.com/pulse/understanding-identity-blockchain-context-zookos-triangle-john-lilic/
https://www.linkedin.com/pulse/understanding-identity-blockchain-context-zookos-triangle-john-li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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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1은 RIF Labs의 개념 증명 이름 지정 서비스 / 디렉토리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RIF 토큰 유틸리티 및 RSK 스마트 비트코인(‘RBTC’)과의 공존 

RSK 기술 백서(위의 I부에서 언급한)에서 설명한 대로 RSK 스마트 프로토콜은 스마트 

비트코인(‘RBTC’)이라는 고유 토큰을 핵심 요소로 사용합니다. 이 RBTC는 BTC와 1:1로 교환되며, 이는 

RSK 스마트 프로토콜 채굴자가 자신의 자원을 네트워크에 할당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기반 

메커니즘은 당사가 RIFOS를 구현한 후에도 변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며, RBTC는 RSK의 스마트 

프로토콜의 고유 토큰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면에, RIF 토큰을 사용하면 RSK 스마트 프로토콜 상에 구축된 모든 RIFOS 서비스(오프체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그래프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서비스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진한 파란색 상자 안에 

회색 텍스트로 표시됨).  

요약하면 RBTC는 RSK 스마트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스마트 계약 처리에 대한 결제를 위해 계속 사용될 

것이고, RIF 토큰을 사용하면 RIFOS에 통합된 모든 인프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BTC는 물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스택의 하위 레이어에 대한 트랜잭션 처리에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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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 스마트 프로토콜을 당사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레이어로 선택한 이유? 

RIFOS의 주요 구성 요소는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 상에서 실행하는 모든 프로토콜과 서비스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스마트 계약 레이어입니다. 당사는 RSK 스마트 프로토콜을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레이어로 사용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큰 장점이자 전체 생태계에 이익이 되는 

전략적 결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1. 비트코인 친화적 

당사는 비트코인을 신뢰합니다. 당사는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비트코인 개척자들의 유산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튜링 완전 스마트 계약 수용 기능의 부재는 비트코인이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RSK 스마트 프로토콜은 BTC와 

1:1로 교환되는 RBTC를 핵심 요소로 사용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실행하는 2-way 교환 

스마트 레이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RSK 스마트 프로토콜은 사전 채굴된 코인을 주조하지도 

않고 포함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투기 가치가 없으며 

비트코인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완전히 연계합니다. 

2. 보안 우선 

프로토콜의 상위 레이어에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당사는 보안에 관하여 

크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당사 사용자는 당사 생태계 내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보안은 금융 포용을 다룰 때 훨씬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RSK 스마트 

프로토콜은 병합 채굴에 의해 보안이 유지됩니다. 즉, 비트코인 전용 채굴자와 비트코인/RSK 병합 

채굴자가 연계된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 사용 방지 및 결제 완결성 면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유사한 

보안 수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way 교환 보안은 처음에는 연방 비트코인 소유물 관리인에 

의존하겠지만, 당사는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보안 절충을 수락하자마자 자동 교환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확장성 

확장성은 트랜잭션 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하고 일상 트랜잭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RSK 스마트 프로토콜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훨씬 능가하여 확장할 수 있음(초당 최대 

100트랜잭션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20배, 그리고 Ethereum 블록체인의 현재 용량의 최소 5배)을 

이미 보여 주었으며, 그러면서도 저장소 및/또는 대역폭 사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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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시 결제 

금융상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분권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빠르고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는 대부분의 블록체인이 오늘날 경험하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야만 달성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의 Lightning Network와 Ethereum의 Raiden 같은 

솔루션이 큰 주목을 받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RSK Labs는 Lighting과 유사한 네트워크의 고유 버전(Lumino 결제 프로토콜) 상에서 가동해 왔으며 

RSK 스마트 프로토콜의 신중하게 선택된 매개변수와 새로운 이론적 프로토콜(DECOR+GHOST 

등)을 사용하여 평균 10 ~ 30초 간격으로 낮은 스테일 블록 비율로 추가적인 중앙집중화 보상 없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블록 생성 간격이 빠르면 오프체인 결제 네트워크에 사용 가능한 경로가 

없는 경우 새로운 결제 채널을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므로, 정체 시에도 오프체인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지만, 당사는 RSK Labs의 방식이 결국 이러한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RIF Labs는 Lumino 결제 프로토콜의 추가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결국 이 프로토콜을 RIFOS에 통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5. DApp 개발자들에게 존속 가능한 대안 플랫폼 제공 

끝으로 당사가 분권형 응용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아주 큰 한 가지 이유는 분권화가 시스템 회복성과 

선택의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DApp 개발자들이 솔루션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포하기 위한 대안 옵션은 아주 적습니다. 당사는 RSK 스마트 프로토콜을 당사의 기반 

기술로 사용하여 이미 구축된 극소수의 DApp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전체 

생태계를 돕고자 합니다. 이는 승자독식 방식이 아니며,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블록체인과 

개발 생태계가 다수 존재한다면 산업계 전체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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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부: RIF Labs 

RIF Labs의 역할  

RIF 토큰과 RIFOS 개발 및 프로모션은 지브롤터의 신설 보증책임회사 RIF Labs Limited(이하 “RIF 

Labs”로 약칭함)가 관리할 것이며, 이 회사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고 토큰 판매 후 독립 자문 기구를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RIF Labs의 목표는 RSK Labs가 이미 이룩한 성과를 기반으로 RIFOS 생태계를 더욱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RIF Labs는 장기적 독립성과 초점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 기반 단체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개방형 분권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 촉진과 개발. 

우선적이지만 배타적이지 않은 초점은 소위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과 관련 

기술의 촉진과 개발, 그리고 RIFO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촉진과 지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RIFOS 프로젝트와 생태계의 시작과 발전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RIF Labs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장기적 거버넌스 구조를 확실히 유지하고 RIFOS 비전 달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RSK Labs의 역할 

RSK Labs는 RIFOS 시작의 일부로, 그리고 RIF Labs가 RSK Labs의 안전한 비즈니스 로직 실행 구성 

요소(RSK스마트 프로토콜 레이어) 및 확장 가능한 고속 결제 처리(Lumino 결제 프로토콜) 상에서 추가 

구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체의 RSK 관련 IP, 브랜드 및 지식을 모두 RIF Labs에 위임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RIF Labs는 생성될 총 RIF 토큰 중 일정 비율과 교환하는 조건(RFIFOS 프로젝트에 대한 RSK 

Labs의 팀의 장기적인 약속을 보상하는 주식선매권 제공 포함)으로 RSK Labs의 모든 자산과 사업을 

획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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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FOS 개발에 공헌한 RIFS Labs의 활동 

RIF Labs는 RIFOS의 작성과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큰 판매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여 제3자 인프라 서비스 공급자와의 관계 확립, 자신의 특정 솔루션과 통합하고자 하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특히 금융 포용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자) 지원 및 RIFOS와 RIFOS의 장점에 

관한 세계적인 인식 제고 등 이 프레임워크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채택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당사의 목표는 가능하면 많은 제3자 인프라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공급자를 RIFOS와 통합하도록 

도와서 결국 RIFOS가 다음과 같은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 D1은 RIF Labs가 시작할 개념 증명 이름 지정 서비스 / 디렉토리 서비스를 가리키지만, RIFOS 내에서 같은 프로토콜로 실행하는 다른 인프라 

공급자의 유사한 서비스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RIFOS는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과 프레임워크이므로, RIF Labs는 프로토콜의 진화 또는 개발이 위의 

도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그러한 진화와 개발을 당사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당사는 제안된 초기 프로토콜 구성 요소 또는 초기 디렉토리 서비스의 적용범위와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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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어떠한 선언이나 약속도 하지 않으며 보증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RIF Labs는 이러한 개발 

시책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인프라,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RIFOS가 위의 차트와 같은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RIF 토큰을 획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차트는 단지 프로토콜의 향후 예상되는 아키텍처의 예로 제공한 것입니다. 

RIFOS와 첫 번째 인프라 서비스(예: 디렉토리 서비스) 개발 외에도 RIF Labs는 당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기관과 개발자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당사가 

집중하려는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과 같은 목표로 지역 지원 센터, 창업기획자 및 대학과 협력하여 전 세계에 걸친 “블러섬 

네트워크2”의 형성을 촉진: 

- 지역 연구 개발 허브의 설립 지원 

- RIF Labs가 장려하고자 할 수 있는 특정 사용 사례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 포상 및 상금 

개설 

- RIF Labs의 목표와 일치하는 유망한 신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개발자와 스타트업의 식별 

및 지원 

● 주요 지역 시장에서 RIF Labs의 지역 사업활동 확장 및 RIFOS 생태계를 홍보 및 지원하는 금융 

혁신 허브 선택 

● RIF Labs 또는 교육 파트너가 운영하는 일련의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개발자들에게 블록체인 기술, RSK 스마트 프로토콜 및 RIFOS에 관한 교육 제공 

● RIFOS 생태계를 잘 알고 이를 홍보할 통합업체, 교육 파트너, 소프트웨어 개발자, 법률 및 보안 

자문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솔루션 공급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세계 전역의 금융상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금융 기관, 정부 및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 강화 

● 세계 전역의 사용자가 RIFOS 상에서 앱을 개발 및 배포하기 쉽게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당사의 모든 프로토콜, API 및 당사가 개발할 수 있는 기타 기술을 개발 및 

유지 

● 초기에는 분권형 네트워크의 상호운용성과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 시책에 투자  

  

                                                      

2“블블블 블블블블(Blossom Network)”블 블블 블블블블 블블블블 블블블블 블블블블 블블블블블블 블블 블블 블블블 블블블 

블블블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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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부: 토큰 판매 

RIF 토큰 

RIF 토큰은 토큰 보유자가 RIFOS의 아키텍처와 호환되고 RIFOS에 통합된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고안되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로는 제3자가 개발한 인프라 서비스 및 

서비스 또는 앱을 액세스/사용하는 수단으로 RIF 토큰을 수용하는 데 동의하고 당사 프로토콜 상에 배포할 

수 있는 기타 앱이 있습니다.  

당사는 제3자 서비스 공급자가 RIF 이외의 토큰(예: 서비스 공급자 자신의 고유 토큰 또는 기타 가상 

화폐)을 수용할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지만, RIFOS와 통합하려면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RIF 

토큰을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는 모든 서비스에 걸쳐 공통인 사용 토큰 옵션이 있으면 설정을 

단순화하고 블록체인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복수의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둘러싼 왜곡을 피하여 개발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RIFOS는 RIF 토큰을 

사용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로 선택한 회사와 개발자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보너스 포인트 또는 충성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도구와 메커니즘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목적은 생태계 내에서 RIF 토큰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네트워크 영향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토큰 판매 세부정보 

초기 할당 

● RIF Labs는 토큰 생성 이벤트에서 총 10억 개의 RIF 토큰을 생성할 것입니다. 

● 이 중 약 35%-40%가 비공개 판매 기여자들에게 할당될 것입니다. RIF 토큰의 초기 가격은 BTC 

단위로 책정될 것입니다. 비공개 판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여 동의서와 문서에 공개될 

것입니다. 

● 대략 40%는 RIF Labs가 보관하고 토큰 판매 후 5년 동안 매년 1/60의 비율로 해제하여 주로 이 

문서에 나오는 대로 홍보 및 RIFOS 채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 20%는 RSK Labs의 모든 자산과 IP 획득용으로, 그리고 팀을 RIF 프로젝트에 장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수단으로 RSK Labs의 주주, 설립자 및 관리 팀에 분배될 것입니다. 이러한 토큰은 

토큰 판매 종료 후 4년 동안 매달 1/48의 비율로 해제될 것이며, 6개월의 초기 클리프(cliff)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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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000 BTC +/- 10%와 동일한 금액을 모금할 계획이지만, 15,000 BTC 또는 당사가 

수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다른 암호화폐 가치에 도달한 후 언제든지 토큰 판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RIF Labs는 토큰 공개 판매를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포상 및 조기 채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에 2100만 개의 RIF 토큰을 RIFOS의 조기 채택자에게 배정할 것입니다. 

RIF Labs와 RIFOS의 장기적 존속성 및 최종 의견 

목적 기반 회사로서 RIF Labs의 미래 수익은 RIFOS의 성장과 장기적 목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고 

재투자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RIF Labs가 성장함에 따라 잠재적 수익원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RIFOS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RIF Labs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출처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 스마트 계약 처리 수수료 수익: RSK 스마트 프로토콜은 프로토콜 상에 배포된 각 스마트 계약의 

처리와 실행을 위한 핵심 요소로 RBTC 단위의 소액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RIF Labs는 RSK 

Labs의 자산과 IP 획득의 일부로 이 수익원의 일정 비율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 비율은 

처음에는 미미하겠지만, 스마트 계약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RIF Labs에게 안정된 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b. 생태계 파트너십: RIF Labs는 RIFOS 생태계를 위한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세계 곳곳의 스타트업 

창업기획자, 지원 센터, 교육 프로그램 공급자, 이벤트 주최자 등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RIF Labs의 추가 수익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블록체인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 향후 10년 간 당사가 가치를 교환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RIF Labs는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당사의 비전 실현을 돕는 데 기여할 기업과 

기타 기관과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RSK Labs 및 RIF Labs 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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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RSK Labs의 연혁 

RSK Labs는 RSK 스마트 프로토콜의 창시자이자 현재 소유자입니다. RSK Labs는 2015년에 설립되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심취한 최상층 투자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RSK Labs는 창립 이래로 

4백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RSK Labs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첫 번째 

완전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RSK 사이드 체인 프로토콜(이하 “RSK 스마트 프로토콜”이라 

칭함)의 시작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테스트 넷 버전은 2017년 5월에 대중에게 개방되었으며 베타 메인 넷 

버전은 2018년 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메인 넷 런칭에 대한 정보는 https://media.rsk.co/bamboo-release-

v0-3-0-is-here/에서 읽어보실 수 있으며, RSK 스마트 프로토콜의 상세 백서는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Ginger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분산 네트워크인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RSK 스마트 프로토콜의 

오픈 소스 테스트 넷 네트워크의 공개 릴리스입니다. 최근의 테스트에 의하면 사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 

계약을 온체인에서 2,000TPS까지, 오프체인에서 20,0000 TPS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프로토콜에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 솔루션에 필요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스 코드는 https://github.com/RSKSmart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활동 및 도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SK 통계: https://stats.rsk.co 

● RSK 탐색기: https://explorer.rsk.co 

● RSK 포싯(Faucet): https://faucet.rsk.co 

● RSK 네트워크 상태: https://twitter.com/RskSmartNetwork 

RSK 스마트 프로토콜과 관련된 최신 미디어 출판 내용을 몇 가지 엄선하여 여기에 소개합니다. 

● Bitcoin Based Ethereum Smart Contract and Sidechain Rival RSK Launches Today(경쟁사 

RSK, 비트코인 기반 Ethereum 스마트 계약 및 사이드체인 오늘 출시) (Bitcoin News, 2018년 

2월 1일자) 

https://media.rsk.co/bamboo-release-v0-3-0-is-here/
https://media.rsk.co/bamboo-release-v0-3-0-is-here/
https://uploads.strikinglycdn.com/files/90847694-70f0-4668-ba7f-dd0c6b0b00a1/RootstockWhitePaperv9-Overview.pdf
https://stats.rsk.co/
https://explorer.rsk.co/
https://faucet.rsk.co/
https://twitter.com/RskSmartNetwork
about: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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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coin Startup RSK to Launch Smart Contracts Sidechain in 2017(비트코인 스타트업 RSK, 

2017년에 스마트 계약 사이드체인 출시) (Coindesk,2017년 11월 6일자) 

● 전체 노드를 보상하는 방법? (Devcon 프레젠테이션 YouTube 비디오, 2017년 11월 4일자) 

RIF Labs의 창업 팀 

RIF Labs는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전 세계에 걸쳐 성장하는 협력자들의 팀과 함께 합니다. 현재 이 팀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2011년 이래 이 분야에서 주요 혁신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선도한 것으로 인정받는 창업 팀이 주도하는 30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은 블록체인 기술과 매우 복잡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제공한 입증된 실적을 자랑합니다.  

RIF Labs 팀의 지도층의 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Serigo Demian Lerner, 공동 창업자 겸 과학 최고 책임자 

선도적인 보안/암호화폐 연구자이자 연쇄 창업자로 널리 알려진 Sergio는  RSK Labs, Coinspect, 

Coinfabrik, WayniLoans, ASICBoost, Identiva Security, Pentatek 등 기술 회사 7개를 공동 

창업하였습니다. 

그는 2011년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합류해 9개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고하여 비트코인 코어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였습니다. 또한 더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상호 운용성, 분권화, 확장성 및 더 빠른 

결제를 위한 50건 이상의 설계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Sergio는 또한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개발 전문가이기도 하며, 하이테크 다분야 프로젝트를 

프로그래밍하고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암호를 이용한 여러 보안 시스템과 15가지 이상의 

신경 의학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과 제품은 정부 인증을 받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4,000곳 

이상의 병원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는 실시간 의료 시스템, 데이터 수집, 디지털 신호 분석 및 알고리즘 

설계의 개발에 방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UBA에서 컴퓨터 과학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Diego Gutierrez Zaldivar, 공동 창업자 겸 CEO 

1995년 이후 아르헨티나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웹 개발의 선구자로 활약해 온 Diego는 2012년부터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을 강화하고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들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https://www.coindesk.com/bitcoin-startup-rsk-launch-smart-contracts-sidechain-2017/
https://www.youtube.com/watch?v=ugbRyZSPfYE&feature=youtu.be&t=1h14m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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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iego는 RSK Lab 외에도 Koibanx를 공동 창립하였습니다. Koibanx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실제 사용 사례로 변화시켜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또 다른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그는 또한 회의 등록 회원 수가 5,000명 이상이고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 30,000명 이상이며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비트코인 센터인 Argentinian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비트코인 NGO의 의장 겸 공동 설립자로서 이 지역의 9개 국에 소재한 비트코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개발하도록 도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비트코인 

회담(www.labitconf.com)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의 폭 넓은 경험은 Clarin Digital(아르헨티나의 주요 신문 웹사이트), Patagon.com(Banco 

Santander에 7억 5천만 달러 가격으로 팔린 금융 커뮤니티), Internet Argentina(ADSL을 제공한 최초의 

아르헨티나 ISP), 그리고 Edunexo(라틴 아메리카와 스페인의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SaaS 플랫폼의 공급자)를 포함하여 아르헨티나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디지털 프로젝트 중 

일부의 설립 팀의 일원으로서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는 또한 ElSitio.com의 R&D 책임자로서 25명의 

개발자로 구성된 팀을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Ruben Altman, 공동 창업자 겸 운영 최고 책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기업가로서의 길고 왕성한 경력을 갖춘 Ruben은 이전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Kinetica를 공동 창업하였습니다. 

그의 경험은 아르헨티나 최초의 가상 슈퍼마켓 개발 및 그가 2년 동안 살았던 영국 런던에 있는 유럽 

회사를 위한 클릭수 기준 결제 플랫폼 개발을 포함합니다.  

Ruben은 ORT University의 컴퓨터 과학 교수이며 컴퓨터 과학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아르헨티나 

UBA). 

Adrian Eidelman, 공동 창업자 겸 기술 최고 책임자 

20년 이상의 프로그래밍 경험을 갖춘 Adrian은 (Ruben Altman과 함께) Kinetica의 공동 창업자였으며 

블록체인 Nimblecoin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회사(Disco, Tenaris, Microsoft 등)에서 

프로그래밍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Baufest의 프로세스개선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UBA)의 프로젝트 I 클래스 관리 및 제어의 보조 강사였으며 아르헨티나와 

라틴 아메리카의 Agile Methodologies 커뮤니티의 창립 회원이었습니다. 

Adrian은 컴퓨터 과학 학위(아르헨티나 UBA)와 마케팅 석사 학위(아르헨티나 ITBA)를 취득하였습니다.  

http://www.labitcon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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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 Kurman, 공동 창업자 

Gabriel은 기업 금융 및 사모 펀드 분야에 20년 이상의 경력과 함께 국제 블록체인 컨퍼런스의 상임 

연사입니다. 그는 2013년에 여러 개의 영리 및 비영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공동 설립한 이래로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Gabriel은 RSK Labs뿐만 아니라 은행 및 정부를 위한 블록체인 서비스 회사인 Koibanx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전에 그는 아르헨티나와 영국에서 Advent International을 위해 

일하며 라틴 아메리카를 위해 16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하고 LKM Laboratory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보다 

전에는 아르헨티나 몬산토와 미국에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Gabriel은 경제 이학사 학위를 우등으로 취득하였으며(아르헨티나 UBA) 자본 시장 및 금융 서비스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증권 거래소). 

그는 Bitcoin Argentina와 Bitcoin Latin America 재단의 일원으로서 La Bitcoineta 프로젝트 및 글로벌 

블록체인 사회 지원 센터인 Blockchain4Humanity를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Ariel Muslera, RIFOS의 전략 자문역 

Ariel은 15년 이상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미국에서 벤처 투자자, 자문역 및 기업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2017년 7월 Ariel은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확장성을 가져오고자 하는 비젼을 

수행하고 금융 화합과 사회적 화합을 가속화하는 방법으로서분산망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돕고자 RiF 

Labs의 리더쉽 팀에 자문으로 합류하였습니다.  

Ariel은 RIF Labs에 합류하기 전에 벤처 자본 분야에서 방대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도 Properati(RE 

Tech)와 Unleash(면역 항암 치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Latin Americ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라틴 아메리카 벤처 자본 협회)의 벤처 자본 자문역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 스페인 은행 거대기업의 자회사로 자본금 2억 달러와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송금 능력을 

보유한 Santander Innoventures의 자문역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Ariel은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명예 MBA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dad Torcuato Di Tella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뉴욕, 상파울루 및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거주하고 일해 

왔으며, 2018 Kauffman Fellows Foundation, 클래스 18의 협력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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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colm Palle, 자문역 겸 RIF LABS 임원 

Malcolm Palle는 NEX Exchange에 등록된 블록체인 구축업체인 Coinsilium Group의 회장이자 

창업자입니다. 그는 여러 분야의 기업가이며 25년의 신설 회사 경험을 갖춘 조기 기술 채택자로 

이동통신과 여행 산업에서 종사한 배경이 있습니다. 

2007년 이후 Malcolm은 광산 및 광물탐사업에서 활동적인 투자자로 활약해 왔으며, 특히 귀금속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2013년에는 이러한 관심 덕분에 비트코인과 초기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Malcolm은 현재 초기에 광산 및 광물탐사업을 위한 대안 프로젝트 기금 조성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토큰화 모델 개발에 집중할 TerraStream 컨소시엄의 최신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Malcolm은 안정된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MiningMaven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Eddy Travia, 자문역  

Eddy Travia는 신설 블록체인 기술 회사의 선구적 투자자이며, 런던을 대표하는 벤처 창업가, 창업기획자 

및 초기 단계 블록체인 기술 회사의 컨소시엄(NEX:COIN)의 CEO입니다.  

2013년 7월, 대중화권에서 사모 펀드 관리자로 수 년 간 일한 후 Eddy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전자 화폐 

신설 회사들의 지원 센터인 Seedcoin을 공동 창립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Blockchain Awards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톱 3” 중 한 명으로 지명되었습니다. 

Eddy는 세계 곳곳에서 18개 블록체인 회사(Factom, RSK, Indorse 포함)의 초기 단계 투자를 이끌어 

왔으며 총 5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11개 ICO의 자문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정기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기조 연설자로 활약하며 기업과 규제자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Joey García, 자문역 

Joey Garcia는 지브롤터의 가장 오래된 중견 로펌 ISOLAS LLP(1892년 창업)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파트너입니다. 그는 지브롤터 정부에서 분산 원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작업그룹의 공동 의장으로 수 년 

간 활동해 왔으며, Chamber and Partners가 해당 분야의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Legal 500이 선정한 지브롤터의 뛰어난 금융 서비스 전문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Gibralata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지브롤터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최근 블록체인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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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였으며, Joey는 이 프로세스에서 작업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Joey는 RSK의 자문역임과 동시에 그룹의 홍보 대사 프로그램에 따라 지브롤터 홍보 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aleria Bystrowicz, 자문역 

Valeria는 Perkins Coide의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 화폐 산업 그룹의 일원으로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선에서 활약해 왔습니다.  

Valeria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법학 대학에서 변호사로 졸업한 후, 뉴욕대 법학 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라틴 아메리카 생태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자신의 기업가 공동체의 

성장과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신흥 경제국 기업가들과 자유롭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Miguel Santos, 자문역 

Miguel은 선도적 벤처회사가 주도하는 전자 은행 Technisys의 창업자 겸 CEO입니다. Technisys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및 아르헨티나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6천만 

명 이상의 최종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50개 이상의 은행과 핀테크에 종사합니다. 

또한 Miguel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반 벤처회사에서 잘 알려진 투자자이며, 거기서 금융 서비스 

산업의 전자 금융, 암호화폐, 보안 및 핀테크 등과 같은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lex Aberg Cobo, 자문역 및 RIF Labs 임원 

RIFS Labs에 임원 겸 자문역으로 합류하기 전에 Alex는 라틴 아메리카 내 Minerva Project(미네르바 

프로젝트)의 관리 책임자로서 홍보, 전략적 파트너십, 미디어 및 정부 관계를 관리하였습니다. Alex는 본인 

소유의 금융 자문 사무소를 창업하기도 했으며 뉴욕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Deutsche Bank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Alex는 Morgan Stanley에서 초기에는 자본 시장과 M&A, 나중에는 

뉴욕에 있는 Global High Yield Group 담당 부사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미국으로 이사오기 전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Cardenas & Cassagnet 로펌에서 변호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Universidad Católica 

Argentina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Harvard Business School에서 M.B.A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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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ar Levene, 자문역 

Cesar Levene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소재한 법률 및 세무 사무소인 Estudio Levene의 경영 

파트너로서 2014년 이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관하여 자문해 왔습니다. 또한 Estudio 

Levene은 초창기 신설 단계부터 자금 조달 및 M&A 거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회사를 대표합니다. 

Levene은 2000년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국제 세법 및 신탁법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토큰 생성 이벤트와 관련된 여러 건의 프로젝트를 자문하였고, Crypto Token Fund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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