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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8일 영국 런던 - 

블록체인, DeFi 및 암호화폐 금융 벤처 회사인 Coinsilium Group 
Limited(AQSE:COIN)가 싱가포르에서 운영되는 (“IOV 아시아") IOV 
Labs(“IOV”)와의 공동 벤처 회사(“JVC” 또는 Joint Venture Company)를 통해 
RSK Blockchain을 위한, 그리고 RSK Blockchain에 기반한, 동남아시아 지역 
내 빠른 스케일링이 가능한 인터넷 비즈니스를 구축하고자 베트남 소재 
RedFOX Labs Joint Stock Company(“RedFOX”)와의 협약서(“MoU” 또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했음을 발표했다.

배경

Coinsilium은 2020년 7월 8일 IOV와 IOV 아시아, 즉 싱가포르에 
50/50 공동 벤처 회사를 설립해 아시아 시장에서 RSK의 제품, 서비스 및 
기술을 홍보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공동 벤처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했다. 
또 Coinsilium의 최고 경영자인 Eddy Travia가 IOV 아시아의 담당자로 
임명되었다. RedFox와의 MoU는 IOV 아시아의 첫 번째 상업 및 기술 
계약을 대표한다. 

RedFOX는 베트남 소재 블록체인 벤처 회사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집중하는 성공적인 집중 투자 비즈니스 모델을 식별하고 복제한다. 
RedFOX는 동남아시아 내 고성장 벤처를 구축하고, 런칭하며, 확장한다. 
회사의 포커스는 전자상거래, e-미디어, e-여행, e-스포츠/게임과 같이 
소비자 수요가 높은 서비스의 디지털 경제 내 진정한 시장 관련 잠재력을 
해제하는 것이다. 

IOV Asia - RedFox MoU
해당 MoU 후에는 RedFOX가 RSK Blockchain에 신청서를 이동하고 IOV 
아시아 JV라는 범주 아래 베트남에서 RSK 블록체인 기술 전문 지식의 
중심지가 되는 상업 및 기술 계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IOV 아시아는 MoU 조항에 따라 RedFOX의 지역 내 기술 통합, 기술 교육 및 
공동 마케팅 작업을 도울 예정이다. RedFOX는 또 애플리케이션이 RSK 
기술과 호환될 수 있게 하며 이를 RSK Blockchain에 이동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RSK와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 RSK Infrastructure 

Coinsilium-IOV Labs JV, RedFox Labs와의 
계약으로 RSK Blockchain에, 그리고 RSK 
Blockchain을 위한 빠른 스케일링이 가능한 
인터넷 비즈니스 구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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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장려하며 상용화하는 중심지가 
되려 한다.
Coinsilium의 최고 경영자인 Eddy Travia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IOV 아시아라는 배너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파트너라는 이름 
아래 저희의 첫 번째 계약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RedFOX는 Virgin, 
Ooredoo 및 Grab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C-레벨 경영자였던 Ben Fairbank
가 주도하는 팀과 함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의 급성장 내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선사합니다. Ben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사업을 구축하고 
성장시켜 온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IOV 아시아를 
통해 RedFOX 팀 전체와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또 이 계약이 RedFOX, 
IOV 및 Coinsilium 간의 윈윈 관계의 시작이며 베트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판이 되어 주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내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총 전자상거래 상품 가치의 연간 복합 성장률 49%를 기록하며 
2015년 4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230억 달러로의 성장(1)을 보인 
지역입니다. 또 RedFOX는 해당 지역에 RSK 구동 오픈 금융 솔루션을 배치할 
수 있는 실력과 네트워크를 갖추었기에, 이 파트너십은 Coinsilium의 새로운 
DeFi 및 암호화폐 금융 전략에 완벽한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RedFOX Labs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Ben Fairbank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동남아시아 시장의 신흥 시장 내의 급성장 벤처에 
집중해 온 벤처 사업에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IOV 아시아와 협력해 RSK Blockchain에 구축하는, 그리고 RSK Blockchain을 
위한 빠른 확장이 가능한 인터넷 사업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발표할 수 
있어 기쁩니다. RedFOX Labs는 이러한 계약으로 더 빠른 확장을 할 수 있고, 
훌륭한 기술과 도구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에 집중하는 집중 투자 사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의 전에 없던 성장 때문에 사업 구축 요건은 저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 덕에 저희 
모두는 앞에 다가온 기회를 자본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팀 모두가 하게 
될 경험, 지역 관련 지식, 그리고 기술적 자원이 합쳐져 강력한 조합이 
탄생하였습니다.” 
IOV Labs의 CEO인 Diego Gutierrez Zaldivar는 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동남아시아는 블록체인 기술이 중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 세계 주요 지역 중 하나입니다.  REDFOX Labs와의 
파트너십은 지역 내 RSK Blockchain과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 RSK 
Infrastructure Framework) 홍보를 촉진하여 해당 지역 내 주요 시장인 
베트남 내에서 해당 기술 채택을 가속할 것이므로 기대가 아주 큽니다.”
(1) 출처: Google & Temasek / Bain, e-Conomy SEA 2019  
https://www.bain.com/insights/e-conomy-se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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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silium 소개
Coinsilium은 블록체인, DeFi 및 암호화폐 금융 벤처 회사이다. 2015년 최초로 블록체인 회사의 IPO가 되었던 Coinsilium은 
회사의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RSK/IOV Labs, Indorse, 그리고 Blox와 같이 세계를 선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해 왔다.  

Coinsilium은 2020년 7월 IOV와 싱가포르에 50/50 공동 벤처 회사를 설립해 아시아 시장에서 RSK의 제품, 서비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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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홍보하고 상용화하며 지역 내 RIF Token의 채택을 홍보하기 위한 공동 벤처 계약을 체결하였다. RIF Token은 RSK가 
개발한 솔루션의 생태계, 그리고 전 세계에 분포된 RSK의 파트너와 개발자를 구동하는 존재이다. 

Coinsilium 주식은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00에 따라 승인된 투자 거래소 Aquis Stock이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의 주요 
시장인 AQSE Growth Market에서 거래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coinsilium.com 을 참고하거나 트위터에서 @CoinsiliumGroup을 팔로우하기 바란다.

RedFOX Labs 소개
RedFOX는 베트남 소재 블록체인 벤처 회사로 동남아시아 시장의 성공적인 집중 투자 비즈니스 모델을 식별하고 
복제한다. RedFOX는 동남아시아 내 고성장 벤처를 구축하고, 런칭하며, 확장한다. 회사의 포커스는 전자상거래, 
e-미디어, e-여행, e-스포츠/게임과 같이 소비자 수요가 높은 서비스의 디지털 경제 내 진정한 시장 관련 잠재력을 
해제하는 것이다. RedFOX는 인터넷 경제의 접근, 채택 및 적용(Access, Adoption, and Application)을 장려하는 회사를 
구축한다. RedFOX 팀은 신흥 기술로 혁신을 도모하고, 우수한 고객 경험과 가치로 회사를 차별화하며, 디지털 통합에 
대한 끊임없는 포커스를 유지한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redfoxlabs.io/

IOV Labs 소개
IOV는 목표 지향적 단체로서 전 세계의 금융 화합을 촉진하며, 초기 기술과 대중 채택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좁힐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현재 RSK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 RIF 및 Taringa 플랫폼의 가장 인기 있는 구현을 개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해시 파워에 의존하는 RSK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다. RIF는 
통합된 환경에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의 더 빠르고, 쉽고, 확장 가능한 개발을 가능케 하여 비트코인과 RSK,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스페인어 구사 소셜 네트워크로 3천만명의 사용자와 1,000여개의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유한 Taringa의 대중 채택을 활성화하는 분산형 오픈 인프라 프로토콜의 모음이다. RSK와 RIF는 
비트코인과의 통합으로 개개인에게 자신의 정보와 가치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미래의 인터넷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iovlabs.org, www.rsk.co, www.rifos.org, www.taringa.net 을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