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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론 케이닝(Aaron Koening)이 설립한 암호화폐 예술 및 NFT 전문 온라인 
갤러리인 암호화폐 명예의 전당(Crypto Hall of Fame)은 2021년 4월에 
런칭되었다. 이는 맥스 크립토헤드(Max Crypotohead)가 디자인한 초상화로 
블록체인 산업의 주요 공헌자를 기념하는 갤러리이다.

2021년 6월 5일 마이애미
 
암호화폐 명예의 전당 선정 위원회가 12번째 선정 인물을 발표했다. 12번째로 
명예의 전당을 장식하게 될 인물은 바로 최초의 비트코인 구동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완전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RSK의 공동 창립자이자 비트코인 
아르헨티나 재단(Bitcoin Argentina Foundation) 및 이베로 아메리카 블록체인 
연합(Ibero-American Blockchain Alliance)의 공동 창립자인 디에고 구티에레즈 
잘디바(Diego Gutierrez Zaldivar)다. 

디에고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의 발표식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이렇게 저명한 인사들 중 하나에 끼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암호화폐의 전당에서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 닉 자보(Nick Szabo), 
그리고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 등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노력을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RSK 공동 창립자인 
서지오 러너(Sergio Lerner), 루벤 알트만(Ruben Altman), 에이드리언 에델만(Adrian 
Eidelman) 및 가브리엘 쿠르만(Gabriel Kurman) 등 라틴 아메리카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운동을 시작한 선구자들 모두를 기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RSK
를 설립했을 때 저희의 비전은 비트코인이 소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금융 시스템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암호화폐 명예의 전당을 장식한 첫 11명의 인물들은 암호화폐 세상에서 전설과도 
같은 인물들로, 비트코인을 발명한 미스터리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그의 
오른팔인 할 피니(Hal Finney)를 포함한다. 다른 후보자는 비트코인의 선행 프로그램 
제작자인 데이비드 차움, 웨이 다이(Wei Dai), 아담 백(Adam Back), 그리고 닉 자보 
등이다.

암호화폐 명예의 전당에 오를 후보에 고려되려면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후에는 
비편파적이면서도 암호화폐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가 
다음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인물을 결정한다.

이번에 고려된 인물들은 알렉산더 쿠즈민(Alexander Kuzmin / Mycelium 설립자 및 

CEO), 브람 코헨(Bram Cohen / BitTorrent 및 Chia 설립자), 찰리 슈렘(Charlie Shrem 
/ BitInstant 및 Untold Stories 공동 창립자), 에릭 부어히(Erik Voorhees / Shapeshift, 
Coinapult 및 Satoshi Dice 공동 창립자), 그리고 랄프 머클(Ralph Merkle / 머클 트리 
발명가)이다.

해당 발표식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12,000명 이상이 참가한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에서 진행되었다. 암호화폐 명예의 전당은 자신의 업적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공헌을 한 훌륭한 비즈니스 리더와 기업가를 기념한다.

암호화폐 명예의 전당 3D 갤러리에는 맥스 크립토헤드가 제작한 디에고의 초상화가 
전시될 예정이다.

선정 위원회는 다음 인물로 구성되었다.
 • 아론 반 비르덤 Aaron van Wirdum (비트코인 매거진 에디터)
 • 알렉산드라 콘스 Alexandra Kons (비-인-크립토 에디터)
 • 아멜리아 토마시키오 (더 크립토노미스트 에디터)
 • 에리카 젬마 (마이애미 비트코인 센터 설립자)
 • 잭 마틴 (코인텔레그래프 에디터)
 • 올가 필라토바 (크립토 아트 뮤지엄 설립자)
 • 로저 베나이트 (뉴욕 비트코인 센터 전무이사)

RSK 소개

RSK 블록체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해시 파워에 힘입어 병합 채굴을 통해 즉각적 결제 및 
더 높은 확장성을 실현하며 비트코인 생태계에 가치와 기능을 추가한다.
해당 네트워크는 분산형을 유지하며 초당 최대 100개의 거래로 확장될 수 있으며, 
확률 검증, 사기 탐지 등을 이용해 저장 공간과 대역폭을 줄인다.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는 통합된 환경에서 더 빠르고, 쉽고, 확장 가능한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dApps)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 비트코인과 RSK의 대중 
채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방형 및 분산형 인프라 프로토콜의 모임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sk.co/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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