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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제외하면 국가 통화와 짝을 이룬 스테이블코인 중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인 BRZ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할 수 있는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RSK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었다. 
트랜스퍼로(Transfero)의 블록체인 개발자인 솔란지 게이로스(Solange 
Gueiros)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RSK는 비트코인의 
보안과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파워라는 두 가지 플랫폼의 최고 
장점을 결합합니다.”

RSK에서 BRZ를 쓸 수 있게 되면서 BRZ 보유자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낮은 거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RSK에서의 거래 
수수료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만든 블록체인에서의 거래 
수수료보다 거의 2,000% 낮다. 7월 6일 기준 그 수수료는 3,000%나 낮았다.

RSK에서 BRZ를 사용할 때는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보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채굴자들 중 50%가 넘는 이들이 RSK 거래 검증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RSK에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보안을 선사하는 
강력한 해시 파워(채굴 컴퓨팅 파워)를 뜻한다.

이 기능은 비트코인을 신뢰하지만 다른 블록체인은 신뢰하지 않는 이들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에게 주로 어필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RSK에 BRZ
가 추가되면서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브라질 암호화폐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Z는 또 이 환경에 맞는 월렛에 
이미 통합되었으며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RSK에 통합된 BRZ는 DeFi 플랫폼의 가능성을 넓힌다

RSK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는 DeFi(분산형 금융,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 플랫폼에서의 브라질 암호화폐 사용에 아주 폭넓은 가능성을 
불러온다. 따라서 RSK의 DeFi 애플리케이션에서 BRZ를 사용하면 분산형 

브라질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보안과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합친 RSK에 공식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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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제외하면 국가 통화와 짝을 이룬 스테이블코인 중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인 BRZ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할 수 있는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RSK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었다. 
트랜스퍼로(Transfero)의 블록체인 개발자인 솔란지 게이로스(Solange 
Gueiros)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RSK는 비트코인의 
보안과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파워라는 두 가지 플랫폼의 최고 
장점을 결합합니다.”

RSK에서 BRZ를 쓸 수 있게 되면서 BRZ 보유자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낮은 거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RSK에서의 거래 
수수료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만든 블록체인에서의 거래 
수수료보다 거의 2,000% 낮다. 7월 6일 기준 그 수수료는 3,000%나 낮았다.

RSK에서 BRZ를 사용할 때는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보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채굴자들 중 50%가 넘는 이들이 RSK 거래 검증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RSK에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보안을 선사하는 
강력한 해시 파워(채굴 컴퓨팅 파워)를 뜻한다.

이 기능은 비트코인을 신뢰하지만 다른 블록체인은 신뢰하지 않는 이들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에게 주로 어필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RSK에 BRZ
가 추가되면서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브라질 암호화폐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Z는 또 이 환경에 맞는 월렛에 
이미 통합되었으며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RSK에 통합된 BRZ는 DeFi 플랫폼의 가능성을 넓힌다

RSK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는 DeFi(분산형 금융,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 플랫폼에서의 브라질 암호화폐 사용에 아주 폭넓은 가능성을 
불러온다. 따라서 RSK의 DeFi 애플리케이션에서 BRZ를 사용하면 분산형 

금융의 완전한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이 된다.

현재 RSK에는 여러 DeFi 제품과 프로토콜이 개발되어 있다. 그중 
RSKSwap 같은 일부는 이더리움에서 왔고, 머니 온 체인(Money on 
Chain) 같은 다른 프로토콜은 완전히 RSK만을 통해 개발되었다. 또 
체인링크(Chainlink) 같은 오라클과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RSK에 
존재하는 상태였다.

RSK와 BRZ의 통합은 또 브라질 암호화폐 사용에 더 큰 유연함을 
제공한다. 이는 해당 블록체인이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어 RSK 네트워크에 발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BRZ는 전 세계에서 달러를 제외하고 국가 통화와 짝을 이룬 스테이블코인 
중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으로, 올해 5월에 십억 토큰 발행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BRZ를 사용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몇 초만에 
국제적인 플랫폼 사이의 잔액을 이동할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위한 
헤지 도구로 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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