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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 AMLT Oracle,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인 
RSK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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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와 RIF 플랫폼이 글로벌 RegTech 제공 업체 
Coinfirm이 만든 DeFi AMLT를 통합하였다.
이로써 RSK의 프로토콜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은 270개 이상의 레드 
플래그 알고리즘에 기반한 Coinfirm의 C 스코어가 제공하는 독자적인 
자동화 리스크 평가로 완전한 커버를 받을 수 있다. 오라클의 사용으로 RSK 
프로토콜은 분산형 금융을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더 폭넓은 기업 
투자자와 전통적인 금융 분야에서 그린 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oinfirm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Pawel Kuskowski는 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RSK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가 더 영향력 있고 실행 가능한 통화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RIF의 
DeFi 스택은 은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도우며, 네트워크는 
Coinfirm의 DeFi AMLT 오라클과 함께 악의적인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맞서고 규제 기관의 기준을 계속 준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기관이 모두 
DeFi의 공간을 탐색하는 이 파트너십의 진화는 산업 전체가 분산형 금융을 
포용하는 것을 거울처럼 비추는 모습입니다.”

분산형 공유 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개방된 분산형 인프라 프로토콜의 
모임인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는 통합된 환경에서 더 빠르고, 쉽고, 
확장이 가능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s)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그 
고유 토큰인 RIF Token은 RSK 인프라 레이어 위에 구축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RSK는 계속해서 AML/KYC 규제 준수 요건을 
사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동급 최고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생태계 및 
애플리케이션의 상호 운용성 보안을 유지하며 기관 투자자에 맞게 완전히 
준비된 프레임워크를 구현할 것이다.

RSK의 공동 창립자이자 IOVlabs의 CEO인 Diego Gutierrez Zaldivar는 이에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Coinfirm의 DeFi AMLT 오라클을 RSK 
플랫폼에 통합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오픈 금융 생태계에는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비트코인용 DeFi는 점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통합으로 시장은 개별 투자자, 기관, 그리고 시장 내 다른 
참여자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번창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infirm은 작년에 DeFi AML 오라클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분산형 금융 
공간 내 최초의 AML 준수 규제 기술 솔루션이다. RSK 네트워크는 DeFi 
공간에서 돈 세탁 방지법을 활용하여 기관의 규정 준수를 유지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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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선사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발표는 AMLT 
오라클의 첫 번째 공식 상업 사용례이기도 하다.

이 뉴스는 Coinfirm이 2020년 3월에 RSK 및 RIF 플랫폼에 최신 AML 
플랫폼을 제공한 이래로 IOV Labs와 Coinfirm 간의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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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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form 소개

Coinfirm은 블록체인 애널리틱스와 규제 기술(‘RegTech’) 솔루션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리더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안전한 대중 채택을 위한 기반을 쌓고 있다. Coinfirm은 블록체인 AML/KYC(‘Anti-Money 
Laundering, 돈 세탁 방지/ ‘Know Your Customer’ 고객 파악하기) 서비스와 사기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또 비트코인과 ERC-20 표준을 포함하는 1,500개의 암호화폐와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산업 
최고의 블록체인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Coinfirm의 솔루션은 Binance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XRP 등의 
프로토콜에서 주요 금융 기관과 정부에 이르는 시장 내 글로벌 리더들이 사용하는 솔루션이다. AML 
Platform 외에도 Coinfirm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Trudatum, Reclaim Crypto, 올인원 Travel Rule 솔루션, 
그리고 Nodes-as-a-Service 등이 있다. Coinfirm은 DeFi에 AMLT 오라클의 형식으로 ML 준수 솔루션을 
제공한 첫 번째 기관이다. 추가 정보는 https://www.coinfirm.com/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coinfirm.com/blog/coinfirm-provides-rsk-and-rif-platforms-an-aml-solution-to-grow-into-regulated-markets/
https://www.rsk.co/
https://www.rsk.co/
https://www.coinfirm.com/products/aml-platform/
https://www.coinfirm.com/products/aml-platform/
https://www.coinfirm.com/products/trudatum/
https://www.coinfirm.com/products/reclaim-crypto/
https://www.coinfirm.com/products/nodes/
https://www.coinfirm.com/products/nodes/
https://www.coinfirm.com/blog/defi-compliance-amlt-oracle/
https://www.coinfirm.com/
https://www.iovla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