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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on Chain, 신규 비트코인 
레이어 2-기반 분산형 토큰 거래소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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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on Chain이 비트코인의 smart contract 사이드체인인 RSK에 구축된 
새로운 분산형 토큰 거래소, TEX를 발표했다. TEX는 smart contract로 토큰 
스왑을 자동화해 사용자가 DoC, BPro, RIF 및 rBTC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해당 런칭은 RSK 기술 스택 기반 비트코인 DeFi가 차지하는 공간을 
더 확장한다. 
TEX는 하루 두 번 금값을 지정하는 The London Gold Fix가 사용하는 
방법에 영감을 받은 고유한 거래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주문 수행은 
주문장(OB, order Book)에 기반하며, 즉각적이지 않은 신용 거래로 
진행된다. 신용 거래는 주문장이 매치 전에 가격 예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몇 
분마다 한 번씩 발생하며, 신용 거래의 주기는 시장 활동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신규 네트워크일수록 중요한 문제로, 자연적인 유동성 증가를 
활성화한다. OB에 주문을 넣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TEX의 디자인은 공개 주문장으로 주식 선매매 거래를 피하며, 신용 거래를 
통한 가격 설정으로 거래량이 적을 때도 더 공정한 가격 예시를 보장하려 
한다.

Money on Chain의 공동 창립자인 Max Carjuzaa는 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TEX는 Money on Chain 프로토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분산형 주문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예시 과정을 보장하며 2
차 토큰 시장을 설립합니다.” 

TEX에는 두 가지 유형의 주문이 존재하는데, 바로 지정가 주문과 마켓 
메이커 주문이다. 

지정가 주문은 거래자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이나 그보다 나은 가격에 
구매나 판매를 보장할 수 있게 거래 조건 지정을 허용한다. 구매자는 
지불하기를 원하는 최댓값 이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판매자는 
기대했던 최솟값보다 적은 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최종 가격은 두 
가격의 평균이 된다.

마켓 메이커 주문은 특별한 유형의 지정가 주문이다. 여기서 거래자는 적정 
가격의 비율 차이를 지정한다. TEX는 오라클에서 적정 가격을 획득하거나, 
오라클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신용 거래에서 가격을 획득한다. 

TEX는 비트코인 생태계의 더 공정한 거래법이 될 수 있게 설계되었다. TEX
는 이미 이용 가능한 상태이므로 거래자는 바로 투명한 분산형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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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IOVLabs의 CEO인 Diego Gutierrez Zaldivar는 이에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비트코인 위에 구축된 분산형 거래소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DeFi 
for Bitcoin 관련 기회에 지속적으로 가속도를 붙일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TEX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moneyonchain.com/tex-bitcoin-decentralized-exchange/

www.iovlabs.org 2

Money on Chain 소개

Money on Chain은 비트코인의 대중 채택을 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트코인의 완전 담보를 받는 
스테이블코인(DoC), 비트코인의 강력 확장판(BPro), 그리고 차익 거래를 좋아하는 비트코이너에게 
매력적인 옵션(BTCx)으로 다양한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은 개인 키 없이 
가능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극단적인 시장 조건에서도 튼튼함을 입증받은 독특한 수학적 재정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moneyonchain.com/을 참고하기 바란다.

RSK 소개

병합 채굴을 통해 최고의 비트코인 해시 파워의 보장을 받는 RSK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다. 
RSK는 smart contract, 즉각적 결제 및 더 높은 확장성을 실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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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rsk.co/rsk-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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