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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 인프라 프레임워크, 디지털 
아이덴티티 솔루션인 rLogin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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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2021년 3월 8 일)

RSK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통합된 디지털 아이덴티티 솔루션을 런칭하였다. rLogin은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 RSK Infrastructure Framework) 도구 모음의 일부이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호환이 가능하다. 이 기능은 
rLogin이 활성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든 유저에게 자기 암호화폐 
월렛을 이용해 데이터를 검증하고 저장하며 원하는 경우 이를 여러 Web 2.0 
및 Web3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선사한다. 이는 또 
사용자에게 기존의 은행 부문이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디지털 
평판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자신의 데이터가 사용되고 관리되는 
방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추가 혜택도 선사한다.

 rLogin을 통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몇 가지 핵심 기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사용자가 선택한 모든 블록체인 월렛과 소통할 수 있으며, 사전 설계된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경험을 포함하는 프론트 엔드.
--->사용자를 월렛 주소로 인증하는 백 엔드. 이때 월렛 주소는 분산형 
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fier)로 작용한다.
--->사용자가 사용자 중심적 클라우드 저장소인 데이터 볼트에 저장된 데이터 
접근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록 모델.
--->W3C SSI 기준과의 완전한 호환성: 분산형 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fiers) 및 확인 가능한 자격 증명(VC, Verifiable Credentials)

이더리움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아무 애플리케이션에나 
자주적 분산형 신원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통합적인 솔루션과 함께 
이더리움 및 비트코인 모두와의 기본 호환성을 제공하는 것(RSK를 통해)은 
RIF가 최초이다. rLogin은 이미 Metamask, Nifty, Liquality, 그리고 
WalletConnect를 포함한 여러 월렛과 통합되어 있다. 다른 통합 월렛도 곧 
추가될 예정이다. 

RIF Identity 프로젝트 매니저인 Milton Berman은 rLogin 런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rLogin은 자주적 신원을 향한 커다란 한 걸음인 동시에 블록체인과의 

rLogin은 웹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과 통합되어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와 디지털 
신원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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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2021년 3월 4 일)

RSK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통합된 디지털 아이덴티티 솔루션을 런칭하였다. rLogin은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 RSK Infrastructure Framework) 도구 모음의 일부이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호환이 가능하다. 이 기능은 
rLogin이 활성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든 유저에게 자기 암호화폐 
월렛을 이용해 데이터를 검증하고 저장하며 원하는 경우 이를 여러 Web 2.0 
및 Web3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선사한다. 이는 또 
사용자에게 기존의 은행 부문이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디지털 
평판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자신의 데이터가 사용되고 관리되는 
방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추가 혜택도 선사한다.

 rLogin을 통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몇 가지 핵심 기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사용자가 선택한 모든 블록체인 월렛과 소통할 수 있으며, 사전 설계된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경험을 포함하는 프론트 엔드.
--->사용자를 월렛 주소로 인증하는 백 엔드. 이때 월렛 주소는 분산형 
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fier)로 작용한다.
--->사용자가 사용자 중심적 클라우드 저장소인 데이터 볼트에 저장된 데이터 
접근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록 모델.
--->W3C SSI 기준과의 완전한 호환성: 분산형 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fiers) 및 확인 가능한 자격 증명(VC, Verifiable Credentials)

이더리움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아무 애플리케이션에나 
자주적 분산형 신원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통합적인 솔루션과 함께 
이더리움 및 비트코인 모두와의 기본 호환성을 제공하는 것(RSK를 통해)은 
RIF가 최초이다. rLogin은 이미 Metamask, Nifty, Liquality, 그리고 
WalletConnect를 포함한 여러 월렛과 통합되어 있다. 다른 통합 월렛도 곧 
추가될 예정이다. 

RIF Identity 프로젝트 매니저인 Milton Berman은 rLogin 런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rLogin은 자주적 신원을 향한 커다란 한 걸음인 동시에 블록체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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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 소개 

RSK Network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smart contract 플랫폼 중 하나로, 비트코인의 기능을 확장하면서 
독보적인 해시 파워를 활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RSK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RIF의 분산형 오픈 인프라 
프로토콜의 모임은 빠르고, 쉽고, 확장이 가능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s)의 개발을 가능케 한다. 

소통법을 간소화합니다. 시스템 통합으로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관리하고, 
여러 플랫폼에 걸쳐 자신의 암호화 자산과 평판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아주 많이 기대됩니다.”

rLogin은 무료 오픈 소스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개발자는 누구나 Github에 
제공된 툴셋을 이용해 자기 애플리케이션에 rLogin을 통합할 수 있다. 웹 
애플리케이션 통합자는 백 엔드가 없는 인증, 백 엔드 포함 인증, 또는 사용자 
증명을 요청하는 인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RSK는 관심 있는 개발자들에게 개발자 포털을 통해 관련 문서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며, RIF Identity 팀은 오픈 Slack 채널을 통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한다. 호환 가능한 월렛을 사용하는 유저는 모두 지금 바로 
rLogin을 사용할 수 있으며, RNS Manager 및 RSK Token Bridge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https://github.com/rsksmart/rLogin
https://github.com/rsksmart/rLogin
https://developers.rsk.co/rif/identity/rlogin/
https://open-rsk-dev.slack.com/join/shared_invite/zt-m0pbuyia-QW~WEI27Ag3Do7qWEjW41w#/
https://manager.rns.rifos.org/
https://tokenbridge.rsk.co/
https://www.rsk.co/
https://www.iovla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