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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블록체인 기술
을 기반으로 한 개념 증명 추진

부에노스아이레스, 2020년 4월 16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스페인어: BCRA)의 2019 금융 혁신 
원탁회의(스페인어: MIF)의 프레임워크에서 블록체인 그룹은 IOV Labs, 
Sabra Group, Banco de la Provincia de Córdoba, BBVA, ICBC, 
Banco Santander, BYMA, Interbanking, 그리고 Red Link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2019년과 2020년 초반에 걸쳐 분산형 시스템 솔루션 
구현을 위한 개념 증명을 설계·수행하여 고객의 직계 계정 인출 클레임을 
처리해왔다.
 
금융 시스템 내의 다양한 행위자는 RSK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에 기반한 
이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표준화되고 확실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각 클레임 관리의 종단 간 추적 
가능성(end-to-end traceability)을 달성하는 동시에 시스템에 입력한 
은행 계좌 업데이트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IOV Labs의 CEO인 Diego Gutiérrez Zaldívar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유형의 플랫폼을 구현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은 꼭 
필요한 공동 에코 시스템를 구축하여 최신 현대 기술의 발전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에는 여러 산업 행위자(은행, 정보처리 기관, 금융 에이전트와 
해당 기술의 공급자)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간 메시지 
전송을 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사용 사례를 탐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금융 시스템과 해당 산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실용적 실험을 통하여 기술과 그 잠재적인 혜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 목표는 현 정보처리 기관의 보다 간단하며 효율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적 실험과 개념 증명 외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험의 상당 부분에서는 알려져 있는 대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블록체인의 목적 외에도, 지능형 컨트랙트의 사용 가능성과 함께 본 

RSK 기술에 의한 분산형 플랫폼 구현에 집중하는 개념 증명을 통해 계정 인출 클레임에 대한 종단 간 추적
가능성(end-to-end traceability)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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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여 은행들이 현재 이 솔루션을 실험하여 은행과 시스템 행위자 간의 
프로세스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판단하려 한다. 시험 단계가 
끝나고 나면, 시장 내 다른 은행들이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잠재적인 
네트워크 사용 사례를 정의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IOV Labs 소개

IOV Labs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통합을 가능케 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과 대중 채택 간의 격차를 좁힐 것이다.
현재 이 시점 IOV Labs는 RSK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 RIF 그리고 Taringa!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RSK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이다. 네트워크가 병합 채굴을 통한 비트코인 보안 네트워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RIF는 개방형·분산형 인프라 프로토콜 세트로 통합된 환경에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확장 가능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dApps)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그 후 비트코인과 RSK의 대중 채택을 활성화하였다. 
Taringa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스페인어 기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로서, 3천만 명의 사용자와 1,000개의 
활동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갖췄다. Taringa는 비트코인과 RSK 그리고 RIF를 통합하여 미래의 인터넷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와 자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Grupo Sabra 소개

Grupo Sabra는 아르헨티나에 소재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이다. Grupo Sabra는 기존 기술을 분산 
원장 기술(DLT) 및 스마트 컨트랙트와 통합하는 데 집중한다. Grupo Sabra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블록체인 개발자 
전문팀을 보유하여 성장하는 고객 베이스를 위한 솔루션을 구축해 오고 있다. 해당 팀은 지난 5년간 분산형 플랫폼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구현해 왔으며, 이러한 기능을 기업 고객과 정부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과 통합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