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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F Labs, 라틴 아메리카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RIF OS 
공식 LATAM 런칭 발표

지브롤터 / 2018년 12월 5일

RSK Labs의 창업 팀과 기타 고위 임원이 이끄는 특별 전담 조직 RIF 
Labs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라틴아메리카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RIF OS(루트 인프라 프레임워크 공개 표준)의 공식 
라틴아메리카 런칭을 발표한다. RIF OS는 통합된 환경에서 더 빠르고, 
쉽고, 확장이 가능한 분산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dApps)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되고 분산된 인프라 프로토콜 제품군이다.

RIF OS는 광범위한 상호운용성과 더 빠른 배포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과 해당 기술의 대중 시장 채택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 RSK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RSKSmart)와 결합된 RIF OS 구현은 “가치를 
창출하는 인터넷”과 그 잠재력을 살려 전 세계에 걸친 금융 평등과 번영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RIF Labs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보호하는 첫 번째 오픈 소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독보적인 지위 때문에 자신의 RIF OS 프로토콜의 구현을 RSK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 상에 구축하기로 했다.

RIF Labs의 CEO 디에고 구티에레즈 잘디바(Diego Gutierrez 
Zaldivar)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라틴아메리카 
커뮤니티에 새로운 RIF OS 플랫폼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틴아메리카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영역에서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스타들 중 일부를 불러모으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새로 런칭한 제품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동참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발표에서 최초의 비트코인 501(c)(3) 비영리 단체 BitGive와 
암호화폐 노드의 “앱 스토어” OAK Node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RSK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RIF Labs와 협력해 
왔다. 두 조직은 라틴아메리카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RIF 
Labs 팀과 합류하여 각자의 기술 데모를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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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는 누구나 15초 이내에 그 어떤 암호화폐 노드도 코딩 없이 호스팅할 
수 있게 해주는 크로스 플랫폼 솔루션이다. RIF Labs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자는 노드 개발을 가속화하는 전례 없는 도구와 함께 노드 호스팅에 
있어서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BitGive는 자사의 비트코인 기부 
플랫폼 GiveTrack 개발에 RSK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기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투명성을 제공하며, 기부자들에게 
공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OAK Node의 CEO 니나 비에크조렉(Nina Wieczorek)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SK의 멋진 팀과 합력해 RSK 네트워크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RSK의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토콜은 가치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며, 우리는 RSK와 RIF OS에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개발 도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OAK는 실제 사용자가 호스팅하는 RSK의 
분산 인프라가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며, 그 커뮤니티가 무엇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BitGive의 창업자이자 상무이사인 코니 갈리피(Connie Gallippi)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메인넷에서 RSK 기술을 사용하는 첫 제품 중 
하나를 롤아웃하게 되어 너무나 흥분되고 영광입니다. 우리는 RSK 및 
RSK 팀과 오랫동안 아주 좋은 업무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BitGive와 
RSK는 사업 목표가 일치하고 두 조직 모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대해 열정이 넘치며, 이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Rif Labs 소개:

RIF Labs는 목표 지향적인 단체로서 전 세계의 금융 화합을 촉진하며, 
초기 기술과 대중 채택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일 차세대 개방형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RIF Labs는 기존 개발자와 블록체인 개발자에게 더 큰 확장성과 더 빠른 
타임 투 마켓을 가능하게 하는, 올인원의 사용하기 쉬운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인 RIF OS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며 점차 성장하고 있는 이 단체는 전 세계에 걸쳐 열정적인 
협력 팀을 갖추었으며, 비트코인 및 암호 화폐 산업의 선두주자로 잘 
알려진 RSK Labs 팀과 기타 최고 경영진들이 2011년부터 주요 혁신과 
커뮤니티 구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BitGive 정보:

BitGive는 2013년에 업계 최고의 명사 코니 갈리피(Connie Gallippi)가 
창업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BitGive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비트코인 501(c)(3) 비영리 단체입니다. BitGive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인도주의적 작업과 비영리 작업에 대한 이 산업의 
실용적 적용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사용한 자선 기부 모금을 촉진하며 오늘날의 최첨단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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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사회적 공헌에 활용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자체의 주력 프로젝트 GiveTrack을 포함한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자선 
활동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BitGive는 Save the Children, The Water Project, TECHO 및 Medic 
Mobile을 포함하는 유명한 비영리 단체와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www.bitgivefoundation.org를 
방문하십시오.

OAK 노드 정보:

OAK는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결합을 간소화하고 여러 노드의 설정 및 실행 
시간을 15초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크로스 플랫폼 솔루션입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변화하는 시장 조건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와 함께, 더 큰 사용자 및 개발자 채택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강력할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OAK는 모바일 기기에서 원격으로 앱을 디버그할 수 있게 해주는 
NativeTap 앱을 공동 창안한 니나 비에크조렉(Nina Wieczorek)과 
마르킨 가스페로위츠(Marcin Gasperowicz)가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OAK는 아름다운 디자인, 강력한 개발자 도구, 그리고 개방형 협력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의 진정한 분권형 인프라를 요구에 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https://oaknode.com/을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