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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구동 RSK, 상호운용성 브릿지
런칭으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연결

지브롤터 - 2020년 2월 4일 

 IOBV Labs가 비트코인 구동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간의 
RSK 토큰 브릿지의 성공적인 런칭을 발표했다. 해당 상호운용성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네트워크 간에 RSK와 이더리움 ERC20 코인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 

RSK는 이미 사용자가 BTC를 RSK로 이동해 스마트 컨트랙트와의 작용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양방향 브릿지를 보유하는 사이드 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RSK 토큰 브릿지는 이 기능을 ERC20 토큰과 이더리움 dApp 
생태계로 확장한다.  

상호운용성은 더 빠른 거래 속도, 더 저렴한 가격과 네트워크 간의 여러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활용하고자 하는 dApp 프로젝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새로운 dApp들은 또 블록체인 간의 연결로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지 
않고도 기존 프로젝트와 동일한 효용 토큰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브릿지는 토큰을 이동하기 위해 2차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ERC777 “사이드 토큰”을 발행하는 동시에 기존 토큰을 원조 
블록체인에 잠그며, 토큰이 체인 간에 배포될 수 있게 하면서 기존 토큰 
공급량을 유지한다. 

IOV Labs의 RSK 전략가인 Adrian Eidelman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상호운용성은 처음부터 RSK 비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희는 비트코인의 혜택을 이더리움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에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미션은 DeFi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분산화되고 공평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하여, 개인이 
기존의 닫혀 있던 시스템을 분산화되고 상호 연결된 오픈 네트워크로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 프로토콜인 Money on Chain은 이 
브릿지를 통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이더리움 생태계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더리움 사용자들은 최초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사용하는, US 달러에 
맞게 페그된 스테이블코인인 Dollar on Chain뿐만 아니라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래자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하는 BitPro 

브릿지로 두 개의 가장 큰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상호 운용성의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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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Money on Chain의 공동 창립자인 Max Carjuzaa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RSK의 토큰 브릿지는 DOC나 BPRO 같은 토큰이 
비트코인의 보안과 세계적인 인식을 이더리움에 현재 개발되어 있는 
풍부한 DeFi 생태계와 공유하며 ERC20 솔루션에 쉽게 통합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해당 연합 브릿지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추가 
분산화가 가능하며, 올해 3분기쯤 완전한 분산화를 마칠 예정이다. 

브릿지 사용에 대한 단계별 지침과 FAQ는 RSK 개발자 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IOV Labs 소개 

IOV Labs는 목표 지향적 단체로서 전 세계의 금융 화합을 촉진하며, 초기 기술과 대중 채택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좁힐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현재 RSK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 , RIF 및 Taringa 플랫폼의 가장 인기 있는 구현을 개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해시 파워에 의존하는 RSK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다. RIF는 
통합된 환경에서 분산화된 애플리케이션(dApp)의 더 빠르고, 쉽고, 확장 가능한 개발을 가능케 하여 비트코인과 
RSK,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스페인어 구사 소셜 네트워크로 3천만명의 사용자와 1,000여개의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유한 Taringa의 대중 채택을 활성화하는 분산형 오픈 인프라 프로토콜의 모음이다. RSK와 RIF는 
비트코인과의 통합으로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와 가치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미래의 인터넷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