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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silium Group Limited(AQSE:COIN)(OTCQB:CINGF)는 지브롤터 
소재의 완전 자회사 Nifty Labs Limited(이하 “Nifty Labs”)가 Indorse Pte. 
Ltd.(이하 “Indors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RSK Blockchain 구동 ‘NFT on 
Bitcoin’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대체 불가능 토큰(이하 “NFT”) 
프로젝트의 개발에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RSK Blockchain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구동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다.

하이라이트:
--->NFT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개발 작업 착수, 6개월 안에 완료 예상
--->RSK Blockchain 기술을 사용한 NFT 토큰용 마켓플레이스 솔루션 
구축으로 ‘NFTs on Bitcoin’ 실현 예정
--->디지털 아트, 음악, 스포츠, 게임 및 메타버스 자산 등의 NFT 사용례에 
먼저 집중할 예정
--->RSK는 이더리움 ERC721을 포함하여 RSK Blockchain 표준 NFT를 다른 
블록체인 표준 NFT로 거래/이동할 수 있는 토큰 브릿지 구축을 우선시할 
예정

NFT 마켓플레이스 개발 작업 

초기 빌드 사양은 RSK Blockchain을 통한 일반 목적의 NFT 토큰용 종합 
테크니컬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솔루션으로 구성되었다. RSK에서 NFT를 
주조하고 거래하면 다른 곳에서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RSK 사용자가 내야 하는 거래 수수료가 더 낮기 때문이다.  
초기 커미션 및 구축 단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세 명, 디자이너 한 명,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로 구성된 팀이 배치되었다.

해당 플랫폼은 NFT 주조 모듈, 갤러리, 그리고 RBTC(Powpeg라는 양방향 
페그를 통해 비트코인에 페그된 RSK 내 비트코인), RIF, Dollar on 
Chain(이하 ‘DOC’)등의 Money on Chain 스테이블 코인, RIF Dollar on 
Chain(이하 ‘RDOC’) 및 Money on Chain 거버넌스 토큰(이하 ‘MOC’) 등의 
RSK 기반 대체 토큰과 NFT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모듈을 
통합할 예정이다.

해당 마켓플레이스는 현재 디지털 아트, 스포츠, 음악, 게임 및 가상 토지 
구획과 3D 아바타 등의 메타버스 자산을 포함하는 가장 인기 있는 NFT 
카테고리부터 호스팅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이 마켓플레이스는 향후 다른 

인기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것과 비슷한 기능과 다른 플랫폼 내 
NFT와의 호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에는 여러 레이어 1 
및 레이어 2 블록체인 프로토콜 간의 상호 운용성을 포함한 옵션이 추가될 수 
있다.

RSK는 Coinsilium에 기존 대체 불가능 토큰 브릿지를 보완하는 NFT 토큰 
브릿지 개발 작업을 우선시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상태이다. 이는 이더리움 
ERC721 표준 등 RSK 블록체인 표준 NFT와 기타 블록체인 표준 NFT 간의 
이동을 가능케 한다. NFT 토큰 브릿지의 초기 버전은 신흥 ‘NFT on Bitcoin’ 
시장과 기존의 NFT on Ethereum 시장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해 NFT 
공간의 여러 참여자가 NFTs on Bitcoin을 사용하고 이와 작용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마켓플레이스의 개발과 기술적인 측면의 완료에는 최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완전한 기술적 기능의 완성과 제공에 걸리는 
기간은 또 여러 외부 요인에 달려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NFT 토큰 
브리지의 완성과 활성화이다. 추가 업데이트 내용은 적시에 시장에 발표될 
예정이다.

Coinsilium의 CEO인 Eddy Travia는 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
NFT of Bitcoin’의 구축과 개발에 관한 초기 세부 사항을 발표하는 것은 NFT
의 빠른 성장과 연관된 Coinsilium의 상업 활동 촉진을 기록하는 중요한 한 
순간을 상징합니다. 해당 분야는 암호화폐 채택의 새로운 물결을 촉진하고 
있으며 저희는 Nifty Labs가 개발한 RSK의 NFT 마켓플레이스가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 NFT 성공 신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NFT 공간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지만, 저희의 파트너인 Indorse는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계해 온 경험이 풍부한 회사로, NFT용 디지털 
자산 분석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Nifty Scanner’의 공개 알파 버전 출시와 
함께 자신들의 노하우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Indorse는 이상적인 
마켓플레이스 개발 파트너이며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면서 시장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OV Labs(RSK의 모회사)의 CEO인 Diego Gutierrez Zaldivar는 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NFT는 급속히 발전하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하며, 그 사용례인 예술, 음악, 콘텐츠, 그리고 가상 재산권 등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NFT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번창하는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네트워크 간의 매끄러운 자산 이동을 허용할 토큰 브리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oinsilium과 Nifty Labs가 NFT 마켓플레이스 개발에 RSK를 
선택했다는 점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 비트코인의 견줄 수 
없는 보안을 선사해 NFT가 지배하는 앞으로의 경제에서 RSK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Coinsilium과 Indorse
Nifty Labs는 2021년 3월 2일에 발표한 대로 Indorse와의 협약(MOU)을 통해 
지브롤터에 NFT 기술 개발 스튜디오를 오픈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 Indorse는 Coinsilium이 10%의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회사이다. 

Coinsilium은 2021년 3월 22일, Nifty Labs에 최대 GBP 250,000의 초기 운영 
자본과 개발 시설을 제공하였음을 발표했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Nifty Labs
의 독자적인 최초 NFT 플랫폼 솔루션의 빠른 개발을 위한 커미션에 
해당한다. Indorse는 CEO이자 기술 부문을 지휘하는 Gaurang Torvekar의 
감독 하에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측면을 관리할 예정이다.

고지: Coinsilium은 1,951,846개의 RIF 토큰 지분을 보유하였다. Coinsilium 
회장 Malcolm Palle는 RSK의 모회사인 IOV Labs Ltd의 이사이다.

해당 내용은 Coinsilium Group Limited의 임원진이 제공한 내용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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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다. 

Coinsilium은 2021년 3월 22일, Nifty Labs에 최대 GBP 250,000의 초기 운영 
자본과 개발 시설을 제공하였음을 발표했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Nifty Labs
의 독자적인 최초 NFT 플랫폼 솔루션의 빠른 개발을 위한 커미션에 
해당한다. Indorse는 CEO이자 기술 부문을 지휘하는 Gaurang Torvekar의 
감독 하에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측면을 관리할 예정이다.

고지: Coinsilium은 1,951,846개의 RIF 토큰 지분을 보유하였다. Coinsilium 
회장 Malcolm Palle는 RSK의 모회사인 IOV Labs Ltd의 이사이다.

해당 내용은 Coinsilium Group Limited의 임원진이 제공한 내용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문의 바란다.



2021년 5월 11일 영국 런던 - 블록체인 및 오픈 파이낸스 벤처 빌더 회사인

Coinsilium Group Limited(AQSE:COIN)(OTCQB:CINGF)는 지브롤터 
소재의 완전 자회사 Nifty Labs Limited(이하 “Nifty Labs”)가 Indorse Pte. 
Ltd.(이하 “Indors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RSK Blockchain 구동 ‘NFT on 
Bitcoin’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대체 불가능 토큰(이하 “NFT”) 
프로젝트의 개발에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RSK Blockchain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구동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다.

하이라이트:
--->NFT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개발 작업 착수, 6개월 안에 완료 예상
--->RSK Blockchain 기술을 사용한 NFT 토큰용 마켓플레이스 솔루션 
구축으로 ‘NFTs on Bitcoin’ 실현 예정
--->디지털 아트, 음악, 스포츠, 게임 및 메타버스 자산 등의 NFT 사용례에 
먼저 집중할 예정
--->RSK는 이더리움 ERC721을 포함하여 RSK Blockchain 표준 NFT를 다른 
블록체인 표준 NFT로 거래/이동할 수 있는 토큰 브릿지 구축을 우선시할 
예정

NFT 마켓플레이스 개발 작업 

초기 빌드 사양은 RSK Blockchain을 통한 일반 목적의 NFT 토큰용 종합 
테크니컬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솔루션으로 구성되었다. RSK에서 NFT를 
주조하고 거래하면 다른 곳에서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RSK 사용자가 내야 하는 거래 수수료가 더 낮기 때문이다.  
초기 커미션 및 구축 단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세 명, 디자이너 한 명,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로 구성된 팀이 배치되었다.

해당 플랫폼은 NFT 주조 모듈, 갤러리, 그리고 RBTC(Powpeg라는 양방향 
페그를 통해 비트코인에 페그된 RSK 내 비트코인), RIF, Dollar on 
Chain(이하 ‘DOC’)등의 Money on Chain 스테이블 코인, RIF Dollar on 
Chain(이하 ‘RDOC’) 및 Money on Chain 거버넌스 토큰(이하 ‘MOC’) 등의 
RSK 기반 대체 토큰과 NFT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모듈을 
통합할 예정이다.

해당 마켓플레이스는 현재 디지털 아트, 스포츠, 음악, 게임 및 가상 토지 
구획과 3D 아바타 등의 메타버스 자산을 포함하는 가장 인기 있는 NFT 
카테고리부터 호스팅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이 마켓플레이스는 향후 다른 

인기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것과 비슷한 기능과 다른 플랫폼 내 
NFT와의 호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에는 여러 레이어 1 
및 레이어 2 블록체인 프로토콜 간의 상호 운용성을 포함한 옵션이 추가될 수 
있다.

RSK는 Coinsilium에 기존 대체 불가능 토큰 브릿지를 보완하는 NFT 토큰 
브릿지 개발 작업을 우선시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상태이다. 이는 이더리움 
ERC721 표준 등 RSK 블록체인 표준 NFT와 기타 블록체인 표준 NFT 간의 
이동을 가능케 한다. NFT 토큰 브릿지의 초기 버전은 신흥 ‘NFT on Bitcoin’ 
시장과 기존의 NFT on Ethereum 시장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해 NFT 
공간의 여러 참여자가 NFTs on Bitcoin을 사용하고 이와 작용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마켓플레이스의 개발과 기술적인 측면의 완료에는 최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완전한 기술적 기능의 완성과 제공에 걸리는 
기간은 또 여러 외부 요인에 달려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NFT 토큰 
브리지의 완성과 활성화이다. 추가 업데이트 내용은 적시에 시장에 발표될 
예정이다.

Coinsilium의 CEO인 Eddy Travia는 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
NFT of Bitcoin’의 구축과 개발에 관한 초기 세부 사항을 발표하는 것은 NFT
의 빠른 성장과 연관된 Coinsilium의 상업 활동 촉진을 기록하는 중요한 한 
순간을 상징합니다. 해당 분야는 암호화폐 채택의 새로운 물결을 촉진하고 
있으며 저희는 Nifty Labs가 개발한 RSK의 NFT 마켓플레이스가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 NFT 성공 신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NFT 공간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지만, 저희의 파트너인 Indorse는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계해 온 경험이 풍부한 회사로, NFT용 디지털 
자산 분석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Nifty Scanner’의 공개 알파 버전 출시와 
함께 자신들의 노하우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Indorse는 이상적인 
마켓플레이스 개발 파트너이며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면서 시장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OV Labs(RSK의 모회사)의 CEO인 Diego Gutierrez Zaldivar는 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NFT는 급속히 발전하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하며, 그 사용례인 예술, 음악, 콘텐츠, 그리고 가상 재산권 등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NFT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번창하는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네트워크 간의 매끄러운 자산 이동을 허용할 토큰 브리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oinsilium과 Nifty Labs가 NFT 마켓플레이스 개발에 RSK를 
선택했다는 점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 비트코인의 견줄 수 
없는 보안을 선사해 NFT가 지배하는 앞으로의 경제에서 RSK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Coinsilium과 Indorse
Nifty Labs는 2021년 3월 2일에 발표한 대로 Indorse와의 협약(MOU)을 통해 
지브롤터에 NFT 기술 개발 스튜디오를 오픈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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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Indorse는 Coinsilium이 10%의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회사이다. 

Coinsilium은 2021년 3월 22일, Nifty Labs에 최대 GBP 250,000의 초기 운영 
자본과 개발 시설을 제공하였음을 발표했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Nifty Labs
의 독자적인 최초 NFT 플랫폼 솔루션의 빠른 개발을 위한 커미션에 
해당한다. Indorse는 CEO이자 기술 부문을 지휘하는 Gaurang Torvekar의 
감독 하에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측면을 관리할 예정이다.

고지: Coinsilium은 1,951,846개의 RIF 토큰 지분을 보유하였다. Coinsilium 
회장 Malcolm Palle는 RSK의 모회사인 IOV Labs Ltd의 이사이다.

해당 내용은 Coinsilium Group Limited의 임원진이 제공한 내용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문의 바란다.

Coinsilium Group Limited
이사장 Malcolm Palle
최고 경영자 Eddy Travia
+44 (0) 7785 381 089
www.coinsilium.com

 Peterhouse Capital 
Limited
Guy Miller / Mark Anwyl
(AQSE Growth Market 
관련 기업 자문)
+44 (0) 207 469 0930

SI Capital Limited
Nick Emerson
(브로커)
+44 (0) 1483 413 500

https://www.iovlabs.org/
https://www.coinsili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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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silium 소개
 
Coinsilium은 블록체인 및 오픈 파이낸스 벤처 회사이다. 2015년 최초로 블록체인 회사의 IPO가 
되었던 Coinsilium은 회사의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RSK/IOV Labs, Indorse, 그리고 Blox 
등 세계를 선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해 왔다.
 
Coinsilium은 2020년 7월, 탑 100 블록체인 프로토콜 회사인 IOV Labs와 함께 싱가포르에 50/50 공동 
벤처 회사를 설립해 글로벌 시장에서 RSK의 제품, 서비스 및 기술을 홍보하고 상용화하며 RSK가 
개발한 솔루션의 생태계, 그리고 전 세계에 분포된 RSK의 파트너와 개발자를 구동하는 RIF Token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벤처 계약을 체결하였다.
 
Coinsilium 주식은 런던 소재 AQSE 성장 시장에서 상장 코드 “COIN”으로 거래되며, 뉴욕 소재 
OCTQB 벤처 마켓(이하 “OTCQB”)에서는 상장 코드 “CINGF”로 거래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coinsilium.com을 참고하거나
트위터에서 @CoinsiliumGroup을 팔로우하기 바란다.

에디터 참고 내용:

NonFungible.co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총 NFT 판매량은 약 2억 5천만 달러 상당에 
달했으며 이 금액은 2021년 1분기에 USD 20억 달러로 솟구쳐 2,100%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Coinsilium은 2021년 4월 20일에 Indorse의 ‘Nifty Scanner’의 공개 알파 버전 출시를 발표했다. Nifty 
Scanner는 NFT와 연계된 자산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저장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필수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분석 도구이자 Google Chrome, Mozilla Firefox, Opera 및 Brav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다. Nifty Scanner는 현재 OpenSea에서 판매되는 NFT 데이터를 
표시하며 조만간 다른 인기 마켓플레이스와도 호환될 예정이다.

https://www.iovlabs.org/
https://nonfungible.com/subscribe/nft-report-q1-2021/
https://ecosystem.indorse.io/nft-exten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