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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 기술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내 신용 
사용을 촉진할 예정인 AvalDAO라는 
기금의 런칭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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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사용이 어려운 이를 위한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신종 금융 기구, 
AvalDAO의 라틴 아메리카 런칭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제조와 생활 조건 개선에 융자가 필요한 Gran Chaco Americano 
지역의 단체와 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AvalDAO는 RSK 기술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기반한 첫 번째 보증 기금을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기금 참여자는 이자를 받고 실생활 경제의 
이니셔티브를 돕는 데 토큰을 사용하려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입니다. 목표는 
신용을 사용하려는 사업이 마주하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신용 보증 요건입니다.

ACDI의 책임자인 Mauricio Moresco는 이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된 수천 명의 기업가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추정 결과 15세 이상 성인 인구의 약 절반은 아직 금융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간격은 인구의 가장 
취약한 부문에서 더 크게 벌어지며 민족과 성별 간의 강력한 불평등을 
강조합니다.”

해당 투자 기금은 해당 인구가 신용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지리학적(농촌, 
외딴곳,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 그리고 사회경제적(성별, 민족적 
차별)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IOVlabs의 
사회적 통합 이니셔티브 담당자인 Agustín Pandolfini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여기서는 인구의 큰 부분이 선뜻 다루기 
어려운 신용 보증 요건, 서류, 그리고 높은 비용 등의 정보 문제에 따른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합니다.”

AvalDAO는 Gran Chaco Americano 지역의 숲과 문화 등 공공재의 보호에 
기여하는 분산형 전자 금융 기구를 개발하는 중인 IOVlabs, BID Lab와 ACDI, 
그리고 El Futuro está en el Monte 네트워크가 함께 마련한 이니셔티브 덕에 

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용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l Futuro está en el Monte 네트워크, ACDI(Association for Comprehensive Development, 
통합적인 개발 협회), 그리고 IOVlabs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대출 기금인 AvalDAO를 
런칭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그리고 브라질에 
걸친 Gran Chaco Americano 지역에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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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Chaco 지방에서는 보증 기금인 AvalDAO가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신용을 보장하는 개념 증명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해당 지역의 가족들은 이제 안전한 물을 이용하기 위한 16,000 리터의 수조 
구축에 필요한 설치 재료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Gran Chaco 지역의 여러 농민 가족은 아직도 깨끗한 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 킬로미터를 이동해 깨끗한 물을 얻거나, 특히 
어린이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부족한 수원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 지역에서 
여성은 특히 가족에게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 
정도를 소모합니다. COVID-19의 범유행 상황에서 물 이용은 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가족은 월급을 통해 현금으로 이러한 건설 재료를 구입할 
여건이 되지 않지만, 올바른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지역의 가족들은 아직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에 월급 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직업이나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됩니다. AvalDAO는 이들이 지역 건축 재료 공급자와 신용 제공 기관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l Impenetrable(침투할 수 
없는)이라는 이름이 붙은 Chaco 지역에서 El Futuro está en el Monte의 작업 
조정을 담당하는 Horacio Duk은 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현재 이들은 이미 필요한 재료를 얻어 수조를 구축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AvalDAO는 이 금융 기구를 완성하고 서로 잘 모르는 당사자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생성하는 기술 스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smart contract
를 통한 보증 수행용 프로토콜의 자동화와 평판 기반 신원 생성이라는 두 
가지 혁신적인 도구를 이용해 달성 가능합니다. 한 인물의 평판 증명은 그 
사람의 계약 이행 기록과, 자유를 행사한 방법, 그리고 신용 위험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기록에 따라 구성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블록체인 기술로 
구축한 독특하고 조작할 수 없는 보고서의 형태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되었던 개인, 초소형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은 신용을 통해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모험에 도전할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valDAO는 이러한 방식으로 분산형 자율 단체(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가 되려 합니다. 이는 단체를 만들고 smart contract
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이를 운영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투자 및 신용 
보증 작업에 투명성, 불변성, 자율성, 그리고 보안을 제공합니다.

 

연락처 및 자세한 정보는  https://avaldao.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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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VLabs 소개

IOVlabs 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 필요한 기회, 투명성, 그리고 믿음을 장려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합니다. 현재 IOVlabs를 구성하는 플랫폼은 RSK Smart Contract 네트워크,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 그리고 
Taringa!입니다.

https://iovlabs.org/
https://www.rsk.co/
https://www.rifos.org/
https://www.taringa.net/
https://www.taringa.net/


RSK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모든 유형의 가치 교환에 이용할 수 있게 해 비트코인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설계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smart contract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는 통합된 환경에서 더 빠르고, 
쉽고, 더 큰 확장이 가능한 분산 응용 프로그램(dApps)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되고 분산된 인프라 프로토콜의 
모임입니다. Taringa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스페인어 기반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로, 3천만 명의 사용자와 1,000개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갖추었습니다.

ACDI 소개 

아르헨티나 산타페에 위치한 공공 이익 단체로 개인이 물질적인 것, 관계, 그리고 영적인 면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을 지원하는 여러 사회적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acdiargentina.org.ar ACDIargentina 참고

El Futuro está en el Monte 소개

Gran Chaco Americano 지역의 사업 모델을 신장하는 운동으로, 혁신과 지역적 지식을 통합해 지역의 자연적 및 문화적 
자산의 재부흥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이며 경쟁적인 개발을 촉진합니다. IDB Lab은 El Futuro está en el Monte를 
도와 고유 산림의 보호 및 취약한 사회적 그룹의 사회 통합을 위해 협력하는 혁신적 방법의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elfuturoestaenelmonte.org  @futurodelmonte 참고

IDB Lab 소개

IDB Lab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LA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사람들의 삶 개선에 집중하는 금융 및 개발 
지식의 주요 출처인 IDB Group의 혁신 연구소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bidlab.org/ @idblab @idb_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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