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퍼런스에서의 카나발(Carnaval) 론칭 - 비트코인 활용 NFT 

RSK 스마트 컨트랙트로 비트코인을 활용해 이베로아메리카 최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NFT
로 선보이는 카나발 플랫폼이 드디어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에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론칭될 예정이다. 이 NFT 플랫폼은 실제 작품과 연결된 일부 작품을 포함해 신중하게 
엄선된 미술품을 선보이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비트코인 활용 마켓플레이스이다. 
카나발은 게다가 또 RIF 마켓플레이스 엔진의 최초 구현이기도 하다.

머니 온 체인Money on Chain - 비트코인 성능을 개선하는 분산형 비관리 
DeFi 프로토콜.

소브린Sovryn: 비트코인을 활용한 마진 거래, 이자 농사 및 스테이킹.

바벨피시Babelfish - 여러 체인에 걸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고 표준화함. 

리퀄리티Liquality - BTC 및 RBTC의 아토믹 스왑이 가능한 비관리형 멀티 
체인 보안 브라우저 확장 월렛.

불라 네트워크Bulla Network - 사용자가 하나의 원장에서 여러 암호화폐로 
견적을 보내고 결제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회계 앱.

카나발Carnaval - 신중하게 엄선된 이베로아메리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NFT 마켓플레이스.

RSK, 비트코인 2022에서 
비트코인 활용 카나발(Carnaval) 
NFT 론칭을 선보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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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스톡(RSK) 생태계는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비트코인의 보안을 이용하는 최초이자 가장 
안전한 DeFi 생태계로, 스테이킹, 대출, 융자, 이자 농사 등을 커버하는 다양한 DeFi 서비스를 
제공한다. RSK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활용해 NFT를 민팅하는 카나발(Carnaval) 플랫폼의 
론칭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이벤트인 비트코인 2022에서 35,000명의 관객에게 이 
생태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마이애미에서 주최되는 올해의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는 4월 6일에서 9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이벤트에는 다음과 같은 ‘비트코인 DeFi’ 프로젝트들이 참여해 RSK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금융의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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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플랫폼은 동부 표준시 기준 4월 6일 오전 10시에 ‘비트코인 제네시스 드롭'이라는 첫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용 이베로아메리카 NFT 미술품 210점과 함께 ‘카나발 제네시스 
드롭'이라고 하는 독특한 컬렉션을 론칭한다. 
카나발 제네시스 드롭 컬렉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그리트의 ‘인간의 아들'을 반영하는 
10,000의 NFT PTP(제너레티브 아트)로 출시된다. 또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창작 과정에 
참여한 15개의 카나발 마스크를 선보이며, 각 소유자는 카나발이 4월 10일 정오에 마이애미 
Gitano-Faena에서 주최하는 비공개 칵테일 파티에 참여할 수 있다.

RIF는 RSK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구축된 분산형 프로토콜과 서비스를 제공해 비트코인 
DeFi 생태계를 개선하는 인프라를 구성한다. 카나발은 오픈 소스이자 완전히 감사된 SDK 
라이브러리 제품군인 RIF의 마켓플레이스 엔진을 통합하여 비트코인 상 분산된 
마켓플레이스의 시장 출시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고

RSK란 무엇이며, 그 목표는 무엇인가?

RSK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2계층 솔루션이며, 최초로 비트코인 생태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선사하는 존재로 병합 채굴을 통해 평균 BTC 해시 파워의 60%라는 혜택을 누리는 보안을 
자랑하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훨씬 큰 확장 가능성을 통해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 생태계의 
기능성을 높인다. 해당 플랫폼은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이 가장 안전한 체인에 기반한 DeFi의 
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며, 이는 미래의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RSK 공동 창립자 패널: ‘사이드체인의 혜택과 절충점’ 
RSK의 공동 창립자이자 IOVlabs의 CEO인 디에고 구티아레스 잘디바(Diego Gutierrez 
Zaldivar) 역시 다른 패널들과 함께 사이드체인의 혜택 및 절충점을 의논할 예정이다.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우리는 지난 2년간 DeFi의 엄청난 활약을 
목격했습니다. 또 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화폐 제도(스테이블코인)과 
투기성 금융 도구(트레이딩 엔진과 AMM)가 등장했지만 이는 모두 투기꾼들의 니즈만을 
충족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새로운 분산형 핀테크 시스템을 나머지 사회의 필요와 
연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IOVLabs의 숙제이며 저희가 
루트스톡과 RIF를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DeFi를 탄생시킨 이유입니다.”

해당 패널은 4월 8일 금요일 오후, 오픈 소스 스테이지에서 EDT 기준 오후 1시부터 1시 40
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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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 소개

병합 채굴을 통해 놀라운 비트코인 해시 파워의 보장을 받는 RSK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다. 해당 네트워크는 분산화를 희생하지 않고도 초당 
100개까지의 거래를 확장하며 확률적 검증, 사기 탐지 등의 기능을 통해 저장소 및 
대역폭을 줄인다.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는 오픈되고 분산화된 인프라 프로토콜의 모임이다. RIF는 
통합된 환경에서 더 빠르고, 쉽고, 확장 가능한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dApp)의 개발을 
활성화해 비트코인과 RSK의 대중 채택을 가능케 한다.

추가 정보는 rsk.co 참고
미디어 관련 문의:
막달레나 윌마(Magdalena Wilma)
magdalena.wilma@iovla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