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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F, RSK 생태계에 
Chainlink 탈중앙 오라클 통합 
지브롤터 (2020 년 8 월 31 일): 

IIOV Labs가 RSK와 RIF 생태계에 Chainlink 탈중앙 oracle을 통합했다. 
RSK 개발자는 이에 따라 블록체인 외부에서 생성된 중요 가격 피드와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고 이를 RSK의 비트코인 기반 smart contract를 
트리거 하는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RSK와 RIF의 기술팀은 현재 개발자가 다른 블록체인에 대한 외부 의존 
없이 Chainlink oracle을 사용할 수 있게 인프라 수준에서 Chainlink의 
프로토콜을 통합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해당 통합은 테스트넷에서 
이미 실행되었으며 Chainlink 프로토콜의 고도의 모듈 방식 덕에 몇 주 
만에 완료될 수 있었다. 

시장을 선도하는 오라클 프로토콜로써 Chainlink의 기술은 블록체인 및 
테크 분야의 여러 우수한 smart contract 개발팀과 대형 기업이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는 oracle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플랫폼과 
DeF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무신뢰 형식으로, 그리고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정확한 오프체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RIF Gateways 부서를 담당하는 Julian Rodriguez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Chainlink는 RSK와 비트코인 smart contract가 그렇듯 
oracle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함으로써 
개발자는 가장 강력한 작업 증명 블록체인에 고정되고 시장 최고의 탈중앙
oracle 솔루션에 연결된 smart contract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hainlink와 IOV Labs가 함께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아주 
많기에 Chainlink의 동급 최고 oracle 서비스로 RSK와 RIF의 활용성을 
향상 할 방법을 탐색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RIF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RIF Gateways는 개발자에게 외부 
세계에서 블록체인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oracle이나 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간소화되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려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은 RIF Gateways를 이용해 RSK 개발자가 Chainlink 
oracle 네트워크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통합은 또 Chainlink의 기능을 확장해 그 노드 오퍼레이터 
네트워크를 RSK를 구동하는 힘인, 전 세계에서 가장 값진 탈중앙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에 열어 준다. 해당 통합은 여러 블록체인 간에 걸쳐 
기존 플랫폼과 팀 간에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 프로토콜의 구현
가능성을 더 자세히 보여준다. 

Chainlink 사업 개발팀을 이끄는 Daniel Kochis는 해당 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블록체인 공간은 오랫동안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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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보안에 힘입은 smart contract 구축을 원해 왔습니다. IOV 
Labs 팀과의 협력으로 RSK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oracle을 제공하고, 
폭넓게 사용되는 데이터 자료 및 시스템과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더 
유용한 smart contract 애플리케이션에 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기쁩니다.” 

개발자는 다음 링크를 통해 GitHub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github.com/smartcontractkit/chainlink-R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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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V Labs 소개
IOV Labs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 필요한 기회, 투명성 및 신뢰를 장려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한다. 이 
단체는 현재 RSK Smart Contract Network, RIF, 그리고 Taringa! 플랫폼을 개발하는 중이다.

RSK Network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smart contract 플랫폼 중 하나로, 비트코인의 기능을 확장하면서 독보적인 
해시 파워를 활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사용자는 RIF의 오픈된 분산형 인프라 프로토콜로 통합된 환경에서 더 
빠르고, 쉽고, 확장 가능한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dApp)을 개발할 수 있다. Taringa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스페인어 기반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로, 3천만 명의 사용자와 1,000개의 활동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갖추었다.

Chainlink 소개
Chainlink는 smart contract와의 연결 문제 해결을 돕는 탈중앙 oracle 네트워크로, 사용자는 이를 통해 오프체인 
데이터 피드, 웹 API, 그리고 기존의 은행 결제 시스템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smart contract를 
구축할 수 있다. Chainlink는 이를 통해 smart contract가 금융 서비스, 보험, 그리고 공급망을 포함한 수많은 
분야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Chainlink는 대기업(Google, Oracle 및 SWIFT), 그리고 
Polkadot/Substrate, Synthetix, Loopring, Aave, OpenLaw, Conflux와 같이 우수한 여러 smart contract 
개발팀에 높은 보안과 신뢰도를 자랑하는 oracle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Chainlink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pr.report/eJQqzjnh
https://pr.report/BA63eY9d
https://pr.report/PIy-jM8C
https://pr.report/w0cLmZlQ
https://chain.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