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체인 브릿지, RSK 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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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체인이 RSK, 이더리움, 그리고 BNB 체인 간의 ETH, USDC, BUSD 및 기타 자산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자 RSK 블록체인에 통합되었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 DeFi의 더 
폭넓은 이용을 위한 최초의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통합은 멀티체인의 중요한 성과를 
상징한다.

7월 4일 - 영국 지브롤터 -  멀티체인 브릿지 사용자들이 이제 루트스톡(RSK) 
추가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멀티체인은 ETH, USDC, BUSD, BNB, WBTC 및 DAI를 
포함한 53개 이상의 블록체인과 2,400개 이상의 브릿지, 그리고 수천 개의 자산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멀티체인은 수천 명의 일일 사용자와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 덕분에 수억 
달러의 일일 거래 처리량을 자랑한다. 멀티체인은 게다가 잠긴 총 가치 30억 달러 이상을 
나타내는 크로스 체인 분야 최고의 플레이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 

루트스톡 지원 추가는 멀티체인의 새로운 장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중 최초로 
통합되는 것은 RSK다. RSK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애호가와 EVM 기반 DeFi 사이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멀티체인의 루트스톡 통합은 RSK를 활용하는 빌더에게 핵심 이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자면 자본과 접근 가능 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브릿지 건설에 자원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 등이 그 이점이다. 또 RSK에 기반해 구축한 새로운 플랫폼의 출시 시간도 더 짧아진다. 
마지막으로 멀티체인 브릿지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최적화는 RSK 빌더에게 유용하다. 

멀티체인은 최근 크로스체인 메시지와 네임 컨트랙트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버전의 
anyCall 상호 운용 프로토콜을 도입했다. 이는 루트스톡과 기타 지원 네트워크에서 
크로스체인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사용자는 RSK, 이더리움, 그리고 곧 출시될 BNB 체인 간에 ETH, USDC, BUSD, BNB, 
WBTC 및 DAI 브릿징을 시작할 수 있다. 멀티체인은 앞으로 몇 주와 몇 달에 걸쳐 RSK 
네트워크 브릿징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체인과 토큰을 만들 예정이다.
提供する予定です。

RSK의 공동 창립자 디에고 구티아레즈 잘디바는 이 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멀티체인이 최초의 비트코인 레이어 2로 RSK 통합을 선택했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RSK는 지속 가능하게 설계된 프로토콜을 보유했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비트코인용 DeFi 생태계의 본거지로 사용자가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실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수천 명의 새로운 사용자가 해당 DeF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RSK 상호 운용성의 큰 발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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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체인 정보

멀티체인은 2020년 7월 20일, 서로와의 통신을 위한 뚜렷하고 다양한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요구를 해결하고자 애니스왑(Anyswap)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탄생했다. 멀티체인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크로스 체인 
구조를 통해 원활한 자산 및 가치 이전을 실현한다. 또 53개 이상의 비EVM 및 EVM 
체인을 통합해 크로스체인 부문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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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 소개: 

RSK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로, 병합 채굴을 통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을 활용하고 EVM 호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성화해 새로운 
분산형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디스코드 트위터 텔레그램

언론 문의: magdalena.wilma@iovla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