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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ryn, $2.1M 모으며 RSK에 
비트코인 고유 DeFi 플랫폼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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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및 대출용 분산형 플랫폼인 Sovryn이 런칭과 함께 오늘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었다. 사용자는 Sovryn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무허가성의 검열 저항적인 비구금형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Sovryn은 비트코인 구동 smart contract 플랫폼인 RSK에 개발되었으며 곧 
분산형 거버넌스 플랫폼도 런칭할 예정이다. 

해당 런칭 전 Sovryn은 기존 예상치보다 백만 달러 더 많은 총 210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모금한 바 있다. 그러나 Sovryn의 창립자들은 비트코인의 총 
최대 공급량을 상징하는 가치인 210만 달러를 모금 상한선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는 Greenfield One이며, Collider Ventures와 
Monday Capital 역시 상당한 가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다른 투자자들의 
모금과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초기 자본과 긴밀한 지원에 기여하며 처음 
Sovryn에 참여한 이들은 Collider Labs와 BlockVentures를 포함한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의 분산형 금융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2020
년을 정의한 트렌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암호화폐에서 가장 값진 
자산인 비트코인의 상당한 가치로 돈을 벌 기회는 DeFi 부문만으로 
제한되어 왔다. 

Sovryn은 비트코인 2계층 기술로 RSK 비트코인 사이드체인의 기능을 
활용하며 고유의 비구금형 BTC 거래 및 대출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최대 5
배까지의 담보로 장기 또는 단기 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써 BTC, 
USDT, 그리고 Dollar on Chain(DOC)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자기 자산을 
빌려주고 이자를 벌 수 있게 된다. 또 자동화된 투자 전문 기관을 포함하는 
Sovryn 분산형 거래소를 이용해 BTC, USDT 및 DOC 간의 저렴하고 
슬리피지 위험이 낮은 스왑을 활용할 수 있다. 

Sovryn 커뮤니티와 핵심 개발자들은 런칭 전 3개월 동안 플랫폼의 기능을 
테스트하고 감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올해 해킹과 사기죄 기소를 포함하여 문제가 많았던 중앙화된 플랫폼에 
비해 Sovryn은 완전히 비구금형이며, 검열 저항적이고, 중앙화된 대안에서 
겪는 거래 상대방 관련 위험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Sovryn의 런칭은 비트코인 기반 분산형 금융 발전의 중요한 한 걸음이다. 
RSK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블록 시간인 10분보다 빠른 30초의 블록 
시간이라는 이점을 자랑한다. 또 동시에 BTC와 병합 채굴되고 비트코인 

https://sovryn.app/blog/how-to-earn-and-leverage-bitcoin.html
https://sovryn.app/blog/sovryn-vs-cef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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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해시율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안전한 DeFi 
애플리케이션용 smart contract 플랫폼이자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 
Sovryn 커뮤니티의 창립자 중 하나인 Edan Yago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통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Sovryn과 
함께 비트코인은 이제 분산형 금융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vryn은 자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키와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Sovryn과 함께 대출, 거래 및 
담보는 무허가성이며 검열 저항적이 됩니다.”
IOVLabs의 CEO인 Diego Gutierrez Zaldivar는 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추가했다. “비트코인은 주소 지정이 가능한 최대의 DeFi용 시장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 위에 구축된 RSK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smart 
contract 플랫폼으로 더 넓은 확장성과 낮은 거래 비용을 활성화합니다. 
비트코인용 DeFi 공간에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강력한 이점을 제공하는 
Sovryn의 거래 및 대출 플랫폼 런칭이 매우 기대됩니다.”

Sovryn은 DeFi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달 내에 분산형 거버넌스 컨트랙트를 
런칭할 예정이기도 하다. Sovryn 프로토콜의 초기 사용자는 2020년 1분기 
후반에 진행될 SOV 토큰 “Genesis”의 판매에 독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Sovryn 거버넌스는 이미 변경 사항 제안과 투표에 맞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복합 거버넌스에서 포크되었다. 토큰 
보유자는 보유한 SOV 토큰의 지분에 따른 제안과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 제안은 타임 락 컨트랙트에 예약된다. 
제안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최소 토큰 담보와 최소 과반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담보를 오래 보유할수록 해당 투표의 힘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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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ryn 소개
Sovryn은 비트코인 기반 분산형 거래 및 대출 플랫폼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사이드체인이자 병합 
채굴로 구동되는 RSK에 구축되었으며 커뮤니티가 관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ovryn.app/ 을 참고하기 바란다.

RSK 소개
병합 채굴을 통해 최고의 비트코인 해시 파워의 보장을 받는 RSK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다. 
RSK는 smart contract, 즉각적 결제 및 더 높은 확장성을 실현해 비트코인 생태계에 가치와 기능을 
추가한다.
해당 네트워크는 분산형을 유지하며 초당 최대 100개의 거래로 확장될 수 있으며, 확률 검증, 사기 탐지 
등을 이용해 저장 공간과 대역폭을 줄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rsk.co/rsk-blockchain/ 

https://sovryn.app/
https://www.rsk.co/rsk-blockch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