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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pykus 파이낸스 - 사회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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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틴 아메리카에 런칭된 Tropykus 파이낸스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개발 도상국의 시민을 연결해 더 직관적이며 공정한 금융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분산형 금융 프로토콜이다.

Tropykus의 목표는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활용해 라틴아메리카부터 시작해 
여러 개발 도상국의 재정적 환경에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는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과 현재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의 신용 사용이 필요한 이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달성된다.

Mauricio Tovar는 이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Tropykus는 지역 내 주민들이 
유리한 가격으로 신용을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로 
탄생하였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장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 플랫폼에 참여하는 비트코인 채굴자는 수익을 얻고 더 공정한 신용 
사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카테고리의 
사용자 모두에게 윈윈이며 Tropykus는 이들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Tropykus는 RSK smart contracts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투명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두 가지 세계를 모두 통합하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사용자에게 자기 자산의 완전 통제권을 부여해 언제든지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SK의 공동 창립자이자 IOVlabs의 CEO인 Diego Gutierrez Zaldivar는 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Tropykus가 플랫폼 개발에 RSK를 선택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라틴 아메리카처럼 공정하고 통합적인 금융 대안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솔루션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 기쁩니다.”

해당 플랫폼은 테스트넷 환경에서 4월 12일부터 제공되며, 사용자는 무료로 
운용을 테스트할 수 있다. 5월에는 메인 RSK 네트워크의 생산적 환경에 
런칭될 예정이다. 플랫폼은 먼저 입금 및 대출 서비스에 RBTC, DOC, RIF, 
그리고 USDT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사용자 및 커뮤니티의 기여를 통해 
기능을 진화해 파트너를 통해 여러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현지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Tropykus 팀은 비트코인이 금융 분야의 정체 상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개발 도상국의 변화 주도자라 믿는 Mauricio Tovar, Mesi Rendón, 그리고 
Diego Mazo가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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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pykus 소개

Tropykus 파이낸스는 개발 도상국에 집중하는 심플한 디지털 융자 및 크레딧 제품을 제공한다. 목표는 분산형 
금융의 강점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자가 비트코인으로 경제 수익을 얻으면서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공정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웹: : https://tropykus.finance 
Twitter: https://twitter.com/tropykus 
Telegram: https://t.me/tropykus

RSK 소개

RSK는 병합 채굴을 통해 최고의 비트코인 해시 파워의 보장을 받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이다.

RSK의 목표는 smart contract, 거의 즉각적인 결제, 그리고 더 넓은 확장성을 지원해 비트코인 생태계에 
가치와 기능을 더하는 것이다.

해당 네트워크는 분산형을 유지하며 초당 최대 100개의 거래로 확장될 수 있으며, 확률 검증, 사기 탐지 등을 
이용해 저장 공간과 대역폭을 줄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sk.co/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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