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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RSK
가 $200K 개발자 기금을 런칭 

지브롤터 - 2019년 12월 1일

 IOV Labs는 RSK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상에 구축하는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미화 20만 달러 규모의 RSK 보조금 프로그램인 개발자 기금을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RSK는 BTC에서 실행하는 Dapps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사이드 체인이다.

RSK 팀은 해당 기금을 발표하고 최근 강화된 보안, 이더리움 호환성 및 
Microsoft 블록체인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Azure와의 통합 등 
네트워크상에 구축의 이점을 자세히 설명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공개했다. 
미화 2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풀은 사안별로 여러 프로젝트로 분배된다. 

프로그램 사이트에서는 DApps용 인-브라우저 월렛, 스마트 컨트랙트 
컴파일 및 배포 툴 체인(“스타터 프로젝트” 스캐폴딩 툴 또는 구현을 
포함하는 새로운 RSKIP) 등 구체적인 제출물을 제안한다. 그러나 
개발자가 비트코인과 RSK 생태계를 지원하는 모든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도 환영한다. 

이번 발표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블록체인 컨퍼런스인 
LaBITconf 후에 나왔다. 해당 컨퍼런스에서 IOV Labs는 2020년 중 
탈중앙 금융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공개했다. 먼저, 비트코인이 후원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 머니 온 체인(Money on Chain)을 발표한 후, 
RSK상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DeFi 솔루션의 모바일 통합이 가능한 
루미노(Lumino)용 모바일 클라이언트 루미노 라이트(Lumino Light)를 
발표했다. 

IOV Labs 채택 책임자 루벤 알트만(Ruben Altman)은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채택하고 촉진하고 비트코인용 
스마트 컨트랙트의 혁신적인 가치 제안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RSK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개발자를 보유한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청이 쇄도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개발자는 http://grants.rsk.co/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프로그램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실행된다. 

이 기금은 RSK의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을 사용하여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 후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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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V Labs 정보 

IOV Labs는 목표 지향적 단체로서 전 세계의 금융 화합을 촉진하며, 초기 기술과 대중 채택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좁힐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현재 RSK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와 RIF OS 플랫폼의 가장 인기 있는 구현을 개발하고 있다. 

RSK는 블록체인용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 위에서 분산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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