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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F Labs, 공용 RIF 네임 
서비스 발표하다

지브롤터 / 2019년 1월 16일

RSK Lab의 설립팀과 기타 최고 경영진이 주도하는 목적 중심 조직인 RIF 
Labs는 RIF 네임 서비스(RNS)의 공식 출범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RIF 디렉토리 프로토콜을 최초로 구현하는 서비스로 루트 인프라 프레임 
워크 개방형 표준(RIF OS)의 사용자가 서비스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별칭과 도메인 이름을 통해 RSK 라이브 
네트워크에서 RSK 주소, 공개 키, 소셜 네트워크 핸들과 같은 관련 
리소스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IF Labs의 CEO인 Diego Gutierrez Zaldiva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RIF OS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그 안에 내재된 RSK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의 수용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동안, 저희는 사용자 대중 채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기본적인 사용의 편리함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개발되던 시기에는 
인터넷이 지닌 변화의 가능성을 이해하기 어려웠었습니다.
DNS 같은 서비스가 없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인터넷 서비스 사용을 위해 
정확한 IP 주소를 기억해는 데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서비스가 없었다면 인터넷의 대중 채택은 절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RNS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별칭을 현재 읽기 어려운 16진수 주소로 
매핑하는데 도움을 주어 블록체인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미래의 RIF 메신저 서비스에서 
친구인 앨리스를 찾고 싶다고 하자. 
3f84e75ebb8a561e24436eb456463b79afe533fc를 찾는 대신, 
간단하게 “alice.rsk”를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RNS는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해 도메인 네임 신청에 입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RNS는 
오프 체인 결재,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피드, 및 보안 통신과 같은 RIF OS 
프로토콜 전체를 통합하는 강력한 서비스 스택의 프리커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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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ldivar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의 비전은 항상 사람들이 
검열이나 중개자 없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가치를 이동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인 ‘가치 있는 인터넷’ 생성에 집중해 왔습니다. 모든 
사용자들이 RNS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금융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이에 아예 접근할 수 없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현재 
세상을 괴롭게 하는 금융 불평등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Rif Labs 소개:

RIF Labs는 목표 지향적인 단체로서 전 세계의 금융 화합을 촉진하며, 
초기 기술과 대중 채택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일 차세대 개방형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RIF Labs는 기존 개발자와 블록체인 개발자에게 더 큰 확장성과 더 빠른 
타임 투 마켓을 가능하게 하는, 올인원의 사용하기 쉬운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인 RIF OS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며 점차 성장하고 있는 이 단체는 전 세계에 걸쳐 열정적인 
협력 팀을 갖추었으며, 비트코인 및 암호 화폐 산업의 선두주자로 잘 
알려진 RSK Labs 팀과 기타 최고 경영진들이 2011년부터 주요 혁신과 
커뮤니티 구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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