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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틀 네트워크, 라타멕스에 RIF 
Token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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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라틴 아메리카] 세틀 네트워크(Settle Network)가 
신용화폐에서 암호화폐로의 입출금이 가능한 플랫폼 라타멕스(Latamex)와 
RIF의 통합을 발표했다. 이처럼 놀라운 파트너십 덕에 이제 모든 사용자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멕시코에서도 라타멕스로 RIF Token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RIF(RSK 인프라 프레임워크)는 라타멕스와의 통합으로 KYC와 결제 
단계에서 사용자를 안내하는 간단하고 맞춤화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마련한다. 사용자가 결제 흐름을 완료하고 결제가 승인되면 
전자 자산이 사용자의 월렛에 전달되거나 신용 화폐가 사용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다. 이 과정은 추가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빠르고 간단하다. 

RSK의 공동 창립자인 디에고 구티에레즈 잘디바(Diego Gutierrez 
Zaldivar)는 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세틀 네트워크의 
라타멕스와의 통합은 더 효율적인 대체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세틀은 현지 통화와 전자 자산 간의 규정을 준수하는 상호 
운용성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 솔루션이 번창할 수 있는 기반을 쌓고 있습니다. 

세틀 네트워크의 파트너십 및 사업 개발 담당 부장인 잭 사라코(Jack 
Saracco)는 또 이와 같이 말했다. “RSK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마찰이 없는 방식으로 전자 자산을 국내 신용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 라타멕스 제품으로 쉽게 RIF 
Toke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SK와의 통합을 환영하며 그 결과로 탄생할 
수 있는 훌륭한 잠재력이 기대됩니다.”

라타멕스는 모든 국가에서 현지 규제 기관의 규정 준수 절차를 제공해 
인프라를 국내법과 규정의 틀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용자 경험을 선사한다. 또 신용화폐를 암호화폐로 바꾸는 작업의 인증 절차, 
거래 모니터링 및 필수 기능을 제공한다. 

https://www.iovlabs.org/
https://latamex.com/en/
https://www.rifos.org/
https://www.linkedin.com/in/jacksaracco/
https://www.linkedin.com/in/jacksar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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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 소개   

RSK 블록체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비트코인의 견줄 수 없는 
해시 파워로 병합 채굴을 통한 즉각적인 결제와 더 높은 확장성을 실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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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는 통합된 환경에서 더 빠르고, 쉽고, 확장 가능한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dApps)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 비트코인과 RSK의 대중 채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방형 및 분산형 인프라 프로토콜의 모임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sk.co/를 
참고하기 바란다.

Settle Network 소개
 
Settle Network(세틀 네트워크)는 국경을 넘는 결제 서비스와 거래를 제공하는 라틴 아메리카 및 
멕시코 최대의 전자 자산 결산 네트워크이다. 해당 네트워크는 서비스가 운영되는 모든 국가의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자산과 전자 자산 간의 프로그램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며 초대형 
은행과 수천 개의 소매업체를 포함하여 관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전자 자산과 
가장 중요한 현지 통화 간의 규정을 준수하는 무제한 상호 운용성을 활성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ttlenetwork.com을 참고하기 바란다.

홍보 담당자 연락처: 
Settle Network: media@settl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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