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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백서 공개
페이스북과 27개 파트너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 서비
스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Libra)와 테스트 네
트워크를 설명하는 백서를 발표하였다.
1. 리브라 협회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창설하여 최종 디자인에 책임지고 27개의 비자,
우버,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함께‘리브라 협회’를 구
성했다. 이들은 각각 프로젝트 운영에 최소 1천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협
회는 오픈소스 리브라 블록체인 및 개발자 플랫폼을 자체 무브(Move) 프로
그래밍 언어로 홍보할 것임을 알렸다.

내 용

<리브라 협회 구성>
출처: https://www.nytimes.com/

- 지불(Payments): Mastercard, PayPal, PayU (Naspers’ fintech arm), Stripe,
Visa
-

기술

및

시장(Technology

and

marketplaces):

Booking

Holdings,

eBay,

Facebook/Calibra, Farfetch, Lyft, Mercado Pago, Spotify AB, Uber Technologies,
Inc.
- 통신(Telecommunications): Iliad, Vodafone Group
- 블록체인(Blockchain): Anchorage, Bison Trails, Coinbase, Inc., Xapo Holdings
Limited
-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Andreessen Horowitz, Breakthrough Initiatives,
Ribbit Capital, Thrive Capital, Union Square Ventures
-

비영리

기관

및

학술기관(Nonprofit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Creative Destruction Lab, Kiva, Mercy Corps, Women’s
World Banking
2. 디지털 월렛 Calibra
리브라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고 사
람들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소비 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 수 있도록 설정되었
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메신저 및 왓츠앱(WhatsApp)의 27억 고객 중 거
의 대부분에게 리브라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사
용자에게 안전한 리브라를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칼리브라(Calibra)를 설립했
으며, 칼리브라는 자사의 암호 거래를 처리하고 리브라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 광고 타겟팅에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암호화폐 리브라
를 활용한 대여 및 투자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결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우버(Uber)와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파
트너들이 페이팔(PayPal)과 벤모(Venmo)와 마찬가지로 리브라를 통해 차량
사용료와 온라인 구독료로 지불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페이스북의 ‘칼리브라(Calibra)’>
출처:https://techcrunch.com

리브라의 구조는 2100만의 한도가 정해져있는 비트 코인 (Bitcoin)과 달리,무
한 수의 리브라가 생성 될 수 있으며 새로운 리브라를 만드는 데 엄청난 전력
을 소비하는 비트코인 마이닝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다.
리브라 월렛을 만든 페이스북 및 리브라 협회 파트너들은 본격적인 리브라 서
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소수의 리브라를 제공하여 신규 고객을 유치 할 수 있으
며, 소비자들은 은행 계좌 또는 직불 카드로 돈을 이체하여 리브라를 구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별 리브라의 가치는 리브라를 뒷받침하는 세계 통화 바스켓의 가치에 따라
고정되어 암호화폐 가치의 불안정성을 보완하였으며, 리브라를 소유한 고객은
세계 어디서나 리브라 월렛이 있는 다른 사업체 또는 사람에게 리브라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가 리브라를 달러 또는 다른 기
존의 통화로 되돌리려면, 페이스북의 월렛, 칼리브라가 기본 통화의 현재 가치
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금융 계정이나 은행으로 이체할
수 있다.
개인이 리브라 월렛 설정하려면, 페이스북의 고객은 정부 문서를 통해 온라
인으로 신원을 증명함으로써 리브라 월렛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리브라를 사
용하는 회사는 자사의 월렛을 만들고 자사의 고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리브라
협회가 승인한 기업만이 시스템 안팎으로 돈을 이동할 수 있다.

https://www.nytimes.com/2019/06/18/technology/how-libra-would-work-for-yo
u.html
https://techcrunch.com/2019/06/18/facebook-lib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