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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창조적 파괴 임팩트 
 

 Economist 

 임동민 

 백서 : 인터넷, 모바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전세계 포용금융 네트워크 

리브라의 미션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낮은 변동성의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

랙트를 통한 혁신을 통해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간편하고 통용 가능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인터넷과 모바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안전성, 접근성, 포용성을 도약시키는 것이 목적 

 

기대 : 네트워크 파워, 통화바스켓 가치안정코인, 블록체인 진보, 규제준수 의지 

리브라는 비트코인 등 기존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비교할 때, 네 가지 점에서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 높음. 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한 전세계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네트워크 파워, 2) 달러/유로/엔/파운드 통화바스켓으

로 구성한 리저브 운용을 통한 코인의 가치안정성 확보, 3) 프라이빗 블록체인

으로 시작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 4) 각국 금융규제 준수 의지 확고 

 

걱정 : 고객신원, 자금세탁,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독점,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현재 리브라를 둘러싼 다양한 우려 존재. 우선 고객신원확인, 자금세탁, 소비

자보호 요구는 기본. 페이스북 관련 개인정보 관리 및 플랫폼 과잉독점에   

반감도 상당. 또한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존 금융체계와   

충돌. 리브라 체계에 있어 통화, 재정정책 및 인플레이션의 변화 등 불확실성 

 

전망 : 소셜네트워크에서 글로벌 P2P 마이크로 파이낸싱 네트워크로 부상 잠재력  

페이스북은 전세계 최대 SNS-광고수익 플랫폼에서 리브라를 통해 포용금융 

네트워크로 도약을 목적. 현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위챗-위뱅크. 그러나 리브

라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체제를 도입해 기존 중앙화된 포용금융 

기업과 차별. 리브라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인 보안성, 탈중앙성, 확

장성을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가운데, 전세계 가장 큰 P2P 마이크로 파이낸싱 

네트워크로 성장할 잠재력. 전세계 포용 금융 시장의 창조적 파괴 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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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페이팔의 최고운영책임자인 빌 레디(Bill Ready)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

서 나타날 금융 서비스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견하였다.1 

 

“인공지능, 기계학습 및 자동화, 인터넷 기반 기술, 플랫폼의 확산 등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의 수입원이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금융서비스는 주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오전 9 시에서 

오후 5 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지출, 저축 및 자

산관리 시스템은 격주로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초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돈 버는 방식이 바뀜에 따라 돈을 쓰고 관리하는 방식도 함께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 변동성이 커지고, 재훈련 및 은퇴준비와 관련해 개인의 책임

이 늘어난 새로운 세대의 재무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의 노동시장은 4가지의 주요한 추세와 금융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요구된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새로운 금융도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동화,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은 일자리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한편 

소득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 적합한 새로

운 유형의 신용과 저축상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 창출을 위해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작을 돕기 위한 자금을 좀 더 빨리 받고, 사업운영을 돕는 재무관리 툴(tools)과 

소득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신용상품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밀레니얼 세대는 직업에 대한 유연성이 크며, 이 세대가 각장 선호하는 금

전관리 수단은 디지털 도구이다. 이들을 위한 강력한 디지털 도구가 필요하다.” 

 

때마침 전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리브라’ 프

로젝트로 전세계 포용 금융 네트워크 비전을 선포했다. 그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1 http://www.invedu.or.kr/research/research_mtrl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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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톱아보기2 

리브라의 미션, 전세계 포용금융 네트워크 

2019 년 6 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ekerbug)는 “누군가에게 돈

을 보내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나 메시지에서 사진을 보내는 것만큼 쉬워야 한

다.”고 말하면서, 리브라(Libra)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낮은 변동성의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혁

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간편하고 통용 가능한 포용적인 금

융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도표 1] 전세계 포용 금융 서비스로써 리브라 블록체인  
 

구분 내용 

Mission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간편하고 통용 가능한 포용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 

1)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2) 낮은 변동성의 암호화폐, 3)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혁신금융 제공 

Problem 
Statement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및 포용성은 부족 

특히 경제력이 더 약한 계층은 은행계좌 개설의 장벽 등으로 금융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 지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체제에서 높은 보안성을 충족시킬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능을 제공할 잠재력 보유. 그러나 현존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낮은 확장성과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으로 포용적 금융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는 부족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규제를 우회하고, 시스템 파괴를 목적으로 해 대중적 
서비스로 자리잡는데 거부감이 존재 

Opportunity 

1)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 

2) 글로벌 화폐흐름에서 통용성, 개방성, 실시간성, 저비용성의 보장이 전세계 경제와 상거래 
시장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을 수용 

3)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를 지향 

4) 글로벌 화폐와 금융 인프라가 공공재의 형태로 설계, 제공, 통제 

자료: Libra.org Whitepaper 

이로 인해 전세계 더 많은 사람들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

을 높이며, 글로벌 경제와 상거래 시장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을 수용하기 위해 

통용성, 개방성, 실시간성, 저비용성의 화폐 흐름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공재로써 

금융 인프라를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로 운영할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2018 년 10 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는 “신뢰할 

만한 제 3 자 중개인이 필요 없고, 완전히 당사자간 1:1 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

통화 시스템”인 비트코인(Bitcoin)의 시작을 선언한지 10 년이 조금 지난 후, 전세

계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의 수장에 의해 담대한 비전이 선언되었다. 

                                                           
2 톱아보다 : 샅샅이 더듬어 가면서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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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블록체인(Libra Blockchain) 

리브라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체제에서 높은 

보안성을 충족시킬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능을 제공할 잠재력 보유했다고 평가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낮은 확장성과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

및 기존 시스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을 지적한다. 즉 현재 블록체인은 포용 금융 인프라 기능에 한계가 있다. 

 

[도표 2] 전세계 포용 금융 서비스로써 리브라 블록체인  
 

구분 내용 

Libra System 

1) 안전하고, 확정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짐 

2) 직관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제자산에 의해 뒷받침 

3) (페이스북이 아닌) 독립적 기관인 Libra Association 을 통해 통제되며, 생태계의 발전과 함께 
진화 

Libra 
Blockchain 
Purpose 

1) 수십억 명이 함께 사용함에 있어 처리량, 지연속도, 효율성, 데이터 저장 관점의 적합성을 
확보 

2) 금융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정도의 강력한 보안 달성 

3) 미래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추가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 

Design 

1) ‘Move’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이 설계하고 활용 

2) ‘Byzantine Fault Tolerant (BFT)’ 합의 알고리즘을 차용 

3) 광범위하게 채택된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를 활용 

Transformation 

현재 기술 하에서 공개형 블록체인은 규모, 안정성, 보안 면에서 전세계 수십억 유저가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시작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개방되고 유저들이 원하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위해 공개형 
블록체인으로 전환 

자료: Libra.org Whitepaper 

리브라는 블록체인은 수십억 명이 사용할 때 처리량, 지연속도, 효율성 및 데이

터 저장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금융 데이터를 처리할 정도의 강력한 보안을 달성

하며, 미래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추가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유

연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Move’라는 독자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롭게 설계하고 활용하며, 

전체 노드의 1/3 수준으로 전체 네트워크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Byzantine 

Fault Tolerant (BFT)’ 합의 알고리즘을 차용한다. 또한 직관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

는 실제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리저브를 통해 화폐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다.  

 

리브라 블록체인은 현재 기술 하에서 규모, 안정성, 보안 면에서 활용 가능한 운

영체제를 위해 허가형(Private) 블록체인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는 완전히 개방되고 유저들이 원하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개형

(Public)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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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리저브(Reserve),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칼리브라(Calibra) 

리브라 네트워크는 1) 실물자산 담보 및 가치안정 체계인 리저브, 2) 블록체인 합

의 및 지배구조 체계인 어소시에이션, 3) 디지털 화폐 지갑 및 생태계 체계인 칼

리브라로 구성된다. (Reserve, Association 은 각각 준비금, 협회 등으로 번역되나, 

리브라 네트워크에서의 의미를 볼 때 리저브, 어소시에이션으로 표현) 

 

리저브는 글로벌 통용성 및 교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안정성 있는 법정 통화의 예금과 증권을 담

보로 한 통화바스켓을 운영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페 대비 변동성이 

낮은 것은 물론 현재 글로벌 기축통화에 준하는 안정성을 추구한다. 리저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시스템 비용, 낮은 거래비용 보장, 생태계 활성화, 자본제공

에 대한 배당지불로 사용되며 공개된 규칙과 어소시에이션의 감독을 받는다.  

 

[도표 3] 전세계 포용 금융 서비스로써 리브라 블록체인  
 

구분 내용 

Libra Currency 
& Reserve 

전세계는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글로벌 통용성 및 교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요구 
Libra 는 실물자산 reserve 를 바탕으로 안정적 가치가 담보된 디지털 암호화폐로 설계되었으며 
유수한 거래소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음 
Libra Reserve는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로 은행예금, 단기 정부증권 등 
유동성 높은 자산들의 집합에 의해 뒷받침 
단일통화에 대한 환율고정은 아니며 Reserve 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연동. 그러나 
변동성 낮은 안정적 예비자산 선택으로 안정성 신뢰 
Reserve에 대한 이자는 시스템 비용을 충당, 낮은 거래비용 보장, 생태계 활성화 위한 자본제공 
투자자들의 배당지불, 더 많은 성장과 채택을 지원에 사용 
Reserve에 대한 이자배분에 대한 규칙은 사전에 설정되고, Libra Association이 운용을 감독. Libra 
사용자에게 Reserve 혜택은 없음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통제된 Reserve 보관기관 설립, 공인된 Reseller들과 소통해 높은 투명성을 
추구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운영 및 Association 변경에 대한 절차와 규정 수립 

Libra 
Association 

Libra 블록체인과 리저브는 다양하고 독립적인 멤버로 구성된 운용 조직 필요. 스위스 제네바에 
헤드쿼터를 둔 독립적이고 비영리 단체인 Libra Association 설립 
네트워크의 검증자 노드와 참여자간 협조와 합의 형성을 촉진, 개발하며 Reserve 를 관리. Libra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을 추구하며 Libra 생성(주조) 및 파괴(소각) 담당 
코인은 공인된 Reseller 가 기초자산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만 생성(반대로 기초자산을 회수할 
때 소각) 
네트워크의 초기 몇 년간 검증자 노드가 될 창립 멤버를 모으고, 생태계 시작을 위한 자금조달, 
Libra 적용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실행 및 배분 
소셜 임팩트 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프로그램 확립 및 오픈 ID 표준을 개발. 디지털 ID 는 금융 
수용성 및 경쟁을 위해 필수적 
Libra Coucil이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다양한 100여개의 멤버로 구성. 이들이 초기 검증자 노드로 
역할. 거버넌스 체제를 기반으로 한 규약을 결정 
Association 의 매니징 디렉터 채용 및 이사회 구성. 또한 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파트너를 
발굴하는 소셜 임팩트 사업을 위한 고문 위원회 설립 

Calibra 

Libra 관련개발을 진행하는 페이스북의 자회사. 스마트폰으로 Libra 를 주고받고 저장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하고, 거래를 관리 
Calibra는 사업이 진행되는 각 국가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규제를 준수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 
미국 재무부 현금서비스사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되어 있으며, 여러 주로부터 
송금사업 라이선스(Money Transmitter Licenses)를 발급받기 위해 노력 
규제준수를 위해 사용자에게 신원인증을 요구할 것이지만 금융 데이터와 소셜 미디어 프로필은 
연동되지 않음. 즉 Calibra의 거래정보는 페이스북은 물론 제3자에게 공유되지 않음 
Libra 프로토콜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실제 신원과 연동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공개키와 비밀키를 
동시에 생성해 복수의 계정을 만들 수 있음 

자료: Libra.org Whitepaper 



 
 

Special Report 

리브라, 창조적 파괴 임팩트 

 

    

어소시에이션은 리브라 네트워크의 기술적, 행정적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구

조)를 담당해 합의된 최고권력기구로 볼 수 있으며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다. 

어소시에이션의 역할은 1) 리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검증자 노드 구성, 2) 참

여자 간 협조와 합의 형성을 촉진, 3) 리저브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리브라 어

소시에이션은 리브라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다. 

 

초기 어소시에이션에서는 페이스북 자회사인 칼리브라를 포함한 27 개 멤버가 파

트너들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리브라 블록체인에서 초기 허가 받은 검증자 

노드로 기능하며, 초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주체들로 구성되었다.  

 

- 결제(Payment) : Mastercard, Visa, PayPal, PayU (Naspers’ fintech arm), Stripe 

- 기술 및 마켓플레이스(Technology and Marketplace) : Uber Technologies Inc., 

Lyfy, Spotify AB, Booking Holdings, eBay, Facebook/Calibra, Farfetch 

- 통신(Telecommunications) : Iliad, Vodafone Group 

- 블록체인(Blockchain) : Anchorage, Bison Trails, Coinbase, Inc., Xapo Holdings 

Limited 

-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 Andreessen Horowitz, Breakthrough Initiatives, 

Ribbit Capital, Thrive Capital, Union Square Ventures 

- 비영리 기관 및 학계 등(Non profit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 and 

Academic Institutions) : Creative Destruction Lab, Kiva, Mercy Corps, Women’s 

World Banking 

 

이들은 최소 1,000 만 달러 가치의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을 보유해야 한다. 

즉 1,000 만 달러 가치로 리저브에 출자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다만 비영

리 기관 및 학계 등은 검증 노드가 되기 위한 투자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검

증자 노드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감당해야 함) 리브라 암호화폐의 본격 출시 

이전 100 개 이상의 어소시에이션 멤버를 구축해 총 10 억 달러 가량의 리저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칼리브라는 페이스북의 자회사로 리브라 전자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한다. 칼리

브라는 사업이 진행되는 국가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규제

를 준수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으로 밝혀져 있

다. 현재 미국 재무부 현금서비스사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되었고 여

러 주로부터 송금사업 라이선스(Money Transmitter Licenses)를 발급받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규제준수를 위해 사용자에게 신원인증을 요구하나 금융 데이터와 소

셜 미디어 프로필은 연동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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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로드맵 및 참여 

리브라 프로젝트는 최근 Libra.org 를 공개한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블

록체인 코드 오픈소스 및 테스트넷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프로토콜

에서 지갑서비스, 거래소 등과 연계해 본격 네트워크 출범 이전 작동여부를 전체

적으로 검증한다. 본래 로드맵은 2020 년 상반기 중 리브라 블록체인을 본격 시

작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의회 청문회 이후 본격 론칭 시점을 연기하였다.  

 

[도표 4] 전세계 포용 금융 서비스로써 리브라 블록체인  
 

구분 내용 

Roadmap 

Libra.org 공개 후 업데이트, 블록체인 코드 오픈소스 및 초기 테스트넷 공개 

프로토콜에서 월렛서비스, 거래소 등 기관들과 연계해 네트워크 런칭 전 정상적 작동여부를 풀 
스케일로 검증 
2020 년 상반기 Libra 블록체인 런칭 후 커뮤니티와 함께 허가가 필요 없는 생태계를 위한 
기술적 도전을 연구해 5년 이내 거래 가능한 공개형 블록체인으로 전환 

Involving 

Libra 블록체인 테스트넷의 초기버전은 아파치 2.0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 연구자나 프로토콜 
개발자는 초기 프로토 타입 수준에서 코드열람, 작업 및 피드백을 줄 수 있음 
아직은 커뮤니티의 기여를 수용하기에는 프로젝트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커뮤니티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프로젝트와 개발자들이 누구나 풀 리퀘스트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방화된 
플랫폼을 가능한 빨리 준비 

Conclusion 

Libra 의 목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오픈소스 블록체인을 기반과 실재하는 자산보유에 의해 
뒷받침되고 Association의 의해 운영되는 안정된 통화 
사는 곳, 직업, 소득에 관계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고 개방된 더 나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창출. 오픈소스와 커뮤니티의 참여를 통해 포용 금융 인프라 창출을 희망 

자료: Libra.org Whitepaper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페이스북의 주도적인 역할은 본격적인 네트워크 출범 이전

까지라는 점을 강조해 밝히고 있다. 페이스북은 자회사인 칼리브를 통해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의 하나의 멤버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리브라 네트워크는 조직

의 의사결정권이 주주에 있지 않고, 참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리브라 어

소시에이션 조차 이를 조율하는 주체이지 결정권을 가진 조직은 아니다. 

 

또한 칼리브라에서 집적되는 금융 데이터와 페이스북에서 집적되는 소셜 데이터

는 철저히 분리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는 금융 데이터를 통한 신원인증 및 개인

정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방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리브라 블록체인이 

허가형에서 시작하지만, 빠른 시일(예상하기로는 5 년 이내)에 공개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리브라는 공개형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완전히 개방되고 유저

들이 원하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과 효율성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탈중앙화 

네트워크(Decentralized Network)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있다. 

 



 
 

Special Report 

리브라, 창조적 파괴 임팩트 

 

    

리브라에 대한 기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빠른 확산3 

리프라 프로젝트가 기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대비 대중화 측면에서 진전된 점

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전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파워를 갖고 있다. 페이스북 월 사용자는 23

억 명을 돌파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로 성장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막강한 네트워크다. 사용자와 트랜잭션을 이미 확보했다. 리브라 프로젝트의 파

트너 연합인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ion)’ 구성도 막강하다. 비자ㆍ마스터카

드ㆍ우버ㆍ페이팔ㆍ보다폰 등이 속해 있다. 다른 플레이어와의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암호화폐를 일상에 안착시킬 가능성은 가장 크다. 

 

둘째, 가치가 안정화돼 있다. 리브라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자인됐다. 비트

코인ㆍ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는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교환의 매개 등 화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실생활에 암호화폐 결제가 사용되려면 가격안정성이 필

수다. 리브라 코인의 가치안정 메커니즘은 리브라 협회가 보유하는 지급준비금에 

의해 지지된다. 2020 년 리브라 코인의 메인넷 론칭 전까지 100 개 이상의 파트너

와 100억 달러의 지급준비금 예치를 목표로 한다.  

  

리브라 코인 발행량의 총 명목가치는 지급준비금의 총 명목가치와 동일하게 유

지된다. 리브라 코인의 환율체계는 중국의 관리ㆍ변동체계와 비슷하다. 달러ㆍ유

로ㆍ엔ㆍ파운드 등 복수의 통화바스켓으로 결정된다. 비트코인의 테더(USDT)나 

이더리움 다이(DAI) 등 이전의 스테이블 코인이 오직 달러화 가치에 고정된 것

과 대비된다. 리브라 코인이 글로벌 통화를 지향한다는 차별성을 방증한다. 

 

셋째, 리브라의 목표는 퍼블릭(Public) 블록체인이다. 시작은 폐쇄형(Private)이다. 

초기 허가받은 검증자는 리브라 협회의 파트너들이다. 결제(Payments), 기술 및 

마켓 플레이스(Technology and Marketplaces), 통신(Telecommunications), 블록체인

(Blockchain),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비영리ㆍ다자간 조직 및 학술기관

(Nonprofit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 and Academic Institutions) 등으로, 리브라 초

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주체들로 구성됐다.  

 

 

                                                           
3 https://joind.io/market?id=280, 페이스북이 리브라로 꾸는 꿈…. 광도플랫폼서 금융으로? 

https://joind.io/market?id=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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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소 1,000 만 달러 가치의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Libra Investment 

Token)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비영리ㆍ다자간 및 학술기관은 검증 노드가 되기 

위한 투자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초기 블록체인의 중앙화 비판을 의식한 

컨소시엄 구성으로 보인다. 향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의 전환 목표는 다양한 커

뮤니티의 의견을 수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의 핵심 지향점인 보안성ㆍ탈

중앙성ㆍ확장성 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넷째, 금융 규제를 준수한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칼리브

라(Calibra)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에 등록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개발을 일시 중단

하고 공청회를 열어 프로젝트가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우리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개발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원들의 질문에 대응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답해, 규제 프레임워크의 준수 의

지를 밝혔다. 페이스북의 이러한 행보가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규제당

국과 플레이어들의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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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가장 크고 광범위한 네트워크 

페이스북은 전세계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전세계 24 억 명 가량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페이스북 다음

에는 중국의 텐센트와 안트 파이낸셜이 각각 10 억 명을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가입자는 추격자인 텐센트와 알리바바와 함께 전세계에 펼쳐져 있다.  

 

[도표 5] 주요 IT 플랫폼 활동 사용자 수 추정  [도표 6] 주요 IT 플랫폼 활동 사용자 수 추이 
   

 

 

 

   

자료: Future of Finance, Review on the Outlook for the UK Financial System/BoE, Big Tech in Finance: Opportunities and risks/BIS, BlockchainInfo.com, Etherscan.io           

*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계좌 수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계좌 수는 각각 4천만, 7천만을 넘어선 상태다. 이들은 탈

중앙화 블록체인 플랫폼이지만 아직 전세계적으로 대중화되기에는 부족하다. 결

론적으로 페이스북은 전세계 가장 크고 광범위한 네트워크이며 최초로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운영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리브라는 페이스북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송금, 결제 서비스부터 시작해 마이크로 파이낸싱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도표 7] 주요 IT 플랫폼 결제 사업자 비교  
 

 
Ant Financial Tencent Google Facebook Amazon Apple PayPal 

형태 온라인 소매 테크 테크 소셜 미디어 온라인 소매 테크 전자 결제 

결제  
솔루션 

Alipay 
WeChat Pay 
(previously 
Tenpay) 

Google Pay 
(previously Google 
Checkout,  
Android Pay, 
Tez(인도)) 

Facebook Messenger  
Payments and  
Whatsapp Pay(인도)) 

Amazon Pay Apple Pay 
PayPal, Venmo, 
Braintree, Xoom 

시작년도 2004 2005 2011 2015 2007 2014 1999 

결제방식 

은행 및 신용카드 
계좌에 연동된 
전자지갑 
대차대조표 기록, 
초기결제 QR코드 

은행 및 
신용카드 
계좌에 연동된 
전자지갑 
대차대조표 기록 

모바일 폰 인증 
후 
등록된 결제카드, 
신용결제 

페이스북 메신저에 
직불카드 연결 
→암호화폐 결제 및 
블록체인 기록 

결제카드 내장,  
신용결제, 
직접결제, 
온라인 
전자화폐 
결제 

모바일 폰 
인증 후 
등록된 
결제카드;  
신용이전 

카드를 통해 
전자화폐  
계좌 기록, 
신용결제,  
직접결제 

자료: Future of Finance, Review on the Outlook for the UK Financial System/B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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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바스켓 구성을 통한 가치안정형 코인, IMF SDR 구조와 유사 

리브라는 가치안정형 코인 체제로 설계되었다.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기 위

해서는 변동성이 낮아야 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경우 변동성이 

높아 보안성, 탈중앙성의 혁신과 진보에도 불구 화폐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도표 8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달러, 유로, 원 등을 포함한 

법정화폐, 금, 유가 등 상품과 IMF SDR(Special Drawing Rights)의 수익률을 나타내

고 있다. 법정화폐 대비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며, 이에 따라 암

호화페가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체계가 요구된다. 리브

라는 특히 변동성이 낮은 SDR의 통화바스켓 구성과 가장 유사하다. 

 

[도표 8] 암호화폐, 주요 법정통화, 금, 유가 및 IMF SDR 변동성 (단위: %) 
 

  1주일 수익률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Zcash -8.9 -33.5 4.2 37.0 -60.9 

Bitcoin Cash -2.4 -28.5 5.5 144.5 -60.2 

Eithereum Classic 9.2 -26.4 6.9 47.7 -60.0 

Dash -6.4 -30.8 -7.0 58.7 -53.9 

Eithereum -5.8 -25.9 26.8 85.3 -51.0 

EOS -4.8 -41.2 -22.4 65.5 -48.1 

Bitcoin -4.6 3.8 92.4 188.8 40.4 

Monero -5.5 -21.9 22.6 80.6 -35.6 

Ripple 2.5 -27.2 -1.1 1.1 -26.9 

Gold 0.8 1.8 11.8 10.9 15.7 

Litecoin 4.5 -30.9 23.2 202.3 15.4 

WTI -5.8 -2.2 -13.7 2.6 -10.6 

GBP -0.3 -2.0 -3.9 -3.7 -5.0 

EUR -0.4 -1.4 -0.4 -1.3 -4.4 

KRW -0.1 1.3 3.2 4.2 3.9 

JPY 0.0 0.5 -3.6 -1.4 -3.2 

USD Index 0.3 1.1 0.0 1.0 2.9 

CNY 0.0 0.2 2.5 1.1 1.6 

IMF SDR -0.2 -0.4 -0.4 -0.6 -1.3 

BRL -0.4 -2.1 -5.0 -1.7 -0.8 

RUB 0.7 0.1 -1.1 -5.1 -0.6 

INR 0.5 -0.9 -1.1 -3.5 0.1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1년 수익률의 절대값이 높은 순서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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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리브라와 가장 유사한 통화 바스켓 체계는 IMF SDR 이다. SDR은 1969

년 IMF 가 회원국의 공식 적립금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국제 예비 자산이다. 지

금까지 SDR 2,042 억 달러(약 2,910 억 달러)가 회원국에게 할당되었으며, 여기에

는 2009 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할당된 SDR 1,826억 달러가 포함된다. SDR

의 가치는 미국 달러, 유로, 중국 위안,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의 5 개 통화  

바스켓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를 제외하면 리브라의 바스켓 구성과 같다. 

 

[도표 9] IMF SDR로 추정한 Libra의 통화 바스켓 추정 (단위: 억 달러, %) 
 

통화 
SDR Libra 

평가액 비중 평가액 비중 

US Dollar 1,214.34  41.73  4.69  46.85  

Euro 900.06  30.93  3.47  34.72  

Chinese Yuan 317.77  10.92  N/A N/A 

Japanese Yen 242.40  8.33  0.94  9.35  

Pound Sterling 235.42  8.09  0.91  9.08  

Total 2,910  100  10 100 

자료: https://www.imf.org/en/About/Factsheets/Sheets/2016/08/01/14/51/Special-Drawing-Right-SD 

리브라 리저브는 총 10 억 달러다. 리브라 통화바스켓이 위안화를 제외한 SDR 비

중으로 동일하다면 준비자산은 미 달러화 $4.7 억, 유로화 $3.5 억, 엔화와 파운드

화 각각 $0.9 억으로 구성되며 각 법정통화를 기초로 한 예금 및 단기증권에 투

자된다. 이에 따른 이자수익은 생태계 성장 및 투자보상 재원으로 활용된다. 현

재 USD/SDR 환율은 1.38143 으로 SDR 은 달러화보다 가치가 높다.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가운데 쌍둥이 적자로 장기간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리브

라의 SDR 형 스테이블 코인 구조에 따른 실질가치는 미 달러화보다 안정적이다. 

 

[도표 10] SDR은 달러화 약세기에 강세. 리브라의 SDR형 스테이블 코인 구조는 실질적으로 달러보다 안정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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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진보와 개혁 추구 

리브라는 백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체제에서 높은 

보안성을 충족시킬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능을 제공할 잠재력 보유했다고 평가

한다. 블록체인이 분산원장, 서버에 의한 정보 및 데이터 처리, 보관, 확인 기술

로 중앙집권 형태의 원장 및 서버에 비해 보안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도표 11] 중앙화 네트워크와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비교 
 

 

 
 

자료: The Potential for Blockchain Technology in Corporate Governance, OECD 

그러나 완전히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현재 기술로는 빈번한 거래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리브라는 백서에서 현재 기술의 공개형 블록체인은 규모, 안정성, 보안 

면에서 전세계 수십억 유저가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리브라는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개방되고 유저들이 원하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형 블록체인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는 블록체인의 진보 의지와 로드

맵을 분명하게 밝혀 기능적으로는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면서 블록체인의 궁극적

인 지향점인 탈중앙화 또한 달성시킬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도표 12] 개방, 폐쇄형, 허가형, 비허가형,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 유형  
 

Type Read Write Commit Example 

Open 

Public 
permissionless 

Anyone Anyone Anyone Bitcoin, Ethereum 

Public 
permissioned 

Anyone Authorised participants 
All or subset of 
Authorised participants 

Supply Chain ledger for retail brand  

Closed 

Consortium 
Restricted to an 
authorised set of 
participants 

Authorised participants 
All or subset of 
Authorised participants 

Multiple banks operating a shared ledger 

Private 
permissioned 
("enterprise") 

Fully private or restricted 
to limited set of 
authorised nodes 

Network operator only Network operator only 
External bank ledger shared between 
parent company and subsidiaries 

자료: The Potential for Blockchain Technology in Corporate Governance,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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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규제를 준수 

리브라 백서에서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규제를 우회하고, 시스템 

파괴를 목적으로 해 대중적 서비스로 자리잡는데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

하며 규제준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7 월 중 열린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데이비

드 마커스는 리브라 전자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칼리브라는 사업이 진행

되는 국가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규제를 준수하고 국제자

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며,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는 리브

라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증언하였다. 

 

현재 칼리브라는 현재 미국 재무부 현금서비스사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되었고 여러 주로부터 송금사업 라이선스(Money Transmitter Licenses)를 발급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당국과 우선적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페이스북이라는 거대 IT 네트워크의 암호화폐 출시의 가장 큰 의미는 블

록체인 암호화폐 패러다임, 특히 관련 제도와 규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본격적 

전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제도(KYC), 투자

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과제 등 현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Task Force 가 빨라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표 13]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구분 내용 

설립목적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설립 
마약자금(1989 년)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1996 년), 테러자금조달(2001 년),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2012년)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 

주요기능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환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수단 개발 등 

운영방식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5 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운영되며, 연 3 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1) 상호평가 운영, 2) 국제기준 운영, 3) 자금세탁 유형론, 4) 제재절차 운영, 5) 지역기구와의 협력 

회원구성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 

이외 FATF 산하 9 개 지역기구를 통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 가입) 

한국은 1998년 아태지역기구, 2009년 정회원 가입 

자료: 제30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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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첫째,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Interpretive Note4) 확정 

 

• [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등록(register)]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

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

고영업은 제재(sanction) 

•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감독당국에 의

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함. *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부과권한 보유 

•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

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등 - 기존 금융회사

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 

 

둘째, 가상자산 관련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 채택 

 

• FATF 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serious)하고 긴급

(urgent)하다고 판단하여, 각국에게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의 조속한 이

행(prompt action)을 요청함 - 허가·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 각국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금지(prohibit)하는 것이 가능

함을 언급 

• FATF 는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

고, 2020 년 6 월 총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12-month review)할 계획임을 

밝힘. *각국의 입법 진행상황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이행현황 등 

• 또한,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019.3.23 일, 유

엔안보리결의 2462 호)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 요청 및 지

지에 따른 것 

 

 

                                                           

4 권고기준(Recommendation)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Binding) 국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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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논의 

 

• FATF 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 등 채택 

•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 유지  

• 한편, 기존 ‘Compliance Document’(자금세탁방지제도상 취약점 있음) 12

개국 중 11 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로 결정. 개선점이 있었던 세

르비아는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하되, 파나마는 신규로 추가(총 12개국) 

 

[도표 14]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종류 효과 국가 

Public 
Statemen

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해당 국가와 거래 관계시 관련 
위험을 참고 

12개국* 

자료: 제30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 (현행유지) 예맨,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

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 (추가)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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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에 대한 걱정 

판도라의 상자 

전세계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페 기반

의 포용금융 플랫폼 진출 선언은 많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일단 위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리브라 개발의 전면 중단을 요구

했으며 리브라 프로젝트 측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기술, 

통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금융적 관점에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프레임워크를 요구한다. 또한 리브라가 현재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디지털 통화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은 리브라의 안

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EU 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유로화 기반 스

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기존 금융규제 준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미국

을 비롯한 선진국은 G7 중심으로 국제공조를 준비하자는 입장이다. 

 

리브라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흥미롭다. 저우샤오찬 전 인민은행 총재는 리브라

가 강력한 국제통화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중국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전략을 위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브라의 잠재력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의 새로운 경쟁상대로 지목한 것이다.  

 

[도표 15] 주요 국가들의 리브라에 대한 반응  
 

국가 및 기관 반응 

미국 의회의 위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리브라 개발 중단 요구 

영국 재무부, FCA, 영란은행은 페이스북의 계획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을 검토 

독일 7월 1일 독일 집권당은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유로 발행 검토 

프랑스 
중앙은행 통해 빌로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리브라가 기존 금융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금융 라이선스 필요함을 언급 

G7 가상통화 관련 G7 Task Force 창설 발표 

러시아 리브라가 루블을 통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법적 통화로 미인정 

중국 
전 인민은행 총재 저유샤오찬은 리브라가 강력한 국제통화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의 
디지털화폐(CBDC) 전략을 위해 리브라를 참고 

한국 7월 5일 금융위는 자금세탁 문제, 금융위기 시 뱅크런 등의 우려를 표명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리브라에 대한 우려는 1) 개인정보 관리, 2) 플랫폼 과잉독점, 3) 통화 및 금융정

책 혼란 등으로 집약된다. 세 가지 현안에 대한 상황들을 점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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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문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칼리브라의 모기업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소흘에 

대한 질타가 많았고, 이는 당연한 우려다. 페이스북은 사용자 데이터 유출, 사용

자 비밀번호 저장, 그리고 페이스북 계정 5천만 개가 해킹되었던 전례가 있다. 

 

리브라 문제가 아니더라도 페이스북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도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만 리브라의 블록체인 도입은 이러한 개인정보 관리 문제

에 있어 돌파구가 될 여지가 있다. 특히 금융 문제와 관련될 경우 신원인증과 정

보보호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된다. 향후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 주도할 블록체

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다.  

 

리브라 프로젝트의 진행과 더불어 EU 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 개인정보 관리 표준 의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GDPR이란 2018 년 5월 25 부터 

시행되는 EU 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이며,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EU 와 거래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전 EU 지침은 권고 차원의 규정인 점에 반해, GDPR 은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

으로 준수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위반시 과징금 부

과). 또한, GDPR 은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GDPR 은 개인정보책임자(DPO) 지정 등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정보

이동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도표 16] EU GDPR 도입 전, 후 비교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을 적용 받는 기업은 1) EU 에 사업장을 운용하는 기업(지점, 판매소, 영업

소 등), 2) EU 지역에 사업장은 없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EU 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예: 현지어로 마케팅을 하거나 현지 통화

로 결제하는 경우), 3) EU 거주하는 주민의 행동을 모니터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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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U 주민의 민감한 정보(건강, 유전자, 범죄경력 등)를 처리하거나, 아동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모

니터링을 하는 경우(예 : CCTV)에 해당되는 기업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표 17] GDPR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인정보의 처리원칙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 목적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처리 최소화, 정확성 원칙, 보관기관 제한 원칙, 무결성 및 
기밀성, 책임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다음 6가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음 
① 정보주체 동의, ②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나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처리, ③ 법적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처리, ④ 정보주체 또는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처리, ⑤ 공익을 위한 임무의 수행 또는 기업에게 
부여된 공적권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처리, ⑥ 기업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추구 목적을 위해 필요한 처리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전에 반드시 적법한 처리근거 확보여부 확인 필요 

 동의(Consent) 
정보주체가 진술 또는 적극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긍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GDPR은 동의방법에 구체성(unambiguous, clear affirmative action) 추가, 이전보다 동의 요건 강화 

 아동 개인정보(Children's 
personal data) 

만 16 세 미만의 아동'에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 시 '아동의 친권을 보유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오프라인 
서비스에 적용여부 규정 없음) 

회원국 법률로 만 13세 미만까지 낮추어 규정 가능 

이전보다 아동정보에 대해 더 강한 보호를 요함 

민감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감정보의 처리는 원칙금지 

 민감정보의 범위 
인종∙민종, 정치적 견해, 종교∙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를 나타내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전자 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 건강정보, 성생활∙성적취향에 관한 정보의 처리는 금지 

 민감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 

①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의 경우 등, ② 고용, 사회안보나 사회보장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정보주체가 일반에게 공개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확대 

 처리제한권(신설)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차단하거나 제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정보이동권(신설)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토록 요구할 권리를 가짐 

 삭제권(강화)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프로파일링 거부권(강화) 
정보주체는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에 반대할 
권리를 가짐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D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관련분야 전문지식, 임무수행 능력, 독립성을 지닌 DPO(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개인정보 처리활동의 
기록  

피고용인이 250 명 이상인 경우 GDPR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활동의 기록(문서화)을 유지해야 함, 
피고용인 250명 이하이더라도 ① 정보주체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② 민감정보 처리, ③ 유죄판결 및 
형사범죄에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시 처리활동 기록 필요 (문서화의 내용은 사업자명 및 연락처, 처리의 목적, 
제3국으로 개인정보 이전되는 경우 국외이전 방식에 대한 체계와 보호 조치, 보유기간, 기술, 관리적 보호조치 등) 

 대리인 지정 EU 역외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민감정보 처리시 EU 역내에 대리인을 지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관련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 및 해결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소모와 평판침해의 리스크 최소화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 및 정기적 검사와 평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통지 

기업은 GDPR에 따라 감독기구 신고 및 정보주체 통지해야 하는 개인정보 침해유형을 파악하고, 신고∙통지(72시간 
내) 기시 및 방법, 내용 등 신고통지에 관한 내부절차를 사전에 마련해야 함 

개인정보의 EU 역외 이전 
EU 가 인정한 적정수준의 보호조치 하에 자유로운 EU 역외 이전 가능 - 개별기업이 EU 주민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방법 

 표준계약 EU 집행위가 승인한 표준 조항이 반영된 계약을 통해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의무적 기업규칙 관할 감독기관이 승인한 구속력이 있는 의무적 기업규칙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행동강령 EU 집행위가 공인한 행동강령에 따른 이전 

 인증 EU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이전 

 기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중요한 공익상 이유 등 

 감독기구의 특정한 승인 
필요 

기업간 또는 기업과 국가간의 계약 조항, 공공기관 또는 기구 간에 법적 구속력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장치 

법위반시 과징금 
GDPR 에 규정된 과징금 액수는 최대한도의 과징금을 말하며, 구체적 위반 사항별 과징금 액수는 위반의 성격, 
중대성, 태만 여부, 피해경감 노력 등 11가지 기준에 따라 실제 부과될 과징금 금액이 산정 

 일반적 위반사항 
대리인 미지정 위반, 유출통지 위반,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위반 등 → 전세계 매출액 2% 또는 1 천만 유로(약 
125억원) 중 높은 금액 

 중요한 위반사항 
국외이전 규정 위반,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위반,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의무 위반 등 → 전세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약 250억원) 중 높은 금액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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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과잉 독점 

페이스북에 대한 반감은 크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페이

스북이 직면한 플랫폼 과잉독점 문제는 분명 극복이 필요한 요인이다.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 페이스북을 만든 공동창업자인 크리스 휴즈는 페이스북은 

너무 거대하고 강력하며, 더 중요한 것은 CEO 인 저커버그에게 책임감이 없다면

서 페이스북 해체를 주장했다. 

 

다소 감정적인 주장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더욱 분명한 요구

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 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페이

스북 등 거대 IT 기업의 해체를 주장하며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

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주장이 법안으로 통과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

러나 안 그래도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가 리브라 암호화폐 도입을 통한 포용금

융 서비스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보기에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페이스북의 전략은 무엇일까? 페이스북은 자회사 칼리브라를 통해 리브라 어소

시에이션의 100 개 멤버 중 하나로 참여할 뿐, 페이스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논

리를 펼 것이다. 특히 리브라는 빠른 시간(백서 계획 상으로는 5 년) 내에 완전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으로 탈중앙화 지배구조 명분을 제시하며 엘리자베

스 워렌이 제시한 플랫폼 유틸리티를 지향하고 있음을 내세울 수도 있다. 

 

페이스북 이외 거대 해체 대상으로 지목된 구글과 아마존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

게 될까? 페이스북이 돌파하는 과정이 이들에게는 지침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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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8] 아마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을 해체할 시간 – 엘리자베스 워렌 블로그 요약 
 

미국의 거대 기술 회사들은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리의 디지털 생활에 엄청난 힘을 행사한

다. 전체 전자상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아마존을 거친다.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70% 이상이 구글이

나 페이스북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이트를 거친다. 이 회사들이 점점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짐에 

따라, 그들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그들의 자원과 통제력을 이용하여 소기업과 

혁신을 무마하고, 미국인들의 더 넓은 이익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으로 대체했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다음 세대의 기술혁신이 마지막처럼 활기차게 이루어지도

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기술기업들을 해체해야 할 때다. 

 

미국은 비록 그들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들이 너무 크

고 지배적이 되었을 때 회사를 해체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전통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술 부문에 대한 경쟁을 회복할 것이다. 첫째, 대

형 기술 플랫폼을 "플랫폼 유틸리티"로 지정하고, 그 플랫폼의 모든 참가자와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 연간 전세계 수익이 250 억 달러 이상이고 대중에게 온라인 시장, 교환 또는 제

3 자 연결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플랫폼 유틸리티"로 지정될 것이다. 둘째, 이 회사

들은 플랫폼 유틸리티와 그 플랫폼의 모든 참가자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플랫폼 유틸리

티는 제 3 자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연간 글로벌 매출 9,000 만 달러에서 250 억 

달러 사이) 중소기업의 경우, 이들의 플랫폼 유틸리티는 사용자와 동일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

별 없는 거래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플랫폼의 참가자와 구조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개혁 후에 인터넷은 어떻게 될까? 변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여전히 

오늘날처럼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아마존에 가서 이틀 안에 집으로 배달

될 수 있는 30 개의 다른 커피 기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여전히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친구들의 근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할 것은 다음과 같다. 소기업들은 아마존이 그들의 제품을 

폐업시킬 염려 없이 아마존에서 팔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구글은 구글 검색에서 자

사 제품을 강등시킴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을 괴롭힐 수 없다. 페이스북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에 실질적인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기술 

기업가들은 거대 기술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건전한 경쟁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제안하는 단계들은 기존 거대 기술 회사들

이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 분야의 혁신

을 촉진하며 미국이 첨단 기술 회사들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세계를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그것은 우리가 인터넷의 미래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것을 끝낼 수 있고, 크고 구조적

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동의한다면 우리의 청원에 서명하고 함께 열심히 싸울 준비를 하자. 

 

자료: Medium It’s time to break up Amazon, Google, And Facebook, https://medium.com/@teamwarren/heres-how-we-
can-break-up-big-tech-9ad9e0da324c 

https://medium.com/@teamwarren/heres-how-we-can-break-up-big-tech-9ad9e0da324c
https://medium.com/@teamwarren/heres-how-we-can-break-up-big-tech-9ad9e0da32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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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현 브루킹스 시니어 펠로우인 카우직 바수

(Kaushik Basu)는 페이스북 리브라의 거시경제적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

였다. 5 

 

• 리브라 협회의 reserve 보유에 따른 이익 및 주조차익에 대한 통제 

• 리브라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시의 대처, 민간기

관의 통제력 신뢰 

• 통화통합과 재정통합의 문제, 유로존 설계의 결함(통합된 재정정책이 없

는 통화동맹)이 리브라 경제권에서 나타날 위험 

 

그러나 카우직 바수는 이러한 거시경제적 문제 때문에 리브라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는 리브라의 출현으로 나타날 경제적 상황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리브라 프로젝트의 시작으

로 1) 어떤 종류의 세계적인 민간의 디지털 자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시급히 

고려해야 하며, 2)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이러한 새로운 통화를 운

영하는 기관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국제 협정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리브라의 출현을 통해 나타날 문제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매우 흥미롭다.  

 

리브라 리저브 운영과 주조차익의 통제 여부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서 전개되고 있는 논의인데, 리브라로 인해 영향력 있는 거시경제학자들이 본격

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세계 경제는 구조적 장기침체 압력과 유동성 함정 국면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실질적인 유동성 증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회생을 절실히 기다

리고 있다. 전통적인 통화, 재정정책으로는 경기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논의

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브라라는 민간 화폐의 탄생이 실질적인 유동

성 증가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회복시킬 것인가? 통화통합과 재정통합이 리브라 

경제권에서 가능한가? 리브라 경제권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무엇인가? 이는 

사실 현재 경제정책이 봉착한 문제와 정확히 같다. 향후 리브라 프로젝트의 진전

이 있을 때마다 경제학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5 https://www.brookings.edu/opinions/why-policymakers-should-fear-libra/ 

https://www.brookings.edu/opinions/why-policymakers-should-fear-li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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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에 대한 전망 

페이스북, SNS에서 글로벌 포용금융 네트워크로 도약 

페이스북은 21 세기 가장 빠르게 성장한 IT 플랫폼이자, 네트워크 시대를 연 대

표적인 기업이다. 페이스북은 현재 24 억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2018년 광고수익이 무려 550 억 달러, 현재 시가총액은 5,800 억 달러에 이른다.  

 

페이스북 네트워크의 주요 성장 계기는 주로 네 가지로 꼽힌다.  

 

1) 초기에 하버드 간판을 최대로 활용, 2) 이후 광범위한 확장, 특히 영어를 사용

하지 않는 이들도 번역장치를 통해 접근하도록 해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 3) 사

진태그, 사용자에게 그가 태그됐음을 알리는 기능, 친구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는데 기초한 뉴스피드 등 여러 부가 장치, 4) 마이스페이스와 달리 사용자들로 

하여금 페이스북 내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인데, 이는 방향이 뒤틀린 오픈

소스로 이 정책 덕분에 사용자들은 각자 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6 

 

도표 19 는 페이스북 가입자 수를 효과적으로 늘려 네트워크를 극대화시킨 이후 

광고수익 극대화를 통해 성장해 온 경로를 나타낸다. 그러나 최근 가입자 수 확

대는 정체, 광고수익에 의존하고 다음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부정적 평

가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리브라는 네트워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에서 전세계 최대 광고수익 플랫폼을 지나 

글로벌 포용 금융 인프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도표 19]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에서 시작해 광고수익 플랫폼으로 성장해 글로벌 포용 금융 인프라로 성장 계획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6 광장과 타워, 53장 웹 2.0, 니얼 퍼거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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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페이스북

서비스 실시, 가입자수 백만 명 돌파

2006년 - 회원 가입 기준 삭제

뉴스피드 서비스 시작

2007년 - 페이스북 페이지와

새 광고 시스템 페이스북 비콘 개시

2009년 - 좋아요 버튼 활성화

흑자 전환 성공

2011년 - 안드로이드와 IOS에

페이스북 메신저 서비스 실시

2012년 - 인스타 그램 인수 및 기업 상장

월간활성사용자수 10억명 달성

2014년 - 왓츠앱 인수

2016년 - 라이브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개시

2019년 - 리브라 프로젝트

2017년 -

MAU 20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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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20] 페이스북 주요 연혁  
 

일자 내용 

2003년 10월 저커버그, '페이스메쉬'라는 이름의 페이스북의 전작 서비스 실시 

2004년 2~3월 하버드 전용 SNS로 페이스북 서비스 시작. 스탠퍼드, 컬럼비사, 예일로 영역 확대, 캠퍼스 전용 소셜 네트워크로 성장 

2004년 6월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로부터 50만 달러 규모 첫 투자 유치 

2004년 8월 다른 캠퍼스 전용 SNS인 i2hub와 경쟁 위해 'Wirehog' 서비스 개시. 페이스북 플랫폼의 시초 

2004년 12월 가입자수 백만 명 돌파 

2005년 5월 악셀 파트너스로 부터 1,30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2005년 8월 Facebook.com 도메인 20만 달러에 구매. 지금의 이름인 '페이스북'으로 자리잡음 

2005년 9월 고등학교 버전의 페이스북 서비스 실시 

2005년 10월 영국 대학들로 서비스 범위 확장.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 편입 

2006년 4월 회원 가입 기준을 회사원까지로 확대 

2006년 9월 13살 이상의 전자 우편 주소를 가진 사용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됨. 뉴스피드 서비스 시작 

2007년 1월 모바일 버전의 페이스북 서비스 개시(m.facebook.com) 

2007년 11월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을 수집해 공유하는 새 광고시스템인 페이스북 비콘(Beacon)과 페이스북 페이지 시스템 개시 

2008년 8월 벤처캐피탈 회사에 지분 일부 판매. 당시 회사 가치 약 37.5억~50억 달러로 추정 

2008년 말 주커버그, 포브스 선정 세계 억만 장자에 최연소로 등극. 15억 달러 자산으로 785위 

2009년 2월 좋아요 버튼 활성화 

2009년 9월 첫 흑자전환 발표 

2010년 10월 The Social Network'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영화화 

2011년 1월 골드만삭스의 중개로 사모투자자로부터 5억 달러 투자유치(1% 지분). 회사 가치 500억 달러로 추정 

2011년 8월 페이스북 메신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서비스 실시 

2012년 4월 인스타그램' 10억 달러에 인수 

2012년 5월 페이스북 IPO: 주가 38 달러, 기업가치 1,040억 달러 규모. 신규 상장 회사 중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기록 

2012년 10월 월간활성사용자 수 10억명 달성 

2013년 6월 해시태그 시스템 지원 시작 

2013년 10월 이스라엘 컴퓨터 분석 회사 'Onavo' 1억 2천만 달러에 인수 

2014년 2~3월 모바일 메신저 회사 '왓츠앱(WhatsApp)' 160억 달러에 인수, VR 기술 전문회사 'Oculus VR' 20억 달러에 인수 

2015년 5월 일간사용자수 10억 명 달성 

2016년 2~3월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실시, 페이스북 메신저 내, 게임 서비스 시작(Basketball game) 

2016년 12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뉴스피드 시스템 업데이트 

2017년 6월 월간활성사용자 수 20억 명 달성 

2018년 1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일간사용자수 첫 감소(전년대비 -70만명). 전세계적으로는 아직 증가세 

2019년 6월 18일,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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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로벌 결제 플랫폼 구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가운데, 유럽, 일본, 한

국 등 업체가 틈틈히 기회를 노리는 형국이다. 

 

흥미로운 점은 온라인 결제 플랫폼에 있어서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

국 업체들이 선도하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미국의 플랫폼 

업체들은 검색, 광고, 컨텐츠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위에 있으나 송금, 결제 등 마

이크로 파이낸싱 부분에서는 오히려 중국 업체들에 뒤져 있는 상태다. 페이스북

의 리브라 모멘트가 이러한 구도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도표 21] 주요 결제 플랫폼 비교 
 

 
 

자료: Big Tech in Finance: Opportunities and risks,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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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위뱅크 vs. 페이스북-리브라뱅크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위챗의 위뱅크의 글로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버전이다. 

 

중국 인터넷은행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위뱅크는 10 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존 SNS 플랫폼인 위챗 내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 2018 년 위뱅크의 자산은 2,200 억 위안, 영업이익은 100 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169%, 71% 성장했다. 

 

위뱅크로의 예금증가 요인은 1) 중국인민은행 벤치마크 대비 44~91bp 높은 금리

를 제공, 2) 제 1 금융권이 집중하지 않는 고객 등 약 1 억명의 충성고객을 유치, 3) 

높은 기술력의 보안시스템 강화를 기반으로 양적, 질적 성장이 동반되고 있다. 

 

위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고도 고객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은행과 오프라인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밖 고객들을 위챗 플랫폼 안에서 연결해주는 상품

을 출시했다. 또한 위뱅크는 SNS 상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상환능력 뿐만 아

니라 상환의지까지 측정하는 차별적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해 틈새대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위뱅크의 부실대출 비율은 민간은행보다 예대율은 낮으며 100% 

이하로 안정되고 있다. 

 

위챗은 위뱅크 자산성장의 큰 원동력인데, 위챗페이가 중화권에서 명절 때 주고 

받는 빨간 봉투(Red packet)의 온라인 상품을 출시해 알리페이가 독과점하고 있던 

온라인 결제시장에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페이스북 리브라 역시 전세계 가장 

큰 가입자를 가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제공의 잠재력이 있다. 

 

[도표 22] 중국 은행 별 부실비율 (NPL Ratio)  [도표 23] 중국 은행 별 예대율(LDR) 변화 추이 
   

 

 

 

   

자료: 中 인터넷은행 ‘Webank’의 빠른 성장 배경, 국제금융센터                               자료: 中 인터넷은행 ‘Webank’의 빠른 성장 배경, 국제금융센터 



 
 

Special Report 

리브라, 창조적 파괴 임팩트 

 

    

2018 년 기준 중국 위뱅크의 총예금 및 총대출은 각각 223.8 억 달러, 174.0 억 달

러이며 예대율은 77.8%다. 2018 년 예금이 급증하면서 예대율이 100% 이하로 하

락했다.  

 

위챗의 추정 가입자수 10 억 명을 가정하면 위뱅크의 1 인당 예금은 22.4 달러이

다. 일인당 20 달러에 불과한 소액 예금을 기반으로 고객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은행과 오프라인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밖 고객들을 위챗 플랫폼 안

에서 연결해주는 포용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내 거래정보 

등을 통해 마이크로 파이낸싱에 더욱 적합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

프라인 중심의 금융권이 제공하지 못 하는 대출과 파생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도표24] 2018년 위뱅크 재무제표로 추정한 리브라 대출 여력 (단위: 억 달러, %, 억 명, 달러) 
 

  총대출 총예금 예대율 가입자수 1인당 예금 

Webank 174.0  223.8              77.8  10          22.4  

Libra Bank 417.6  537.1              77.8 * 24          22.4 * 

자료: http://www.theasianbanker.com/updates-and-articles/webank-applies-blockchain-technology-to-its-micro-loan-business, 

http://www.chinabankingnews.com/2019/05/14/online-banks-outperform-chinas-conventional-lenders-in-2018/   * 2018년 Webank 1인

당 예금과 예대율을 Libra 예상 가입자에 적용해 추정 

위뱅크의 성공 요인은 가칭 리브라 뱅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페이스

북 가입자 24 억 명이 위뱅크의 1 인당 예금 22.4 달러를 예치할 경우 총예금은 

537.1 억 달러에 이르고 위뱅크와 동일한 예대율 77.8%를 적용할 경우 총대출 여

력은 417.6 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물론 리브라 뱅크에서 리브라 화폐 이외 법정화폐로 예금을 할 수 있는지는 아

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칼리브라 등이 금융 라이선스를 받을 경우에는 전세

계에서 가장 큰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리브라의 궁

극적인 희망인 사는 곳, 직업, 소득에 관계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고 개

방된 더 나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창출하고 오픈소스와 커뮤니티의 참

여를 통해 포용 금융 인프라 창출을 달성도 불가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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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Libra White Paper Summary 

Section 1. Introduction 

 

Libra 의 미션은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간편하고 통용 가능한 화폐와 금융 인프

라를 제공하는 것으로 1)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2) 낮은 변동성의 암호화폐, 3) 스

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금융 혁신을 목표 

 

Problem Statement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전세계인들의 정보, 의사소통과 유용한 서비스의 

이용 및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더 낮은 비용으로 가능케 함 

 

그러나 아직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및 포용성은 부족. 전세계적으로 무려 17 억 

명 이상 성인들이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상황. 이들 중 10

억 명이 모바일 폰 보유,  5 억 명 이상은 인터넷을 활용 

 

전세계적으로 경제력이 더 약한 계층에서 송금, ATM, 결제, 대출 등 금융 서비스

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 (단기대출 이율이 연 400%에 달하기도 하고, 

$100.4 를 빌리기 위해 $30 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 자금부족, 높은 

수수료, 물리적 접근성 및 신청서류 작성의 어려움이 은행계좌 개설의 장벽으로 

작용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금융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

성들을 가지고 있음. 그 특성은 1) 분산된 거버넌스, 2) 인터넷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 3) 금융 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암호화 기법 등

을 포함 

 

그러나 현존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낮은 확장성과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으로 

화폐로서 기능이 부족.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규제를 우회하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도 함.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체계가 대중

적 서비스로 자리잡기에 한계점으로 작용 

 

우리는 금융분야의 다양한 입법기관과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믿음. 이 때문에 진전이 더딜 수 있지만, 

분명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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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portunity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간편하고 통용 가능한 화폐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

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 우리를 둘러싼 커뮤니티와 생태계에 우리의 신

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1)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2) 화폐흐름에서 글로벌 통용성, 개방성, 실시간성, 저비용성의 보장이 전세계의  

경제와 상거래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것 

3)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 거버넌스 형태를 신뢰할 것 

4) 글로벌 화폐와 금융 인프라가 공공재와 유사하게 설계되고 통제되어야 함 

 

2. Introducing Libra 

 

화폐 인터넷 체제를 이루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와 인프라가 필요. 

그러나 금융자산을 모바일 디바이스에 저장하는 것은 쉽고 직관적이어야 함. 전

세계 어디로든 화폐를 주고 받는 것은 마치 문자 메시지 또는 사진을 보내는 것

처럼 쉽고, 저렴하고 안전해야 함. 금융기술 혁신과 생태계의 발전은 전세계인 

모두에게 자본비용와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접

하게 할 것 

 

Libra 의 미션은 간편한 글로벌 화폐 및 금융 인프라를 창조하여 전세계 수십억 

사람들의 경제적 자율권을 제고하게 하는 것. Libra 는 포용적 금융 시스템 구축

을 위해 크게 3 가지 부분으로 구성 

 

1) Libra 는 안전하고, 확정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

어짐 

2) Libra 는 직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제 자산에 의해 뒷받침 

3) Libra 는 (페이스북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인 Libra Association 을 통해 통제되며, 

Libra Association 은 생태계의 발전과 함께 진화할 것 

 

Libra 화폐는 오픈 소스 기반의 Libra Blockchai 으로 만들어져 전세계 누구라도 활

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개방된 금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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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무선통신의 급격한 보급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Libra 를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Libra 는 확장성, 보안성,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향후에도 유연하게 작동할 것 

 

작동하려면 화폐의 사용자들이 Libra 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

는 믿음이 있어야 함. 대부분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Libra 는 실제 예비자산인 

Libra Reserve 로 인해 가치가 뒷받침. Libra Reserve 에는 실제 가치를 가진 은행예

금과 단기국채가 포함. Libra Reserve 는 Libra 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될 것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 Libra Association 의 목적은 네트워크의 거버넌스를 조율하

고 사회분야의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내는 금융분야 창출. Libra Association 의 구성

원은 Libra Blockchain 을 운영하는 관계자들로 이루어져 있음 

 

Libra Association 의 구성원은 지역 및 사업적으로 다양하고 적절하게 분포될 것.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관 및 학계 등이 포함. 초기 구성원들은 협업을 

통해 Libra Association 의 헌장을 만들고 공동 설립자 자격을 획득할 것. 현재까지

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결제: Mastercard, Visa, PayPal, PayU (Naspers’ fintech arm), Stripe 

기술 및 마켓플레이스: Uber Technologies Inc., Lyft, Spotify AB, Booking Holdings, eBay, 

Facebook/Calibra, Farfetch 

통신: Iliad, Vodafone Group 

블록체인: Anchorage, Bison Trails, Coinbase, Inc., Xapo Holdings Limited 

벤처캐피털: Andreessen Horowitz, Breakthrough Initiatives, Ribbit Capital, Thrive Capital, 

Union Square Ventures 

비영리 기관 및 학계 등: Creative Destruction Lab, Kiva, Mercy Corps, Women’s World 

Banking 

 

2020년 상반기에 Libra가 시작하기까지, 100 개 이상의 멤버들과 함께하길 희망 

 

페이스북 팀은 다른 공동 설립자들과 함께 Libra Association 및 Libra Blockchain 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으며 2019 년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리딩. 그러

나 Libra 의 최종 결정권은 Association 에 있음. 페이스북은 소셜과 금융 데이터를 

확실히 분리하기 위해 Calibra 를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Libra 네트워크에서 구동

될 초기 서비스들에도 영향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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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네트워크가 시작된 이후에 페이스북은 여타의 공동 설립자들과 마찬가지의 

자격, 권한 그리고 책임을 가질 것. 페이스북의 역할은 다른 공동 설립자들에 비

해 더 크지도, 작지도 않을 것이며 동일할 것 

 

블록체인은 검증인으로 참여 기준에 따라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구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검증 노드를 운영하기 위한 허가가 필요한 반면, 퍼블릭 블록체

인에서는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이들이 노드를 운영할 수 있음. Libra 는 프라이

빗 블록체인으로 시작 

 

Libra 네트워크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을 목표. 완전 개방되고 유저들이 원

하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그러나 현재 기술 하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규모, 안정성, 보안 면에서 전세계 수십억 유저가 함께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Libra Association 이 나아갈 방향 중 하나는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 

및 리서치를 통해 프라이빗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며, 우리는 이것이 Libra 시작 후 5년 내로 가능할 것이라 믿고 있음 

 

Libra 의 신념 하에, 모든 유저, 개발자, 비즈니스는 Libra Blockchain 을 활용할 수 

있음. Libra 의 개방성은 경쟁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며 이는 결국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전세계에 더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 

 

3. The Libra Blockchain 

 

Libra Blockchain 개발의 목표 

 

1) 수십억 명이 함께 사용할 때 거래 처리량, 지연 속도, 효율성, 데이터 저장 관

점의 적합성 

2) 금융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정도의 강력한 보안 

3) 미래의 다양하고 혁신적 서비스들을 추가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 

 

Libra Blockchain 설계와 관련한 3가지 주요 결정사항 

 

1) ‘Move’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이 설계하고 활용 

2) ‘Byzantine Fault Tolerant (BFT)’ 합의 알고리즘을 차용 

3) 광범위하게 채택된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를 활용 

 



 
 

Special Report 

리브라, 창조적 파괴 임팩트 

 

    

‘Move’는 Libra Blockchain 상에서 거래의 logic 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언어. Libra 의 목표는 향후 수십억 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 따라서 Move 는 보안성과 안정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개

발. Move 는 지금까지 있었던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된 사고들을 참고해 설계되

었고 개발자의 의도를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버그 

또는 보안 사고를 방지. Move 는 특히 자산이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 디

지털 자산에 실물 자산의 성격을 부여해 디지털 자산의 주인을 한 명으로 규정

하고, 한 번 밖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며, 새로운 동일 자산의 생성을 제한. 또한, 

Move 는 특정 자산의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 이러한 기능들

을 통해 Move 는 Libra Blockchain 의 보안을 강화할 것. 핵심 거래 코드의 작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Move 는 Libra 생태계의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보안도 강화. 

Move 는 Libra Blockchain 프로토콜과 함께 그 위에서 개발되는 금융 혁신들을 촉

진. 여러 개발자들이 참여해 Libra 의 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 믿음 

 

모든 검증자 노드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돕기 위해 Libra Blockchain 은 비잔틴 

장애 허용 방식을 활용하여 LibraBFT 합의 프로토콜을 구축. 이러한 방식은 1/3 

이하의 노드들이 정상적으로 구동하지 않더라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해당 방식은 다른 블록체인에서 흔

히 활용하는 “Proof of Work” 방식에 비해 대규모 거래의 처리, 지연속도,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도 성능이 더 좋음 

 

거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Libra Blockchain 은 머클 트리 구조를 

활용하여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감지. 블록체인을 거래 

블록의 집합체로 보는 다른 블록체인들과 달리 Libra Blockchain 은 거래를 단일 

데이터 형태로 파악하기 때문에 더욱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접근을 가능케 함 

 

Libra Blockchain 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가 실제 세계의 신분과 무관

한 복수의 주소를 가지는 것을 허용. 이러한 접근은 많은 사용자, 개발자 그리고 

규제기관에게도 익숙한 접근. Libra Association 은 Libra Blockchain 프로토콜 및 네

트워크의 진화를 감독하며 지속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

아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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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Blockchain 기술 문서에서는 Move 언어 및 Libra BFT 합의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었고, 오픈 소스 형태의 Libra 테스트넷 확인도 가능. 테스

트넷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며, API 는 추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는 여

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저희가 공개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들을 함께 개발해 나가고자 함 

 

4. The Libra Currency and Reserve 

 

우리는 전세계가 안정적이고 낮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통용성과 교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글로벌 통화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 Libra 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함 

 

Libra 는 충분한 실물자산이 담보될 수 있는 Libra Reserve(적립금)라는 안정적인 

디지털 암호화폐로 디자인되었으며, Libra 를 거래할 수 있는 뛰어난 거래소 네트

워크의 지원을 받음. Libra 의 소유자는 해외 여행시 환전과 동일하게 자신이 가

진 전자화폐(Libra)가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높은 등급의 보장을 의미 

 

이 접근법은 과거 다른 통화들이 도입된 방식과 유사. 즉, 새로운 통화에 대한 

신뢰를 심고, 널리 통용되도록 하기 위해, 한 국가의 지폐가 금과 같은 실물자산

과 교환하는 것을 보장한 적이 있음. 그러나 Libra 의 경우 금에 의한 보장이 아

닌,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로 은행예금, 단기 정부 증

권과 같은 저유동성 자산들의 집합에 의해 뒷받침될 것 

 

여기서 1 Libra 를 반드시 모든 지역 통화의 동일한 금액으로 교환 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즉, Libra 는 단일통화에 대한 “peg”가 아님) 오히려 기초

자산의 가치가 변동됨에 따라 어떤 지역 통화에서 1 Libra 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그러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자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Libra 

보유자들은 안정성을 신뢰 할 수 있음. Libra Reserve 의 자산은 투자 적격 신용등

급을 가진 관리자들의 지리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에 의해 보유되어 자산에 대

한 탈중앙화된 보안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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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를 뒷받침하는 자산들은 내재가치가 결여되어 투기목적의 의한 거래로 가

격이 급등락하는 많은 암호화폐들과의 주요한 차이점. 그러나 Libra 는 분명 암호

화된 화폐이며 그 덕분에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매력적 특성이 즉시송금, 

암호화된 보안, 초국경간 송금 등을 보유. 친구가 세계 어디에 있든, 휴대 전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Libra 를 이용하면 즉각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돈을 보낼 수 있음 

 

Reserve 에 대한 이자는 시스템 비용을 충당하고, 낮은 거래비용을 보장하고, 생

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을 제공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고, 더 많은 

성장과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 Reserve 에 대한 이자 배분에 대한 규칙

은 사전에 설정되며 Libra Association 이 운용을 감독. Libra 사용자는 Reserve 의 

혜택을 받지 않음 

 

5. Libra Association 

 

Libra Blockchain 과 Libra Reserve 는 다양하고 독립적인 멤버로 구성된 운영 조직

을 필요로 함. 그래서 우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헤드쿼터를 둔 독립적이고 비영리 

멤버십인 Libra Association 를 설립.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중립지대 역할

을 했고, 블록체인 기술에 개방적인 국가. .Association 은 중립적이며 국제적 기관

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네바에 등록하게 되었음 Association 의 주요 업무는 

Libra 블록체인의 운영을 촉진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검증자 노드와 참여자들

간의 협조와 합의 형성을 촉진하고, 개발하고, Reserve 를 관리 

 

Association 은 Libra Association Council 가 운영. Council 각 노드의 대표 1 명으로 

구성되어 네트워크 및 Reserve 에 대한 의사결정. 초기 Council 창립 멤버에는 세

계 각지의 기업, 비영리 조직, 다자간 단체, 학술 기관이 포함. 모든 결정사항은 

Council 의 안건이 되고, 주요한 정책이나 기술적인 결정은 2/3 이상의 투표를 필

요로 함. 이것은 BFT 합의 프로토콜에서 요구되는 대다수의 조건에 부합 

Association 을 통해서 검증자 노드들은 네트워크의 기술 로드맵과 개발 목표를 

맞춰갈 것. 그런 의미에서 Association 은 재단의 형태를 취하고, 오픈소스 프로젝

트를 운영,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의 기능 역할. Libra 는 오픈소스 기여자들의 분

산 커뮤니티의 성장과 함께하기 때문에, Association 은 어떤 프로토콜이나 사양을 

개발하고 채택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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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Association 은 Libra Reserve 의 관리조직의 역할도 하며, Libra 이코노미의 성

장과 안정성을 추구. Association만이 Libra를 생성(주조) 및 파괴(소각)할 수 있음. 

코인은 공인된 리셀러가 Association 로부터 실물통화를 지불하고 구매했을 때만 

생성될 수 있으며, 공인된 리셀러가 기초 자산을 받고 코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소각. 공인된 리셀러는 언제나 바스켓의 가치와 동일한 가격으로 Reserve 에 Libra 

코인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Libra Reserve 는 “마지막 구매자”역할을 함. 

Association 의 이런 활동은 Reserve 운영 정책에 의해 규정, 제어되며, Association 

구성원의 다수결로만 변경될 수 있음 

 

네트워크의 초기 몇 년간은 Association 을 대신해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 검증자 

노드가 되어줄 창립 멤버를 모으고, 생태계 시작을 위한 자금조달, Libra 의 적용

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실행 및 그 인센티브를 창립 멤버에게 

배분하는 것, Association 의 소셜 임팩트 사업을 위한 자금 조성 프로그램의 확립 

등의 역할이 필요 

 

Association 의 또 다른 목표는 오픈 ID 표준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 우리는 분

산화된 휴대용 디지털 ID가 금융 수용성과 경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 

 

Libra Association 의 주요 목표는 탈중앙화의 점진적인 강화. 탈중앙화로 인해 네

트워크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Libra 의 생태계가 장기적으

로 높은 회복력을 가지게 될 것. 전술한대로 Association 은 Libra 네트워크의 거버

넌스와 협의를 점차 허가가 필요 없는 방향으로 전환하려 함. Association 은 5 년 

이내 트랜지션을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설립 멤버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마찬가지로, Libra Reserve 에 대한 Association의 관리도 감소해야 함 

 

6. What’s Next for Libra? 

 

오늘 우리는 Libra 의 목표를 설명하고 Libra 와 Association 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은 libra.org 를 공개했고, 앞으로 몇 달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 또한 

Libra 블록체인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했고, Libra 의 초기 테스트넷을 공개해 개

발자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함 

 

2020년 상반기에 Libra를 출시하기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음. Libra 

Blockchain 과 Association 은 향후 몇 달간, Libra 블록체인의 프로토 타입에 대한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받아 출시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프로토콜의 보안, 성능, 확장성과 구현가능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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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 Association 은 제대로 문서화된 API 와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Libra 블록체인

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오픈소스 방법론을 사용해 Libra Blockchain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 또한 블록체인을 위한 소프트

웨어와 프로토콜의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 

 

Association 은 블록체인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를 진행할 것. 프로토콜에서부터 

월렛서비스, 거래소 등 기관들과 연계하여 네트워크가 론칭 전에 정상적으로 작

동하는지를 풀 스케일로 검증할 것 

 

Association 은 Move 언어의 개발을 촉진하고, 언어 개발이 안정화되면 Third Party

가 Libra 생태계 런칭 이후에 스마트 계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Association

은 커뮤니티와 함께 허가가 필요 없는 생태계를 위한 기술적 도전을 연구해 런

칭 후 5년 이내 거래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Reserve 

 

Association 은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통제되면서 Reserve 를 보관하는 기관을 설립

할 것. Association 은 공인된 리셀러들과 소통하며, 높은 투명성을 추구하며 감사

를 받을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수립할 것. Reserve 바스켓의 구성을 Association 가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수립할 것 

 

Libra Association 

 

Libra Association 은 Libra Council 이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다양한 100 여개의 멤버

로 구성하고 그들이 Libra 블록체인의 초기 검증자 노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할 것. Association은 광범위한 선언을 정해 채택하고, 현재 거버넌스 체제를 

기반으로 규약을 결정할 것 

 

Association 은 Association 의 매니징 디렉터를 채용하고 이사회를 꾸리는 작업을 

함께 할 것. 우리의 미션에 함께하는 파트너를 발굴해 소셜 임팩트 사업을 위한 

“소셜 임팩트 고문 위원회”를 설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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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ow to Get Involved 

 

Association 은 Libra 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앱을 만드

는 개발자들의 생태계를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 우리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 전

세계 어느 곳의 개인이나 법인이 공정하고, 낮은 비용, 그리고 즉각적으로 자신

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

족에게 아주 쉽고 빠른 방법으로 돈을 보낼 수 있거나, 대학생이 커피를 사 마시

듯 편리하게 등록금을 내는 것이 우리가 그리는 성공의 모습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 그리고 우리는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 만약 당신

이 Libra 가 전세계 수십억 명에게 해줄 수 있는 미션에 공감한다면, 여러분의 아

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해 줄 것을 요청. 여러분의 피드백이 모든 사람에게 금융 

포용성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Libra 테스트넷의 초기버전이 아파치 2.0 오픈 소스 라이센스로 문서와 함께 공

개되어 있으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 만약 연구자나 프로토콜 개발자라면, 테스트

넷은 초기 프로토 타입을 만들어가는 수준이지만, 코드를 볼 수 있고, 작업할 수 

있으며,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음. 지금은 프로토타입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

로 하기 때문에, 아직 커뮤니티의 기여를 수용하기에는 프로젝트의 속도가 느릴 

수 있음. 그러나 우리는 커뮤니티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프로세스와 개발

자들이 누구나 풀 리퀘스트를 요구할 수 있는 개방화된 플랫폼을 가능한 빨리 

준비할 것 

 

Libra Association 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읽을 것  

https://libra.org/en-US/association/ 

Libra Association 의 소셜 임팩트 자금이나 설립 멤버로 참여하길 원한다면 여기를 

읽을 것  

https://libra.org/en-US/becoming-founding-member/#overview 

 

Association 은 앞으로도 몇 달간 글로벌 커뮤니티와 함께 일하며 이후의 미션을 

위해 전세계의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꾸려갈 것 

 

 

 

 

 

https://libra.org/en-US/association/
https://libra.org/en-US/becoming-founding-member/#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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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clusion 

 

Libra 의 목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오픈 소스 블록 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재하는 자산의 보유에 의해 뒷받침되며 독립 Association 에 의해 운영되는 안

정된 통화’ 

우리의 희망은 사는 곳과 직업, 소득에 관계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며 개

방된 더 나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창출하는 것.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은 길고 어려우며 홀로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있음.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 큰 움직임을 창출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전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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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리브라(Libra)는 중세로마 시대의 계산화폐 체제다.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정치경

제학자인 제프리 잉햄(Geoffrey Ingham)의 저서 <돈의 본성(The Nature of Money)>

에서 리브라의 역사적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샤를마뉴 대제(768~814 년)는 신성로마제국을 느슨하게 통합한 뒤 재정적 일관성

을 확립하기 위해 제국 전역에 로마제국으로부터 파생된 단일의 계산화폐 체제

를 강제했다. 은화 240펜스(즉, 240 데나리 denarii)가 1파운드(즉, 1리브라 libra)를 

이루며, 1 파운드는 다시 20 실링(즉, 20 솔리디 solidi)로 나누어지는 체계였다.” 

 

즉 리브라는 로마제국과 광범위한 화폐체계의 부활을 꿈꾼 샤를마뉴 대제의 의

지가 담겨져 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글로벌 포용금융 네트워크로써의 비전은 진취적이다. 

 

조셉 슘페터(1883~1950)는 자본주의 원동력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

고 주장했다. 창조적 파괴는 낡은 것을 계속 파괴하고 새로운 것은 계속 창조하

면서 끊임없이 경제구조를 혁신해 가는 산업개편 과정을 뜻한다.7 

 

전세계 최대 SNS 에서 광고수익 플랫폼으로 성장한 페이스북은 어쩌면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잉태됐지만, 수익모델은 기존의 체제로 퇴보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과 플랫폼 과잉독점에 대한 비판에서 페이스북은 분

명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경제로의 본격적인 이행 과

정은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라는 새로운 기술, 가치 및 운영체계를 통한 글로벌 포용금융 네트워크로의 전환

은 정말 시기 적절한 목표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절박함은 비단 페이스북만의 상황은 아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으로 인한 변화 요구와 전세계 포용성장을 위한 금융의 기회가 페이스북에

게만 주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은 분명 추격을 준비

하고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을 포함해 FAANG 과 BAT, 혹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후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는 시각도 많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만 하고 있

기보다는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실제로 움직여야 할 때다. 

                                                           
7 네이버 지식백과, 창조적 파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