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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이란 무엇인가요? 

리플은 금융거래를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리플을 사용해 돈을 전세계 어디든지 어떤 통화로도 

즉각 그리고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프로토콜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일련의 규칙들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의 예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공유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입니다. HTTP 발명이 웹(World Wide Web)으로 이끌었습니다.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은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일련의 규칙입니다. 

SMTP의 발명에 의해 분산 네트워크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RTXP (Ripple Transaction Protocol)는 인터넷에서 금융거래를 위한 일련의 규칙입니다. RTXP의 

발명에 의해 분산 네트워크로 가치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돈을 보내는 전자우편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은 누가 소유하고 있나요? 
어느 누구도 프로토콜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프로토콜은 유용한 표준으로 사용되기 위해 발명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소프트웨어나 기업에서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리플도 가치전송을 위한 프로토콜로 무료이며 소스가 공개된 프로토콜입니다. 마치 전자우편이 누구 

소유도 아니고 또 중앙 운영자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금융거래에 리플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금융거래를 위한 공개되고 분산된 인터넷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결제가 더 저렴해집니다. 리플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소유되지 않기 때문에 결제비용이 

감소됩니다. 리플을 이용해 결제를 받는 상점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더 빨라집니다. 리플 거래는 자동이므로 결제가 몇 초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이 더 빨리 회전되도록 함으로써 리플은 경제활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가 쉬워집니다. 리플은 외환거래를 초과비용 없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제 

전자상거래가 더 쉬워지고 더 이익이 남게 됩니다. 

 금융에 접근 가능해집니다. 리플은 인터넷에 연결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계좌가 

없는 전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이 서로 연결됩니다. 가치전송을 위한 분산 프로토콜을 창설함으로써 리플은 독립된 

회사들의 거래를 쉽게 해 줍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스템상의 마찰과 비효율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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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스템은 통신시스템에 비해 수십 년 뒤쳐져 있습니다. 

인터넷 초창기에 사람들은 단지 제한된 그리고 닫힌 네트워크 내에서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1989년 이전의 컴퓨서브(CompuServe) 이용자는 컴퓨서브의 다른 이용자에게만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었고, 제니(GEnie)이용자는 다른 제니 이용자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전자우편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개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개별 메시징 시스템들을 

연결할 표준 프로토콜도 없을 것입니다.   

 
초기 전자우편 제공자들은 울타리에 갇힌 정원처럼 운영하였습니다.  

 

보통 전자우편이라고 알려진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 이질적인 

메시지 시스템들이 하나의 단일한 그리고 서로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통합되었습니다. SMTP의 천재성은 

바로 독립 시스템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데 -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 추구하던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 있었습니다. 상호 연결된 전자우편 시스템의 장점은 매우 명확하고 강력해서 SMTP가 신속하게 

전자우편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연합된 전자우편 시스템의 장점이 도처에서 인식되고 있고 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SMTP 때문에 Molly@GEnie.com가 Jane@AOL.com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4 

리플 프로토콜 : 소개 

 

섹션  1 
 

 

Ripple Labs  Inc. All Rights Reserved. 

 

 

오늘날의 결제시스템도 1980년대 전자우편과 많이 유사합니다. 즉 닫혀 있고 서로 단절된 상태입니다. 

 

웰스 파고(Wells Fargo) 고객은 웰스 파고 고객에게만 자금을 쉽게 그리고 무료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어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고객이라면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단절된 결제 시스템들을 연동하기 위해 매우 많은 정산소(clearing house)가 추가됩니다. 고객이 웰스 

파고 네트워크에서 체이스(Chase)나 페이팔(Paypal) 네트워크로 어떻게 자금을 전송할까요? 

스위프트(SWIFT)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전자이체(wire transfer)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상대, 또 다른 층의 복잡성이 추가되고 그리고 거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현재의 금융은 초기 전자우편과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정보 전송이 무료가 된 이후에도 자금 전송에서는 거대한 마찰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직도 

전자 이체할 때 15달러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전송비용은 평균 7%입니다. 신용카드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2%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아마존닷컴(Amazon.com)은 결제처리 수수료로 

매년 수십억 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입한 40년 동안 통신과 금융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통신은 P2P 

그리고 분산 네트워크에 의해 골고루 평평해 졌지만, 금융은 정산 거래의 중앙집권 성격 때문에 

아직도 인터넷이 발명되기 이전인 1950-70년대에 디자인된 기반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돈은 실제로는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정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디지털 원장에 저장된 

신용과 부채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돈을 보내는 방법과 돈 이외의 다른 정보를 

보내는 방법 사이에 왜 이와 같은 단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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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은 분산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만, 결제는 중앙집권 네트워크에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집권의 그리고 특허 받은 소프트웨어 상에서 운영되는 결제시스템과 독립적인 네트워크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자금전송은 느리고, 비싸고 그리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중앙집권 네트워크는 비쌉니다. 

운영비용을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고 또한 보통의 경우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플: 분산 결제청산 

리플은 자금 전송을 위한 범용 프로토콜입니다. 독립된 결제 시스템들이 전자우편 시스템만큼 쉽게 

통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SMTP가 공유 전자우편 표준을 만들어 냈듯이 리플은 공유 결제 표준을 

제공합니다. 전자우편처럼 누구도 리플을 소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중앙 운영자도 없습니다. 리플은 

공개 소스이며 전세계 서버들이 P2P 금융 거래에 대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만약 리플 프로토콜이 자금전송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 된다면, 결제는 전자우편만큼이나 빠르고 

저렴하고 그리고 쉬워집니다. 

 
리플은 연맹화된 결제시스템입니다. 

        중앙집권                  탈중앙화                   분산 

출처: p2pfounda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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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네트워크는, 코어가, 공유되고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원장이고 계정과 

잔고를 추적 가능하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원장을 들여다 볼 수 있고 리플 네트워크 상의 모든 

활동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장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들은 합의(consensus)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서로 원장의 변화에 동의합니다.  

네트워크는 전세계적으로 몇 초 이내에 합의에 이릅니다. 이 합의를 찾는 과정이 리플 네트워크 

상에서 신속, 안전 그리고 탈 중앙화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공학적 돌파구입니다.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들은 원장의 변화에 대한 합의에 이릅니다. 

 

분산네트워크는 중앙집권 네트워크에 비해 많은 효율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가 "스스로 정산"하기 

때문에 중앙의 네트워크 운영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그리고 이와 연결된 수수료 층 역시 제거됩니다). 

전혀 실패가 없기 때문에 분산 네트워크는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소스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경향이 있습니다. 

 

 

 

https://ripple.com/wiki/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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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통역: 세계 최초의 분산 거래소 

리플은 어떠한 통화도 지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즉 리플은 사용자에게 어떠한 통화로도 

거래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하나의 통화만으로 잔고를 유지하고 그리고 다른 

통화로 결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USD로 리플에서 잔고를 유지하고 상인에게는 엔화, 유로화, 비트코인, 금 또는 

또 다른 형태의 통화나 자산가치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리플 네트워크는, 매수/매도 스프레드에서 

이익을 얻으려 서로 경쟁하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를 통해, 주문 경로를 안내함으로써 통화를 

"통역(translate)"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USD 잔고를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는 엔화만을 받는 상인에게 결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자가 중간에서 달러를 사고 엔화를 팔면서 결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미국 달러를 가진 사용자가 엔화만을 받는 상인에게 지불합니다. 시장 조성자는 미국달러를 사고 

엔화를 팔아 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줍니다. 

 
리플 분산 거래소는 브로커나 제 3의 거래소 없이도 사용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어느 

누구나 전세계 오더북에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고 리플 네트워크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네트워크 수수료도 없고 최소한의 거래 규모도 없습니다.  

 

몇 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통화 창설의 장점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헤이에크(Friedlich Hayek)은 한때 다중-통화 모델(multiple-currency model)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기술이 발전하기를 바란 적이 있습니다. "몇 초 이내에 현재 환율로 어떤 통화든 

해당 가격으로 변환해주는 전자계산기들이 도처에서 곧 사용될 것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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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의 분산 거래소가 바로 헤이에크가 숙고했던 그 "전자계산기"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스케일이 큽니다. 리플은 전지구적입니다. 세계 최초의 모든 돈 통역가입니다.  

 

이제 모든 통화는 글로벌 통화로서의 거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잔고를 유지하고 

그리고 미국달러나 유로화로 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통화선택의 완전한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디지탈화폐, 상대방 위험 그리고 리플 게이트웨이(Gateway) 

전통적인 신용화폐(fiat)는 -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 그것과 연결된 상대방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달러 지폐를 디지털 네트워크로 옮기기 

위해서는 전통적 방법으로는 네트워크 운영자, 예를 들면 은행 또는 페이팔에게 건네주고 대신 

계좌잔고를 보여주는 IOU를 받게 됩니다. 

 

이때 더 이상 신용화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달러를, 그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디지털 형태의 USD 잔고와 거래한 것입니다. 그것은 요청하면 인출할 수 있다는 은행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보았듯이 시티은행에 예금된 USD가 키프러스나 아이스랜드 은행에 예금된 USD와 

반드시 등가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형태의 신용화폐는 상대방 위험이 있습니다.   

 

이점은 리플 네트워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네트워크 내에서 거래되는 USD 잔고는 특정 

"게이트웨이"에서 인출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리플 네트워크로 신용화폐가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입니다.  

 
신용화폐는 리플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들어오고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게이트웨이는 전통적인 은행과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 네트워크에 

어떠한 기업도 접근을 제공하는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은행, 자금서비스기업, 

시장 또는 금융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웨이가 되는 기업들은 고객을 위해 고급 

금융기능(financial functionality)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수익패턴(revenue streams)을 생성합니다. 

 

디지털 형태의 신용화폐에서처럼 리플 네트워크에서도 자신의 잔고를 인출하게 될 게이트웨이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역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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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기반 통화 

암호화폐라고도 불리는 수학기반 통화는 검증 가능한 수학적 특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입니다. 마치 

우리가 금(Gold)을 79 양성자를 가진 원자라고 검증하고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기반 통화는 

스스로 디지털 자산으로 존재하면서 중앙집권 네트워크 운영자에 의존하지 않고 (지폐처럼) 사용자들 

사이에서 직접 전송될 수 있습니다. 

 

수학기반 통화의 공급은 수학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프로토콜 규칙의 창설을 넘어 인간의 간섭은 

없습니다. 이점에서 회사나 사람들에 의해 제한 받지 않고 발행될 수 있는 많은 "가상화폐"(항공사 

마일리지, 보상포인트, 페이스북 크레딧 등)과 대조됩니다. 

 

비트코인이 수학기반 통화의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본성상 디지털 자산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선가 인출할 수 있는 잔고가 아니고 앞에서 설명한 "디지털 신용화폐"와 

같은 상대방 위험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이 저장된 USB 드라이브를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현금을 건네는 것처럼 그 자산 자체를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IOU를 전송하거나 지불하겠다는 

누군가의 약속과는 반대됩니다. 그것은 제 3자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리플 네트워크에는 XRP("리플"이라고 발음합니다)라고 불리는 수학기반 통화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이 있는 것처럼 XRP는 태생적으로 리플 네트워크 안에 상대방 위험 없는 통화로 

존재합니다. XRP는 인출 가능한 잔고에 반대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나 교환을 위해 특정 

자산기관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리플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교환의 매개체로 또는 가치 저장수단으로 XRP를 사용할 것을 요구 받지 

않습니다. 리플 네트워크는 통화 불가지론자(currency agnostic)입니다. 즉 USD, BTC, XRP 또는 다른 

어떤 것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XRP는 두 가지의 주된 네트워크 기능, 즉 네트워크 보안과 통화 간의 다리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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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네트워크 남용으로부터 보호 

리플 네트워크는 공유되는 계정 원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격자가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일으키기 위해 대량의 "원장 스팸"(즉 위조 계정) 이나 거래 스팸(즉 위조 거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장의 크기가 커져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적법한 거래를 신속하게 청산할 네트워크 

능력이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원장 등록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리플 계정은 원장 등록 시에 소량의 XRP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요구됩니다. 이 준비금은 50XRP으로 이 글을 작성할 때 대략 0.50달러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요구조건은 보통 사용자에게는 무시할 만한 소액이지만 대량의 사기계좌를 만들어 

네트워크에 "스팸"을 가하려는 잠재적 공격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트랜잭션이 처리될 때마다 0.00001 XRP가 파괴됩니다(대략 0.00000001 USD).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수집되는 수수료가 아니고 그 XRP는 파괴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트랜잭션 수수료는 또한 

보통 사용자에게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격 당하고 있는 경우처럼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린 경우에는 이 수수료도 신속하게 커집니다.  

이와 같은 설계 목적은 공격자를 신속하게 파산시키고 네트워크 기능을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비싸고, 매우 신속해야 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이 

비용은 효과적으로 "무료"입니다.  

XRP:  다리 통화(Bridge Currency) 

XRP는 다리 통화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는 통화/게이트웨이 

쌍을 찾을 수 없다면, XRP가 상대방 위험 없는 중립 통화로 대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USD를 선호하고 밥은 유로화를 선호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래를 해결할 

적당한 EUR/USD 시장 조성자를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통화를 각각 XRP로 변환해 

거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XRP로 바꾸면 거래 마찰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XRP는 반드시 필요한 다리 

통화가 아니라 단지 유용한 통화일 뿐입니다.  

 

 
다리 통화로서 X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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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네트워크에서 XRP를 이상적인 다리 통화로 만들어주는 세가지 요소  

 XRP는 마찰비용이 낮습니다. 전송 수수료 없이 어떤 계정으로든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XRP는 상대방 위험이 없습니다. 리플 네트워크와 함께 태어난 내재된 유일한 통화입니다. 그러므로 

게이트웨이나 제 3자에 대한 신뢰관계가 필요치 않습니다.   

 XRP는 가치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한정된 수량만이 존재합니다. 일천억 개의 XRP가 프로토콜 

창설 시에 "발행"되었고 정의에 따라 더 이상의 생성은 불가능합니다.    

 

리플 사용자는 무시할 만큼 적은 금액의 준비금 말고는 XRP를 보유하거나 교환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리플은 통화 불가지론자입니다. 상인은 리플을 사용하기 위해 XRP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그들이 선호하는 통화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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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랩스는 리플의 창시자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토콜과 분산 

결제 네트워크를 개발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그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리플은 무료이고 공개소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로부터 어떠한 현금도 받지 않습니다.  

 

리플 랩스는 만약 세계가 리플 네트워크를 유용하게 생각하고 그 프로토콜을 광범위하게 채택한다면 

XRP로부터 매출을 올리길 희망합니다.  

 

1000억 XRP가 리플 프로토콜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리플 랩스는 550억 XRP를 자선기관, 사용자 

그리고 생태계내의 전략적 파트너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미래 

언젠가 유일한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강력하고 유동적인 시장이 생성될 희망을 갖고 일부를 유지할 

것입니다.  

 

리플 네트워크가 성장해 활기차고 분산된 결제 네트워크가 된다면 리플 랩스는 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 프로토콜은 무료이면서 공개 소스로 커뮤니티에 속할 것입니다.  

 

리플의 파트너 

리플 프로토콜은 초창기이고 이 기본서는 단지 강력한 잠재력을 살짝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리플 

랩스에서 우리는 많은 흥미로운 새로운 응용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리플 네트워크 유틸리티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산된 금융 네트워크와 수학기반 통화가 우리의 금융 시스템 기반을 혁신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누구든지 같이 일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리플 생태계는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시장 조성자, 개발자 그리고 상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https://codiu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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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홈페이지- https://www.ripple.com 

리플 지침서 (시장조성) - https://ripple.com/ripple-mm.pdf 

리플 게이트웨이 지침서- https://ripple.com/ripple-gateways.pdf  

리플 개발자 포털- https://dev.ripple.com/ 

리플 GitHub 저장소- https://github.com/ripple/  

리플 서버 코드- https://github.com/ripple/rippled  

리플 위키- https://ripple.com/wiki/ 

리플 API 툴- https://www.ripple.com/tools/api/ 

콘센서스- https://ripple.com/wiki/Consensus 

https://www.ripple.com/
https://ripple.com/ripple-mm.pdf
https://ripple.com/ripple-gateways.pdf
https://dev.ripple.com/
https://github.com/ripple/
https://github.com/ripple/rippled
https://ripple.com/wiki/
https://www.ripple.com/tools/api/
https://ripple.com/wiki/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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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partners@ripple.com 
 

전화: +1 (415) 967-1836 

웹:  https://www.ripple.com/ 

https://www.ripplelabs.com/ 
 

 
 

헤드쿼터 주소: 
 

Ripple Labs Inc. 

300 Montgomery Street, 12th Floor  

San Francisco, CA 94104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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