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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산 가격(2022.7.11)

BTC

USD $20,470

KRW ₩26,974,000

김치프리미엄 +0.99%

ETH

USD $1,142

KRW ₩1,506,000

2022년 크립토 윈터,
언제까지?
약세장에도 건재한 가상자산 시장의 펀더멘탈
  현 크립토 윈터에서의 회복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펀더멘탈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펀더멘탈은 건재하다. 가상자산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사용자가 유입되어 왔고 이 트렌드는 올해 약세장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해시레이트도 최근 가격 폭락이 있었으나 큰 변동이 없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오류 없이 작동하면서 adoption이 꾸준히 지속된다는 것은
가상자산 업계 내 새로운 실험이 계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 건재함 즉,
가상자산 업계의 펀더멘탈이 양호함을 뜻한다.

크립토 윈터에서 회복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관건
본 리포트는 시장 회복 시점 예측의 정확성을 위해 MVRV Z 점수 기준
비트코인의 저평가 구간을 가상자산 시장의 크립토 윈터로 정의한다. 이
기준으로 올해 6월 중순부터 네 번째 크립토 윈터가 시작되었다. 이번
윈터는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이 발단이라는 점에서 2018년 말~2019년 초
경험한 세 번째 윈터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번 크립토 윈터의 회복 시점
예측 또한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시장에 이미
반영된 기대치 대비 실제로 실현되는 연준의 통화정책이다.

2022년 크립토 윈터 회복 시기는 올해 4분기로 전망
현재 시장의 미 연준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치와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 비농업고용자수, ISM 제조업지수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살펴본 결과 시장 컨센서스는 연준의 긴축 완화를 2022년
4분기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는 2022년 4분기경
정점을 찍은 후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물가 상승 정도는 2022년
2분기 이후부터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상황과 제조업 경기 회복도
2022년 4분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보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역대급 수요 파괴와 향후 공급망
병목 현상 해소를 고려하면 연준이 자본시장의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 기대치 이상의 긴축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사는
크립토 윈터 구간을 벗어나는 시기를 2022년 4분기로 판단한다.

법적 고지문︱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 작성자 개인적 견해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료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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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가상자산 시장 폭락과 함께 크립토 윈터가 시작되면서 반등
타이밍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마켓타이밍이
어렵다는 것은 경험치 높은 투자자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자산 시장의 유동성은 일정 주기를 따라 반복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추정하는 것은 투자자, 개발자, 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할 것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단계적 과정을 통해 현재 크립토 윈터로부터의 시장 회복
시점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분석 시작에 앞서 시장 회복의 전제가 되는
최근 가상자산 value driver의 펀더멘탈을 점검해본다. 이어서 보다
정교한 시장 회복 시점 예측을 위해 크립토 윈터의 정의를 내린 후, 이를
기준으로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발생한 과거 크립토 윈터를
살펴보고 2022년 크립토 윈터와 비교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이번
크립토 윈터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이를
집중 분석하여 시장 회복 시점을 전망한다.

Figure 1: 유동성 주기는 반복된다 출처: www.oxfordrefere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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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펀더멘탈 점검

펀더멘탈이 강한 주식이 베어마켓(bear market) 이후 반등하듯 가상자산
시장의 반등 또한 건전한 펀더멘탈이 전제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펀더멘탈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업계를 지탱하는 자산인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사는 판단한다. 지속적인 가상자산 강세장은 비트코인
강세장의 선행 없이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40~70%를 차지하고 모든 알트코인 프로젝트의 선도적인 존재인 만큼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곧 가상자산 전체 펀더멘탈의 대측치(proxy)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크립토 윈터로부터의 회복은 모두 비트코인
가격 반등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본 섹션에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을 adoption(사용자 증가)과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고자 한다.

약세장에서도 비트코인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

가상자산의 가치는 그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를 따른다. 이
관계를 정량화한 메트칼프의 법칙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네트워크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자세한 설명은 2022년 1월 26일 코빗
리서치 Valuation Conundrum: 가상자산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찰 참조).
따라서 가상자산의 펀더멘탈 점검의 기본은 해당 네트워크의 사용자 수
추이 및 전망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사용자 수를 가늠하기 위해 온체인 액티브 지갑 수를 흔히
사용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복수의 온체인 지갑을 사용하는 경우나 거래소상에서 혹은 레이어2상에서
사용자 수가 증가할 경우 온체인 지갑 수는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업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중 하나가 온체인 데이터 업체 Glassnode가 제시하는
Net Entities Growth이다. Glassnode는 ‘Entity’를 ‘단수 혹은 복수의
온체인 지갑 주소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네트워크 참여 주체’로 정의하고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를 식별한다. Net Entities Growth란 새롭게
생성되는 Entity 수치에서 네트워크에서 이탈하는 Entity 수치를 제외한
수치이다. 꾸준히 참여자가 증가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이 수치가 항상 양의
값을 유지할 것이며 참여자가 감소하는 네트워크는 반대로 음의 값이
된다.

비트코인의 Net Entities Growth는 과거 13년간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나
호황기 구분 없이 양의 값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추이는 2021년 11월
이후 시작된 약세장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 기준의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Figure 2). 물론 실패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가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나타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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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꾸준히 사용자가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토대로 팽창하는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양한 알트코인 프로젝트의 실험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험의 지속 가능성은 곧 가상자산이라는 자산군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건재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Figure 2: 비트코인 Entities Net Growth 출처: Glassnode, Blockware

최상의 보안을 유지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탈 평가 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Hashrate)이다. 해시레이트는 작업 증명 방식으로 작동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블록 생성을 위해 동원되는 연산력을 나타낸다. 이
연산력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떠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오작동하지
않고 설계 의도대로 10분에 블록 하나를 생성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방패에 비유할 수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멈추거나 오류를 일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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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네트워크 장악을 시도한다면 적어도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동원되는 해시레이트를 능가하는 연산력이 필요하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는 220 EH/s(exahash per
second)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현재 비트코인 채굴기 스펙 및 시가
기준으로 약 120억 달러(한화 14조 원)1이다. 어느 한 주체가 실행에
옮기기에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올 들어 비트코인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Figure 3). 과거 더욱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건재하였다. 2020년 5월 중국의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 당시 중국 내 채굴 활동이 일제히
중단되며 해시레이트가 반으로 감소하였으나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중국을
벗어나 전 세계 새로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면서 해시레이트는 5개월
만에 전고점을 회복하였다. 많은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과부하 상황에서
블록 생성이 순조롭지 못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약세장
속에서도 유지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높은 해시레이트는 가히
독보적이며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견고함을
방증한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실험이다. 수없이 많은 신규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그에 못지않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라진다. 이 과정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오류 없이 작동하면서 adoption이 꾸준히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는 곧 가상자산 업계 내 새로운 실험이 계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
건재하다는 것 즉, 가상자산 업계의 펀더멘탈이 양호함을 뜻한다.

Figure 3: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추이 출처: Glassnode

1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 채굴기당 해시레이트 x 채굴기 1대 가격 = 220 EH/s / 110 TH/s (AntMiner S19 Pro 기준) x $6,000
= $12,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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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크립토 윈터 비교 분석

크립토 윈터라는 단어는 2018년 이후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며 업계의
침체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그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본 리포트의 목적이 시장 회복 타이밍 예측인 만큼 본
섹션에서는 그 정의를 확고히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거 크립토 윈터를
비교 분석한다.

MVRV Z 점수로 저평가 구간 식별

본 리포트는 비트코인의 MVRV Z 점수2를 통해 가상자산의 저평가 시기를
식별하고 이를 기준으로 크립토 윈터를 정의하고자 한다. MVRV Z 점수는
Castle Island Ventures 창업자 Nic Carter가 제안한 MVRV의 개념에서
기인한 비트코인 가치 평가 방식 중 하나이다. MVRV는 Market Value to
Realised Value Ratio의 약자이다(자세한 설명은 2022년 1월 26일 코빗
리서치 Valuation Conundrum: 가상자산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찰 참조).

Market Value(시장 가치, MV)는 유통 중인 모든 비트코인에 현재 시가를
일괄 적용하여 평가한 네트워크 가치이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와 유통
중인 코인의 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상장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반면 Realised Value(실현 가치, RV)는 각 비트코인이
체인상 마지막으로 손바뀜이 발생했을 때의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한
네트워크 가치이다. 즉 총 유통 물량을 한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한 지갑
주소에서 다른 지갑 주소로 전송된 비트코인 물량을 각각 전송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Murad Mahmudov와 David
Puell은 이 개념을 확장하여 MV는 단기적인 시장 심리(market
sentiment)에 영향을 받지만, RV는 단기 시장 심리의 등락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적정 가치에 대한 장기 척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3. 이 두 수치의 비교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는 네트워크
가치의 고평가/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Awe & Wonder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MVRV 비율에 통계학의
표준화(standardization) 개념을 적용한 MVRV Z 점수를 제안하였다4.
MVRV Z 점수는 MV와 RV의 차이를 MV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한다.
산출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MVRV Z 점수는 통계학에서의 Z 점수(측정
수치가 전체 샘플의 평균으로부터의 분포 정도를 표준편차를 이용해
설명하는 척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무엇보다 MVRV Z 점수는 표준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의 저평가 및 고평가 구간 식별이
용이하다.

4 Awe & Wonder, “Introducing … The Bitcoin “MVRV Z” Metric That Predicts Market Tops with 90%+ Accuracy”, Oct 18. 2018.

3 Murad Mahmudov and David Puell, “Bitcoin Market-Value-to-Realized-Value (MVRV) Ratio”, Oct 2. 2018.

2 https://www.lookintobitcoin.com/charts/mvrv-z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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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윈터의 정의

본 리포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의 고평가 구간은 MVRV Z 점수가 6.9
이상, 저평가 구간은 MVRV Z 점수가 0.1 이하일 때로 간주하고 저평가
구간을 크립토 윈터로 정의한다(Figure 4).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역사적으로 이 구간은 고점 대비 80% 이상의 조정, 그로 인한
비트코인 종말론, 세상의 무관심 등 크립토 윈터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증거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례로
판단하면 이러한 특징은 고점 직후보다는 고점에서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진행된 후 대중 심리가 악화되고 비관론이 고착화되면서
나타난다. 둘째, 이 구간은 고점 직후 조정이 시작되는 기간과 전고점으로
복귀하는 시기를 구간에 포함하지 않아 크립토 윈터를 좀 더 컴팩트하게
정의내리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비록 사후적 판단이긴 하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점 매수에 가장 적합한 시기였으며 크립토 윈터를 이
시기로 국한시킴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매수 전략 설계 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만일 크립토 윈터를 고점 직후 혹은 전고점 회복 등을
포함한 구간으로 정의할 경우 그 구간이 넓어지고 많은 잠재적 수익률을
희생해야 해서 매수 타이밍 시그널로서 유용성이 떨어진다.

Figure 4: MVRV Z 점수 기준으로 구분한 비트코인 저평가/고평가 시기
출처: Glassnode, 코빗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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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1, 2는 비트코인 시장 내부 요인으로 발생

MVRV Z 점수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크립토 윈터는 총 세 번 발생하였고
현재 네 번째 윈터가 진행 중이다(Figure 5).

Figure 5: 크립토 윈터 시기 출처: 코빗리서치

크립토 윈터 구체적인 날짜 개월 수 주된 발생 요인

Winter 1 2011년 9월 8일 ~ 2012년 5월 28일 8개월 Crypto-specific

Winter 2 2014년 10월 3일 ~ 2015년 10월 27일 12개월 Crypto-specific

Winter 3 2018년 11월 19일 ~ 2019년 4월 1일 5개월 Macro

Winter 4 2022년 6월 13일 ~ ? ? Macro

첫 번째 크립토 윈터는 2011년 9월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각종 해킹 및
기타 부정적인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 시작은 당시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 Gox) 해킹 사건이었다5. 마운트곡스는 설립
후 불과 수년 만에 세계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며 당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2011년 6월 거래소 자체
프라이빗 키가 도난을 당했고 그로 인해 거래소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마운트곡스 거래소 자체 보안
문제였으나 2011년 당시에는 블록체인이 기술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6개월 사이에 23 달러에서 무려
90% 하락하며 2 달러대로 폭락하였다. 그 외에도 웹 호스팅 제공자에게
46,000 BTC를 빼앗긴 리노드 해킹 사건,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받던 캐나다 회사 Paxum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비트코인 수용을 중단하게 된 사건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을 침체시킨 요인에 해당한다.

두 번째 크립토 윈터 또한 마운트곡스에서 시작되었다. 2014년 2월
비트코인 85만 개를 도난당하였고 그 후 사용자들의 인출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자 거래소 자체가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015년 마운트곡스의 전 대표인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ès)가 전자 기록 허위 작성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되는 등 내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후 불투명한 대응으로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며 수개월간 시장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4년 1월 1,100 달러에서 2015년 1월 175 달러까지
85% 폭락하였으며 MVRV Z 점수 기준으로 크립토 윈터 구간에서의
회복은 1년이 소요되었다.

종합해 보면 Winter 1, 2의 원인은 가상자산 시장 내부(crypto-specific)
요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당시 매크로 상황은 비트코인 가격에 크게

5 ‘마운트곡스’, 해시넷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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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었다. 2011년은 그리스 유로존 탈퇴, 2015년
중국 경제 위기설 등이 있었으나 미 연준과 ECB 모두 위기 관리를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은 극히 일부 개발자 커뮤니티에게만
알려진 틈새 자산이었고 금융권 유동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대중화된 자산이  아니었다.

Winter 3은 유동성 이슈 + 매크로

이전 두 번의 크립토 윈터와 달리 세 번째 비트코인 약세장은 유동성
축소라는 매크로 이슈가 발단이었다. 2015년부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이 동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연준은
그해 하반기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화 긴축을 시작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줄곧 기준금리를 0~0.25%로 유지했던 연준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이다. 초반에는 미국의 성장
관련 경제 지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기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연준은
결국 2018년 12월까지 총 8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 기준 금리를
2.25~2.5%까지 인상하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긴축 통화 정책이 경제 성장에 부담되는 수준에
달하자 시장은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이를 선반영하기 시작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초반부터, 나스닥 지수는 2018년 중반부터
하락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2018년 11월부터 각종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며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 협상, 이탈리아 재정 이슈 등과 맞물리며 위험 회피
심리가 증폭되었다. 이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12월 20,000
달러에서 2018년 12월 3,000 달러로 폭락하며 80%가 넘게 하락하였다.
MVRV Z 점수 기준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가 크립토
윈터였다.

당시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은 ‘금리 인상 중단’과 ‘자산 매수 전환’이라는
두 단계를 거쳤다. 일단 2018년 12월 정크본드 시장의 수요가 증발하는
국면을 맞이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잠정 중단하는 소위 ‘dovish
pivot(비둘기파적 전환)’을 한다6. 원래 계획되었던 연준의 보유 자산
축소는 그 후에도 지속되다가 9월 USD 단기 자금 시장에서 오버나이트
리포 금리의 폭등으로 이마저도 갑작스럽게 자산 매도에서 매수로 유턴을
하게 된다(Figure 6, 8). 과도한 긴축 정책의 여파를 의식한 연준은 그
이후에도 소규모로 자산 매입을 이어가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확산되자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감행하며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6 “ US credit markets dry up as volatility rattles investors”, December 17, 2018,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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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Overnight Repo Market Crisis 출처: ICAP

현재 크립토 윈터는 세 번째 크립토 윈터와 유사

코로나 팬데믹은 연준 통화정책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짧은 시일
내에 감행하여 통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제로 수준의 기준
금리는 물론이고(0~0.25%), 국채, 모기지 채권, 사채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팬데믹 이후 연준의 자산 확장 추이가 그
규모를 말해준다(Figure 7, 8).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경제 봉쇄의
여파로 인한 기업 및 가계 경제의 붕괴를 최소화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백신 보급과 함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미국 및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자 연준은 팬데믹 대응
방안으로 실행된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공급망 문제라고 간주하고 기존의 완화된 통화정책을 유지해
오던 연준은 작년 11월 이후 돌연 기존 입장을 버리고 급격하게 긴축
정책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여파로 가상자산뿐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들의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2022년 전개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시장 상황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월
13일 이후 MVRV Z 점수 기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였으며 이로써 네 번째
크립토 윈터가 본격 시작되었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번 크립토 윈터를 평가해보면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번 크립토 윈터는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세 번째 크립토
윈터와 가장 관련성이 높다. 과거 크립토 윈터 중 세 번째 크립토 윈터만
유일하게 매크로 요인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 직후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였고 2015년
하반기까지 이를 유지하였다. 처음 두 번의 크립토 윈터는 이러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 각종 해킹 사건 및 관련 업체 내부 문제 등 가상자산 시장
고유의 악재가 계기로 작용하였다. 반면 세 번째 크립토 윈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말부터 연준이 감행한 긴축 통화정책의
여파였다.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인 긴축 정책이 금융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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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파급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급격한 조정세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에
나스닥, 비트코인 모두 고점 대비 각각 22%와 83%씩 조정받으며 긴축
통화정책이 두 위험 자산의 큰 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둘째, 현재 크립토 윈터의 탈피 시점을 예측하려면 2018년 12월과 같은
연준 통화 정책의 dovish pivot(비둘기파적 전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트코인이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틈새 자산이 아닌
일반적인 위험자산군으로 자리잡았고 그 결과 비트코인의 단기적 가격
움직임은 가상자산 내부 요인보다는 위험자산군 전반에 대한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투자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이러한
포지셔닝에 당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네 번째 크립토 윈터의
지속 기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Figure 7: 비트코인 가격과 미 연방기금금리 추이
출처: Glassnode, St.Louis 연준, 코빗리서치

Figure 8: 비트코인 가격과 미 연준 보유 총 자산 추이
출처: Glassnode, St.Louis 연준, 코빗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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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크립토 윈터 기간 예측하기

앞서 언급했듯이 2022년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 업계의 건재한 펀더멘탈
속에서 정책적인 유동성 긴축의 여파로 시작되었다고 당사는 판단한다.
따라서 크립토 윈터 탈피 시점 예측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본 섹션에서는 연준의 정책 목표, 현재 시장 기대치,
그리고 이러한 기대치의 과소/과대평가 여부를 고려한 후 크립토 윈터
탈피 구간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연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

연준 통화정책의 변곡점을 예측하기에 앞서 연준의 정책 목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준의 공식적인 정책 목표가 가격 안정(price stability)과
최대 고용(maximum employment)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연준
전문가들은 이에 추가하여 비공식적인 세 번째 목표를 자주 언급하는데
바로 자본 시장의 원활한 작동(financial stability)이다.

현재 연준은 이 세 가지 목표 중 가격 안정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2%대로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연준 보유 자산 축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급격한 통화 긴축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
시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준이 감행할 일정 수준의 긴축
통화정책을 연초부터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긴축 정책이 시장
기대치 또는 그 이하에서 멈춘다면 자본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며 머지않아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연준의 긴축 정책이 현재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급격하게 또는 더 오래 지속된다면 자산 가격은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며 크립토 윈터도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현재 시장 기대치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 시장 움직임 예측에
중요하다.

시장은 연준의 긴축 완화를 2022년 4분기로 전망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크게 시장 기반 지표와
설문조사 기반 지표로 구분된다. 시장 기반 지표의 예로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미 연방기금 선물 계약(CME Fed Funds Futures Contract),
물가연동채권(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 TIPS) 등이
있다(Figure 9, 10). 이러한 상품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연준의
기준금리,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시장의 미래 기대치를 역산할 수 있다.
그 외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치는 주요 금융 기관의 전망치의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연준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기본 기대치는
시장 기반 지표를 토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설문조사 결과로
보완하였다. 고용 관련 지표로는 비농업고용자수(Non-Farm Payroll,
전월 대비, 천명), ISM 제조업 지수 전망치의 설문조사를 참고하였다.
당사가 측정한 4개 경제 지표 전망 컨센서스는 Figure 11과 같다. 자세한
산출 방법은 Appendix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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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ME 연준 기준금리 선물 계약 시장 출처: CME Group

Figure 10:  물가연동채권에 내재된 CPI 연 증가율 기대치 출처: Intercontinent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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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주요 기관의 미 연방기금금리, 물가상승률, 비농업고용자수, ISM 제조업 지수 전망치
출처: 2022년 6월 29일 기준, CME, St.Louis 연준, BLS, Bloomberg, Goldman Sachs, OECD, Trading Economics, 코빗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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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을 통해 시장 컨센서스는 연준의 긴축 완화를 2022년 4분기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연방기금금리는 2022년 4분기경 정점을
찍은 후 상승세가 둔화될 것(peak out)을 예상하고 있다. 2022년
4분기까지 금리 예측치는 0.77%에서 3.54%까지 큰폭으로 상승하지만
이후에 3.5%대에서 등락함을 알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2분기에
8.6%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전망치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물가 상승
정도는 2022년 2분기 이후부터는 점차 둔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비농업고용자수에 대한 전망은 2022, 2023년 각각 31만, 28만 명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미국 고용 시장 회복이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장 컨센서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둔화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전망은
2023년 4분기까지 50 초반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다. 이는 미국
제조업 경제활동이 서서히 둔화될 것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해 보면 시장은 1) 2022년 2분기 이후 물가상승률 둔화 2) 2022년
4분기 금리 상승 피크아웃 3) 2022년 4분기 고용 상황과 제조업 경기
회복이 둔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장 기대치는 적절한 수준

현재 시장에 반영된 이러한 기대치는 적절한 수준일까? 만일 시장의
기대치가 과대/과소 평가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위험자산의 반등 시점
또한 이르거나 늦어질 수 있다. 당사는 다양한 매크로 및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두 가지 이유에서 현재 시장 기대치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앞으로 12개월간 소비자 물가지수의 추가적인 압력은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작용할 이유가 더 커 보인다.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 양쪽에 있다. 과도한 통화량으로 부풀려진 수요와 병목 현상
때문에 경직된 공급이 혼합된 결과인 것이다. 부풀려진 수요는 팬데믹
시대의 경제 구제방안인 확장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결과이다. 공급망
병목 현상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불거지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속화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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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를 조절할 뿐 공급 통제 능력은 없다. 하지만
최근 정치 역학의 변화에 따라 공급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한
예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하에 진행되었던
대중 관세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 1%포인트 감소를 예측하기도 한다7. 이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대할 수 있는 공급망 정상화 또한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분쟁의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러시아 에너지 수출
제재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8 우크라이나 분쟁 발
인플레이션 우려의 최악은 지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Figure 12).

Figure 12: 하향세를 보이는 뉴욕 연준의 Supply Chain Pressure Index
출처: McKinsey’s Global Economics Intelligence Analysis, 코빗 리서치

둘째, 연준의 세 번째 정책 목표인 원활한 자본 시장 작동에 대한 이상
징조이다. 자본 시장의 이상 현상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이상 현상 발생 가능성을 암시하는 전조를 알 수 있고
현재 그러한 요소들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Financial Conditions
Index, 정크본드 스프레드 등의 급격한 상승 등이 그러한 예이다(Figure
13, 14).

특히 Winter 3 분석에서 언급한 2018년 4분기 정크본드 시장 마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자산 축소가 1년 넘게
지속되자 그해 여름부터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 하락이
시작되었다. 급기야 수개월 후인 12월, 정크본드 수요는 완전히 증발하여
발행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는 연준이 그동안
1년 넘게 지속했던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는 계기가 되었다.

8 “Russia's energy revenue higher now than just before Ukraine war, U.S. official says”, Reuters, June 10, 2022.

7 “Biden Weighs Tariff Rollback to Ease Inflation, Even a Little Bit”, The New York Times, June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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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기준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연준의 자산 축소 또한
6월부터 시작되어 정크본드 시장 마비 직전과 유사한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정크본드 스프레드는 이미 그 당시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GS
Financial Conditions Index 또한 급격한 자금 경색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자본 시장이 갑작스러운 유동성 쇼크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가리키고 있다. 연준은 과연 자본 시장 마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 시장 기대치 이상의 긴축을 감행할까? 연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Figure 13: GS Financial Conditions Index 출처: Goldman Sachs

Figure 14: 정크본드 스프레드 추이 출처: fred.stlouisf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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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맺으며

본 리포트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겪고 있는 침체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는 다소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일단 가상자산 시장 반등의 전제가 되는 펀더멘탈을 점검하기
위해 업계 성장의 중축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기술적 건재함과 꾸준한
사용자 확대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시장 회복의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크립토 윈터를 MVRV Z 점수 기준으로 정의하고 과거 세 번의 크립토
윈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현재 겪고 있는 네 번째 크립토 윈터는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매크로 요인에 기인하였다는 면에서 2018년 말~2019년
초 경험한 세 번째 크립토 윈터와 매우 유사하다. 가상자산 시장은 작년
11월을 고점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으나 MVRV Z 점수 기준으로 정의
내린 크립토 윈터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크립토 윈터의 경험,
현재 시장에 반영된 인플레이션과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지정학적 역학 관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크립토 윈터
구간을 벗어나는 시기는 2022년 4분기로 판단하였다(Figure 15).

중앙은행 통화 정책의 한계점

미국의 저명한 사업가 Mary Kay Ash는 “중앙은행은 신적인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Central banks don’t have divine wisdom)”고 하였다. 때로는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연준이지만 그들의 능력에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 목표 달성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고
정책이 실물경제에 전달되는 메커니즘도 간접적이며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통화정책 결정은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연준의
정책 guidance 제공 시 ‘path-dependent’, ‘data-dependent’ 등의
표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한 지 어느덧 반년이 넘었다. 그간
자본 시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수요 파괴(demand destruction)’가
있었다(Figure 16). 원자재 가격 상승, 시장 금리 인상, 담보 가치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도 경제활동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의 기대치도 이를 반영하여 크게 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2022년,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될 큰 변화를
앞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항상 그렇듯이 예측의 진정한
가치는 옳고 그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framework(접근 방식)
제공에 있다. 앞으로의 6개월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며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의사 결정이 중대한 시기이다. 본
리포트의 내용이 시장 참여자들 각자의 의사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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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MVRV Z 점수 기준 크립토 윈터 회복 시기 출처: 코빗 리서치

Figure 16: 연준의 역대급 수요 파괴 출처: BCA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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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연준 통화정책 관련 주요 지표 예측 방법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지표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당사는 미 연방기금금리의 월별 전망치를 산출하기 위해 CME
연방기금 선물 계약(CME Fed Funds Futures Contract)의 거래 내역을
이용하여 내재 금리(implied rate)를 계산하였다9. CME 그룹은 선물계약
월에 걸쳐서 일평균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는 30일 물
연방기금 선물을 상장한다. 따라서 특정 월에 만기하는 연방기금 선물의
가격은 해당 만기의 평균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기대치의 컨센서스를
반영한다. 이외에 주요 기관들도 연방기금금리 전망치를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4분기와 2023년 4분기 금리에 대한
전망치는 주요 기관의 2022, 2023년 전망 컨센서스와 내재 금리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CPI의 전년 대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OECD의 2022년
6월 기준 분기별 전망치와 주요 기관의 2022, 2023년 전망 컨센서스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셋째, 고용 상황 지표인 비농업고용자수는 미국
노동부가 매월 첫 번째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며 연준이 고용
상황 판단 시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 수치에 대한 기대치
측정을 위해 Trading Economics의 연도별 비농업고용자수에 대한
전망치를 이용하였다.

넷째, ISM 제조업 지수는 미 공급자관리협회(ISM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미국 내 20개 업종 400개 이상 회사를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하는 지수이다. 해당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수축을 예고하며 실물 경제의 현장 참여자들의
sentiment 및 미국 제조업 경제활동에 대한 선행지표이다. 이 지표에 대한
전망치는 Trading Economics의 연도별 전망치를 이용하였다.

9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here can I find forecast information on interest rates over for the next two years?”,
Marc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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