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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산 가격(2022.3.31)

BTC

USD $47,031

KRW ₩56,959,000

김치프리미엄 -0.53%

ETH

USD $3,387

KRW ₩4,102,000

Dollar Cost Averaging은
정말 유효한 매입 전략일까?

DCA는 가장 우수한 실행 가능한 투자 전략
DCA(Dollar Cost Averaging)란 시장 동향과 무관하게 투자 금액을 일정
기간 나누어 꾸준하게 투입하여 매입 평균 단가를 낮추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장 동향에 따라 자금 투입 시기를 결정하는
전략이 마켓 타이밍(Market Timing)이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투자 방식이다. 당사가 설정한 가정하에 DCA와 다양한
마켓 타이밍 전략들을 비교한 결과 DCA 전략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익률과 샤프 비율을 달성하였다. 특히 당사는 DCA가 요행에 의존하지
않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투자 전략으로 그 실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인지 편향 극복에 도움이 되는 DCA
DCA는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인지 편향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DCA의 이러한
이점은 수치화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DCA가 전문 자산 운용가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투자 전략으로 자리잡은 가장 큰 이유이다. DCA는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군집 행동, 앵커링, 손실/후회 회피, 외삽 편향 등의
인지 편향에서 기인하는 잘못된 의사 결정의 피해를 줄여준다. 이 외에도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체계적인 자금 투입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손실
회피 성향의 투자자들이 적절한 risk-taking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변동성 높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DCA 전략은 더욱 유효
당사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 패턴과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DCA 사용은 주식시장에서
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증권사가 주식 시장에서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DCA 전략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면
변동성이 높은 시장 특성상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잘못된 투자 결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28일 코빗에서 출시된 스마투 서비스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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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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월 25일 자 리포트 ‘기관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가상자산의 적정 자산 배분율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5~22%라고
제안한 바 있다. 투입할 자금 규모를 설정한 후 다음 단계의 질문은 신규
자금 투입 방법일 것이다.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전략으로 마켓 타이밍과 적립식(Dollar Cost Averaging, 이하 DCA)의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마켓 타이밍이란 시장 동향에 따라 자금 투입
시기를 결정하는 전략이다. 반면 DCA는 투자 금액을 일정 기간 나누어
시장 동향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 모두 실제 투자 집행 시 많이 사용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한쪽이
더 우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학계에서는
수많은 논문을 통해 오랜 기간 마켓 타이밍의 한계점을 지적해왔다. 자산
운용업계에서는 마켓 타이밍의 대안으로 DCA를 제안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익률 개선과 같은 계량화 가능한 이점이 없다고 반론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실제 상황에서
흔히 실행되는 마켓 타이밍 전략과 DCA의 결과를 back-testing 하여
비교해보고 수익률과 리스크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
외에도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DCA가 제공해주는 현실적인 이점들을
짚어보기 위해 행동재무학적인 접근을 조명해 본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현존하는 툴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한다.

Figure 1: DCA를 행동재무학적으로 접근한 Meir Statman 출처: Financial Plann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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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와 마켓 타이밍의 수익률 비교

마켓 타이밍이란 적절한 투자 자금 투입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투입 시기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매입 방식이다. 매입 시기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 세계 수많은 자산
운용사들은 자신들만의 트레이딩 전략을 연구 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이 중 많은 이들이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방법들은 실로 다양하다. 학계에서
마켓 타이밍에 대한 한계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1 ‘winning
formula’를 찾기 위한 자산 운용사들의 노력과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대조되는 매입 방법이 Dollar Cost Averaging(DCA)으로 알려진
적립식 매입 방식이다. 이 방법은 시장 동향과 무관하게 투자 금액을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나누어 꾸준하게 투입하는 매입 방법을
말한다. ‘적절한 매입 시점'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려 하지 않고 미리 설정된
계획을 따르는 것이 특징이다.

가상자산 투자를 결정하고 적절한 투자 자금 규모를 결정한 후에는 매입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마켓 타이밍과
DCA 중 어느 전략을 선택할지 고민할 것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마켓
타이밍과 DCA 전략을 2012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back-testing
하여 두 전략의 유효성을 비교했다. 마켓 타이밍 전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완벽한 마켓 타이밍(투자자 A), DCA(투자자 B),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반영한 동반 투자(투자자 C), 현금만 보유한
경우(투자자 D)의 총 4가지 수익률을 비교하였다. 이들은 동일한 투자
금액 $12,000을 보유하며 2012년부터 2021년 말까지 해당 금액을
배분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가정이다.

먼저 완벽한 마켓 타이밍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 투자자 A는 매년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낮은 날짜에 매수한다고 설정했다. DCA를 택한 투자자 B는
가격 변화에 상관없이 계속 매월 100달러씩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였고, 매월 1일마다 비트코인 매수를 한다고 전제하였다. 투자자
C가 택한 동반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investor attention)이
높아진 시점에 맹목적으로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나타나는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며, 이는 여러 논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2.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는 행동재무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번 분석에서 투자자들의 관심 정도는 구글 트렌드가 나타내는
‘비트코인' 검색 수치가 높을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다고
간주하고3, 매년 검색 수치가 가장 높을 때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3 구글 트렌드에서는 해당 검색어가 검색된 횟수를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한 후 월별로 상대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이 방법은 투자자들의 군집행동 성향이나 투자자 관심에 따른 투자 효과를 연구하는 논문에서 많이 채택하는 방법이다.

2 Chae, Joon, Ryumi Kim and Jaehee Han. “Investor Attention from Internet Search Volume and Underreaction in Earnings
Announcements in Korea”, Sustainability, 2020.

1 Johnson, Kim, and Tom Krueger. "Market Timing versus Dollar-cost Averaging: Evidence Based on Two Decades of Standard &
Poor’s 500 Index Values." Submitted for publication in the journal of academy of fina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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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D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는 inactive한 투자자에 해당하며 연간 무위험수익률(risk-free
rate) 2%를 가정하였다.

완벽한 마켓 타이밍이나 맹목적인 동반 투자에 대한 상황 설정은
가상이기는 하지만 투자 성향과 마켓 타이밍에 대한 한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 가정하에 수익률과 샤프 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모든 투자 전략이 그렇듯 이는 투자 기간과 시기, 가상
자산 매입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정을 설정하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밝힌다.

Figure 2: 수치 산정에 사용된 가정들 출처: 코빗 리서치

완벽한 마켓 타이밍
(투자자A)

DCA
(투자자B)

동반투자
(투자자C)

현금 보유
(투자자D)

조사 기간 2012-2021년 2012-2021년 2012-2021년 2012-2021년

총 투자
금액

$12,000
매월 1일에 $100씩 총

$12,000
$12,000 $12,000

투자 시점
매년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일 때 비트코인을

$1,200씩 매수

시장 추이와 무관하게 매월
비트코인을 $100 매수

연중 구글 트렌드 지수가 제일
높을 때(즉,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가장 높을 때)

비트코인을 매수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현금을

보유. Risk-free rate은
2%로 가정.

Figure 3: 투자자 A, B, C, D의 수익률과 샤프비율 비교 출처: 코빗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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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매입 전략 결과를 보면 수익률과 샤프 비율 순위가 투자자, A, B,
C, D의 순서이다. 위의 결과를 통해 다음 네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가장 현명하지 못한 투자 결정을 내린 투자자는 투자자 D이다.
투자자 A, B, C의 결과와 비교하면 아무 투자 행위를 취하지 않는
inactive한 투자자의 기회비용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둘째, 투자를 결정한 세 투자자 중 가장 우수한 결과를 달성한 투자자 A는
마켓 타이밍의 best-base scenario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 가능한 투자 결과의 상한선일 뿐이다. 실제로 매년
이렇게 완벽하게 저점 매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러한 투자자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위험 회피 성향과 군집 행동이 결합할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투자자 타입이 투자자 C이다. 평소에 inactive한
투자자가 주위 사람들의 말과 매체의 끊임없는 보도에 휩쓸려 대중들의
관심이 높을 때 매입하는 방식이다. 투자를 결정했다는 면에서 inactive한
투자자 D보다는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체계화된 매입 방식이 아니라
군중을 따르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랭할 경우 장기 보유를 하지
못할 것이며 이럴 경우 투자자 C의 수익률은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위
결과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넷째, inactive한 투자자의 엄청난 기회비용을 상쇄하면서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금 투입 방법이 DCA이다. DCA는 시장 동향에
좌우되지 않는 매입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회피 성향을 극복하여 inactive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투자자들의 인지 편향(cognitive bias)으로 인해 투자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적화되지 않은 의사 결정(예를 들면 투자자 C와 같이
대중들과 동반 행동하여 고점에 매입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결정)을
방지하여 적절한 risk-taking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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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재무학(Behavioral Finance)과 DCA

위 분석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CA의 장점은 행동재무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재무학의 핵심 개념을 살펴봐야
한다.

1960년대 이전의 경제학 이론들은 경제적 또는 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항상 합리적(rational)이고 영리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행동한다고 전제하였다. 예를 들어 ‘기대 효용
이론’은 사람 들이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결과에 의한
효용의 기대치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 현상이 다수
존재하며 1960년대서부터 일부 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여러 선택지 중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는 ‘Homo Economicus’라는
전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인간의 합리성을
굳건히 믿는 전통 경제학에서 벗어나 변덕스러운 인간 행동을 보다 정확
하게 설명하려 하였고 이는 훗날 행동재무학(Behavioral Finance)이라는
새로운 학술 분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Daniel
Kahneman과 Amos Tversky는 실제 인간의 의사결정을 탐구하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굳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직관이나 편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후에 Richard
Thaler와 Meir Statman 등이 이를 경제학과 접목하면서 행동경제학 및
행동재무학의 길을 열게 된다.

행동재무학 관점에서 보면 DCA는 투자 행위 시 흔히 경험하는 인지
편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군집 행동(Herding Behavior), 앵커링,
손실 회피, 후회 회피, 외삽 편향 등이 그 예이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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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CA 이해를 돕는 행동재무학의 핵심 개념들 출처: Morgan Stanley4, 코빗 리서치

개념 의미

군집 행동
(Herding Behavior)

구성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 전체가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음.
투자자들도 투자 대상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추천에 의존하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투자하는 성향이 있음.

앵커링
(Anchoring)

투자자들은 보통 자신이 매수한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에 향후 상황이 좋아져도 자신의 투자
기준점을 수정하지 않고 과거의 기준점에 얽매여 매도해야 할 때 팔지 못함.

손실 회피
(Loss Aversion)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입는 상실감이 더 커서 투자자들이 잠재적 손실을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하여 리스크도 적게 부담한다는 설명.

후회 회피
(Regret Aversion)

후회 회피 편향에 빠진 투자자들은 장기간 손실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상품을 장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됨.

외삽 편향
(Extrapolation)

투자자들은 최근 시장 활동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함. 그래서 downside 마켓일 때는 더욱
위험 회피 성향이 되며 upside 마켓일 때는 더욱 over-confident한 입장을 취함.

군집 행동(Herding)

1955년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엘리베이터를 활용한 심리 실험을
하였다. 연기자들을 고용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 쪽이 아닌 벽면을
바라보고 서게한 후, 피실험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처음에는
문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점점 벽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 결과처럼 군집 행동은 구성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들이 하는대로
따라가려는 성향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기보다 전문가의 추천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그대로 투자하는 성향이 있다. 뱅크런과 같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도 투자자들의 군집 행동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앞에서 일반적인
투자자의 성향을 반영한 지표로 동반 투자를 활용한 이유도 이에
해당한다.

앵커링 (Anchoring)

1974년 논문5에서 Kahneman과 Tversky는 의사결정자들이 최초 습득한
정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몰입하는 ‘앵커링(anchoring)’ 편향을
지적하여 전체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피실험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뒤 두 자리 숫자를 쓰라고
한 뒤에 와인을 경매에 붙이면, 뒤 두 자릿수가 00~49인 사람들보다
50~99인 사람들이 써낸 가격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6. 이처럼 상품의
가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처음 적어낸 전화번호 숫자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앵커링 현상이라 부른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사실보다는 데이터가

6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탐욕과 공포의 게임, 이용재 지음. 지식 노마드 출판.

5 Tversky, Amos, and Daniel Kahneman.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Vol. 185, Issue 4157,
pp.1124-1131, September 27 1974.

4 Hunt, Daniel, Steve Edwards, Brian Mulley, Nick Lentini, Sirisha Prasad, “Dollar-Cost Averaging Versus Lump-Sum Investing:
Behavioral Considerations and Potential Outcomes”, Morgan Stanley Market Research & Strategy, October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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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는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인간의 의사 결정이 좌우되며
앵커링이 그러한 현상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손실 회피(Loss Aversion)

그 후 1979년 논문7에서 Kahneman과 Tversky는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을 통해 “투자자들이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고
설명한다. 이들의 연구는 투자자들이 손실 회피(loss aversion) 성향, 즉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8. 사람들은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00만 원 손실을 보았을 때의
상실감이 100만 원 이익을 보았을 때의 행복보다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실 회피 성향의 투자자들은 이익에 대한 만족보다 손실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높아도 불확실성이 높은 risky한 투자보다는
수익성은 낮지만 안전한 투자를 더 선호할 것이다9(Figure 5).

Figure 5: Kahneman과 Tversky가 설명한 투자자들의 손실 회피 출처: Kahneman and Tversky (1979)

후회

9 강현모, “투자자의 손실회피 성향과 해석수준이 금융상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2017.

8 곽준식, “프로스펙트이론: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합하라", 2012년 2월, Dong-A Business Review.

7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
pp.263-291, March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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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Regret Aversion)

1982년 Kahneman과 Tversky는 ‘The Psychology of
Preferences’이라는 책10에서 손실 회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후회
회피(regret aversion)’ 성향을 설명하였다. 후회 회피는 사람들이 뒤늦게
자신의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게 될 후회에 대한
두려움을 뜻한다11. 따라서 후회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은 의사 선택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고 그 결과가 발생했을 때 느끼게
될 부정적인 감정을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할 때 후회 회피적인 사람은 투자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후회를
느낄지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정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개인별 또는
상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Kahneman과 Tversky는 후회 회피가
선택에 따른 책임 수준, 또는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의
(투자의 경우 가격 하락) 가능성이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외삽 편향(Extrapolation)

외삽 편향(extrapolation)은 사람들이 미래 상황을 예측할 때 최근의
사건에 더 큰 비중을 두어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성향을
의미한다. 그러한 믿음이 과도하면 이성적인 분석 결과를 무시하고 단순히
최근 가격 추세를 추종하는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주식 시장이 호재나
악재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overshoot나 undershoot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이러한 경향이 집단 행동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마켓
타이밍에 적용해 보면 투자 초기에 마켓 타이밍을 잘해서 높은 수익률을 본
투자자들은 자신이 결정한 사항에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 그 결과
마켓 타이밍에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수많은
논문을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마켓 타이밍은 실패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는 데 있다.

DCA는 손실 회피 성향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

위에 언급한 개념들의 공통점은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결과보다는 단기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현금을 투자한 이후 단기 결과(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향후 추가적인 의사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현재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 미래 결과에 대한 더 많은 짐작과 편견을
만들어냄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이나 투자 결정의 일시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DCA는 단기 손실을 더 많이 우려하는 인간의 인지 편향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의사 결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단 시장이 하락할 때
한꺼번에 자금을 투입한 거치식 투자보다 손실이 적다는 점이

11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행동재무학과 시장대응", 2020년 3월 5일, 국제신문.

10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The Psychology of Preferences.” Scientific American, Vol. 246, No. 1, pp.160-173,
January 1982.

9



투자자들에게는 더 매력적이다. 또 거치식 투자자들은 매입 직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적립식 투자자들에 비해 더 큰 후회에 빠지고 이로 인해
설정해 놓은 매입 계획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DCA는 이러한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해준다. 투자 초기 단계에 손실 및 후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추후 적합한 risk-taking을 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해준다.

이러한 이점은 Statman의 논문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DCA가
투자 결정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후회 회피 성향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12. DCA는 잠재적 손실로
발생할 수 있는 후회를 줄임으로써 “투자자들이 최근의 가격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하게 내려버리는 잘못된
결정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장점이 상승
국면에서 거치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내는 DCA의 단점을
능가하기 때문에 DCA는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자금 투입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Figure 6: 행동재무학의 선구자인 Amos Tversky와 Daniel Kahneman 출처: NY Times Book Review

12 Statman, Meir. “A Behavioral Framework for Dollar-Cost Averaging: Dollar-Cost Averaging May Not Be Rational Behavior, But It
Is Perfectly Normal Behavior.”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Vol. 22, No. 1, pp. 70-78, Januar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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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는 가상자산 투자 시 더욱 유용

본 리포트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시 자금 투입 방법으로 사용되는 DCA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DCA의 장점은 인간의 인지 편향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의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데에 있다. 잘못된 투자
결정 가능성은 변동성이 심한 자산일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DCA의 장점은
주식보다 가상자산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마켓 타이밍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에
의존할 필요 없는 DCA의 상대적 이점이 부각된다. 본 리포트에서 과거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DCA와 마켓 타이밍 투자의 비교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주식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DCA 전략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가상
자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면 변동성이 높은 시장 특성상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잘못된 투자 결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28일 코빗에서 출시된 스마투 서비스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공되는 유일한 분할 매수
서비스로서 적립식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가상자산별 구매 비중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탐색 비용(search cost)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Figure 7: 2월 28일 출시된 스마투 출처: 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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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서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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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 의견, 예측은 본 자료가 작성된 날짜 기준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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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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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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