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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오래 지속되는 강세장 속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건실한 사업체와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체의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약세장에 의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정화되는 수순을 밟는다.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인 약세장에 들어서며 레버리지가

과도하거나 유동성 관리가 미약한 운용업체들의 자산이 강제매매 대상이 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며칠 사이 불거진 stETH 디페깅은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공교롭게도 이 현상이

테라 사태와 표면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어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당사는 번외판 리포트의 신속한 발행을 통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과 사실들을

정리하고 공유하여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난번처럼 정확성보다는 시기성을

우선시하여 빠르게 작성한 만큼 오류의 가능성이 다소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청한다.

2022년 6월 15일

Research Analyst 김  민  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정  석  문



요약

● stETH는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ETH를 맡기고 그 증거로 받는 토큰이며, 이더리움 2.0 런칭시 같은

갯수의 ETH와 스테이킹 리워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토큰으로, 리도파이낸스(Lido Finance)가 발행함.

● 최근 수개월간 ETH를 스테이킹하여 받은 stETH를 다른 대출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ETH를 대출받아 다시

stETH를 지급받아 ETH를 대출받는 레버리지가 성행하였음.

●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유동화 토큰인 stETH와 ETH의 가격이 커브파이낸스에서 1:1로 유지되었으나,

최근 stETH가 ETH보다 5%가량 할인되며 디페깅 발생. '커브에서 디페깅'이라는 점이 테라 사태와

유사하다는 인식이 커지며 불안심리 증폭.

● stETH 매도 압력의 배경에는 대출 업체 셀시우스(Celsius)의 방만경영 및 자금경색(insolvency)에 대한

루머가 있음. 이 루머가 퍼지며 셀시우스 보유 자산의 청산 매도압력이 증가, 연쇄청산에 대한 우려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 하락을 증폭시키는 중. 셀시우스는 예치된 자산에 이자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자 농사(yield farming)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짐. 이 과정에서 리도파이낸스를 통해 ETH를

스테이킹하여 대량의 stETH를 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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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 이더리움 2.01

○ 이더리움은 현재 작업증명방식(PoW) 네트워크이며,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확장성의 한계에서 오는 느린 처리 속도, 높은 가스비(전송 및 실행비용)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이더리움 개발진은 지분증명방식(PoS)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래 전부터 수행해 왔으며 올해

초만 하더라도 6월을 PoS 전환 기점인 “The Merge(기존 PoW 네트워크와 PoS 비콘체인을 하나로

합치는(merge) 작업)” 시점으로 추정하였음.

○ 그러나, 6월에는 “The Merge”가 어렵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5월 말에 “7개 블록

재배치(reorg)2”사건 등이 발생하며 2.0 전환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

●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 이더리움 2.0은 PoS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ETH가 스테이킹 되어야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 이더리움 2.0으로의 안정적인 “The Merge”를 위해 이더리움 재단은 ETH 홀더들에게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장려하고 있으며, 현재 약 1,349만 ETH가 스테이킹되어 있음. 스테이킹 리워드는 현재 연

4.2%. 현황

○ 스테이킹의 설정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타 네트워크와 달리,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은 이더리움

2.0이 정식 런칭되고 출금이 가능할 때까지 스테이킹을 해지할 수 없음.

● 리도파이낸스(Lido Finance)와 stETH

○ 대부분의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은 ETH를 보낸 기록만 스마트 컨트랙트에 남아 추후 ETH와 리워드를

돌려받는 방식.

○ 리도파이낸스는 이를 토큰화(tokenization)하여, 1개의 ETH를 스테이킹하면 1 stETH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추후 이더리움 2.0 런칭 시 stETH를 ETH와 1:1 교환하게 함.

2 블록 재배치(reorg, re-organization)란 생성된 블록이 무효가 되는 현상을 뜻함.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변조나 삭제가 불가능한 것이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특성이자 가치인 것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서의 블록 재배치는 기술적 미완성 또는 결함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1 기존에 운영되는 이더리움 체인(Eth1)을 execution layer로 명명하고 새로 만드는 PoS방식 체인(Eth2)을 consensus layer로 명명하며,
이 둘을 합친(“The Merge”) 것을 Ethereum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이더리움 팀의 공식 입장이나, 이 글에서는 국내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흔히 쓰이는 호칭인 ‘이더리움 2.0’을 사용하였음.
https://blog.ethereum.org/2022/01/24/the-great-eth2-ren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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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TH 발행은 스테이킹에 락업된 ETH의 유동화(liquid)를 가능하게 하여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음.

○ 이 stETH는 ETH로 가치가 뒷받침되어 안정적이며, 토큰화되어 있어 이동이나 거래가 자유롭고

디파이(DeFi) 서비스에서 담보로 이용 가능함.

○ stETH에 예치된 ETH는 4백만개에 달하며, 이는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총량의 30%에 달하여 유사

경쟁서비스에 비해 압도적인 점유율.

출처: https://dune.com/eliasi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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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시우스(Celsius), 에이브(Aave), 스위스보그(Swissborg)

○ 가상자산을 담보로 잡고 설정된 LTV대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해주는 서비스.

○ 셀시우스, 스위스보그는 중앙화된 플랫폼, 에이브는 탈중앙화된 디파이 서비스임.

○ 이러한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해 주지만, 에이브는 stETH를 담보로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ETH를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자산을 예치함.

출처: https://dune.com/LidoAnalytical/Integration-Lido-Aave

● 커브파이낸스 (curve.finance)

○ 탈중앙화 거래소(DEX)중 대표적인 서비스로, 주로 스테이블코인간 거래 또는 구조상 가격이 같은

가상자산들(wBTC:renBTC, ETH:stETH 등)의 거래가 많이 일어남.

○ 유동성 제공자(liquidity provider, LP)들은 DEX의 풀(pool)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거래 수수료와 기타

리워드를 얻고, 사용자들은 이 pool에 예치된 자산 잔고 비율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자산을 swap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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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TH:ETH 디페깅과 ETH 가격 하락 사건의 경과

테라 사태와 stETH

● 5월 10일경 테라 사태가 진행될 때, ETH와 1:1을 유지하던 stETH의 가격이 약 5%가량 잠시 디페깅된 일이

있었음.

● 리도파이낸스가 발행하는 stETH를 테라 네트워크로 보내면 bETH(bonded ETH)라는 명칭이 되는데, 이

bETH가 앵커파이낸스(19.6% APY를 지급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bLUNA와 함께 담보로 쓰였음. 테라

사태 당시 앵커파이낸스에서 자금 이탈이 시작되며 담보로 잡혀 있던 bETH가 인출되고, 이로 인해

stETH의 매도 압력이 증가하여 커브파이낸스에서 ETH:stETH의 디페깅이 증폭.

● (중요) stETH는 스테이킹 하는 ETH와 1:1의 비율로 발급하고, 미래시점에 ETH와 1:1 교환이 가능할
뿐, 수요공급의 원칙, 시간비용(기회비용)의 가치, 미래시점에 기대할 수 있는 스테이킹 보상에 따라
가격이 등락함. 5월 10일 디페깅 이전에 항상 stETH:ETH 가격이 1:1을 유지한 것은 아님.

● 참고자료: stETH:ETH 가격 추이 2020/12~2022/06

출처: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steth/steth/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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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디페깅을 닮은 stETH 대량매도

● 5/10 이후로 stETH:ETH의 ‘디페깅' 관련 논의가 트위터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인플루언서들의

발언을 가상자산 전문 언론들이 보도하며 관심이 증폭됨.

● 5/12 stETH:ETH가 0.95:1.00이 되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함. UST 디페깅이 -5% 지점부터

빠르게 가속되었으며, 테라 사태가 “UST De-pegging”으로 많이 보도되었기에, “stETH

De-pegging”이라는 키워드가 확산되며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킴.

출처: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steth/steth/eth/

출처: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terra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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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한 트위터리언이 “Alameda Research가 커브에서 stETH를 전부 매도했다"는 트윗을 게시.

○ Alameda Research는 해외 대형 거래소인 FTX를 설립한 기업.

○ 해당 트윗에서 거래량은 온체인 확인이 되나, 이것이 Alameda Research의 지갑인지는 검증되지 않음.

● 6/10 커브파이낸스에서 stETH:ETH 비율 편중이 심하다는 정보가 트위터를 중심으로 확산됨.

○ 이 정보는 커브파이낸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stETH:ETH 비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5:75~20:80정도, 1:1을 유지하던 가격비율은 약 3~6% 디페깅이 일어나고 있음.

○ 6/13 18:54 현재 커브파이낸스 stETH:ETH 풀
출처: https://curve.fi/st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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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브파이낸스의 풀 비율이 6/8 트위터발 루머와 연결되어 Alameda Research가 stETH를 전부
매도했기에 커브파이낸스의 stETH pool 비율이 깨져서 디페깅이 일어났다는 줄거리가 완성되는데,

이것이 UST 디페깅의 시작점과 굉장히 유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 6/15 09시 현재

○ 셀시우스가 2810만 DAI를 전송한 것이 온체인에서 포착되었으며, 담보물 청산을 막으려는 부채 상환

중이라는 분석이 있음.

○ 셀시우스의 CEL 가격은 6/15 01시 $1.137까지 순간적으로 급등하였으며, 이는 6/13 12시 $0.158에서

약 620% 상승한 가격임. 단, 이 급등이 거래소측 기능오류 및 인위적인 가격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음.

○ 유명 크립토VC인 Three Arrows Capital(3AC)이 14일 20시경 38,900개의 stETH를 매도한 기록이

알려지는 등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여 주의 필요.

9

https://cointelegraph.com/news/celsius-cel-price-gains-600-but-analysts-cite-exchange-error-and-a-massive-short-squeeze
https://cointelegraph.com/news/celsius-cel-price-gains-600-but-analysts-cite-exchange-error-and-a-massive-short-squeeze
https://twitter.com/MoonOverlord/status/1536692319004549125


stETH 담보 대출 성행

● 많은 사용처와 이용자를 보유한 이더리움이기에, ETH에 기반한 stETH의 가치는 타 가상자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평가받았으며 그로 인해 stETH가 디파이 대출 플랫폼 에이브에서 담보로 사용됨.

● 리도파이낸스와 에이브를 함께 사용하면 쉽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음.

○ 1 ETH를 리도파이낸스에 스테이킹 하고 1 stETH를 받음.

○ 1 stETH를 에이브에 담보로 맡기고 0.7 ETH를 대출 받음(LTV 약 70%).

○ 0.7 ETH를 리도파이낸스에 스테이킹 하고 0.7 stETH를 받음.

○ …

○ 이 과정을 반복하면 원금 대비 약 3배정도의 ETH를 스테이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ETH를 빌리는 이자는 약 1%, stETH 스테이킹 리워드는 약 4%에 달하므로 레버리지한 포지션 대비 약

3%, 원금 대비 약 9~10% 정도의 이자 (스테이킹 리워드) 수익을 내는 효과가 있음.

○ 이 방법이 널리 알려져, 여러 번 대출을 “돌리는” 것을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대체해 주는 DeFi Saver와

같은 서비스도 출시됨.

● 에이브는 stETH를 2022년 2월 28일부터 받기 시작함.

대출플랫폼 셀시우스 위기설

● 셀시우스는 5월 기준 자산규모(AUM) 120억달러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업체.

● 셀시우스가 고객이 예치한 ETH의 상당량을 리도파이낸스에 스테이킹하여 stETH 형태로 전환 후 상기한

에이브를 사용한 ‘중복담보 이자농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짐.

● 셀시우스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설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확산 중.

● 셀시우스는 2021년에도 “Badger DAO 해킹사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음.

● 2021년에 스테이킹 대행업체인 스테이크하운드(Stakehound)가 프라이빗키 분실로 인해 약 35,000

ETH에 접근이 불가해지고, 이것의 책임 소재가 국제 소송전으로 번진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최근 이

사건으로 인해 35,000 ETH를 분실한 것이 셀시우스라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셀시우스

측은 답변하지 않은 상태.

○ 2021년 기사

○ 최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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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과 분실로 인한 ETH 지급불능, stETH의 낮은 유동성, stETH 가격 하락 등 여러 요인이 중첩되어

셀시우스 파산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셀시우스의 자금 경색이 심화될 경우 셀시우스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강제 매매하게 되어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상자산 하락장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 셀시우스의 고유자산인 CEL은 6월 13일 14시 현재 $0.17에 거래되고 있으며, 6월 1일 05시 $0.85에 비해

-80%, 13일 03시 $0.44에 비해 -63% 하락한 가격.

● 셀시우스가 13일 08시경 3,500 BTC를 FTX 거래소로 전송한 것이 포착됨.

● 셀시우스는 13일 11시에 모든 출금 및 거래(swap, transfer between accounts)를 정지.

● 에이브는 LTV 및 청산비율 조정, stETH 관련 공지 등 사태에 지속 대응 중이며, 스위스보그는 레버리지를

만들지 않아 스위스보그가 보관하고 있는 ETH는 안전하다고 공지하는 등 여러 업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 그러나, 여러 상황이 알려지고 ETH 가격이 지속 하락하며 레버리지의 연쇄청산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매도압력 증가 중이며, 테라 사태와 유사점을 지적하는 언론보도 등에 의해 불안심리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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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와의 차이점

● LUNA는 UST를 발행 및 가격 유지하는 용도이며, UST는 자체 서비스인 앵커프로토콜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것 외에는 사용처가 거의 없음. 따라서 UST를 제값을 받고 (USD와 1:1 비율로) 매도할 수 없다는

공포가 퍼지자 동시에 대량 매도가 몰렸으며, 이 과정에서 UST 매도량을 소화하기 위해 LUNA가 대량

발행되면서 LUNA 과대 공급으로 LUNA 가격 폭락. 결과적으로 LUNA, UST, 테라폼랩스(재단),

앵커프로토콜을 위시한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 서비스들이 동시에 무너짐.

● stETH는 미래에 ETH를 받을 수 있는 증표일 뿐, 스테이블코인처럼 1:1 가격 페깅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현재 상황은 리도파이낸스나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실패라기 보다는 이러한 자산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레버리지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던 셀시우스의 강제 매매 우려에 대한 매도 압력이라고 봐야
함. 위기에 처한 것은 이더리움이나 stETH, 리도파이낸스가 아니라 자본잠식설이 유력한 셀시우스. 비슷한

상황의 다른 렌딩 업체가 있을 지 모니터링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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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stETH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중앙화 및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 특히 셀시우스의 뱅크런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예의 주시 필요.

● ETH는 고점(2021/11/11, $4812)대비 72% 떨어진 $1360 (2022/6/13 14:26)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쇄청산 및 추가 하락 가능성 있음. 또한, 이 사태로 인해 디파이 생태계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가격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ETH의 가격이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과정에서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이더리움 2.0 자체의 근본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님. 단, 이더리움 2.0 전환이 늦어지는 것은

ETH, 특히 stETH의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미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위험자산이 조정을 받고

있음. 이러한 매크로 환경이 개선될때까지 가상자산, 특히 알트코인에 대한 하방압력은 계속되며 이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 2018/2019년 약세장과 이번 약세장의 차이 중 하나는 디파이의 활성화. 이번 약세장에서는 담보 가치

하락이 잠재적으로 디파이 생태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 이것은 지금과 같은 거대한 디파이 시장이

없었던 지난 약세장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리스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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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서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신의 판단으로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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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이 아니며 미래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당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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