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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가상자산 업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신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펀더멘탈 기반 투자자들에게
과거 수년간 큰 도움을 준 곳이 바로 메사리다. 메사리는 2018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가상자산 전문 데이터
분석 및 리서치 기업이다. 메사리는 업계 주요 트렌드에 맞추어 알기쉬운 언어로 펀더멘털 중심의 리서치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코빗은 최근 메사리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메사리의 리서치를 국내에서 공식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파트너십 첫 번째 리포트로 코빗은 메사리의 2022년 가상자산 투자 테마 리포트를 (Crypto These for 2022)
요약 번역하여 유통하기로 하였다. 해마다 발행되는 메사리의 투자 테마 리포트는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테마 및 트랜드 분석, 예측을 포함한 방대한 리포트이다.

본론에 앞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해두고자 한다.

첫째, 본 리포트는 요약 번역본이다. 코빗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메사리 리포트에서
선별적으로 번역하였다. 영어 원문 리포트는 총 171페이지이며 11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번역본에서는
제1장 주요 투자 테마 및 내러티브 전문을 번역하였고 그 외 부분은 선별적으로 요약해 번역하였다. 미래에
대한 전망,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유용한 정보나 데이터, 일반적인 한국인 투자자의 관심사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번역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영어 원문을 참조하면 된다.

둘째, 번역 방식은 직역이 아닌 코빗의 판단하에 상당 부분 의역 및 재구성의 방식을 택하였다. 이것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메사리 2022 가상자산 투자
테마 리포트는 메사리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라이언 셀키스 (Ryan Selkis)가 직접 집필하였고 격식 갖춘
전통적인 증권사 보고서 논조가 아니라 1인칭 시점의 구어체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논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라이언 셀키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솔직하고 거침없는 표현, 미국스러운 유머, 업계 전문 용어 등을
직역할 경우 내용 전달이 상당히 난해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어나 표현 하나하나의 정확성을
희생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스토리 흐름과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둔 번역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 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이번 번역본에서 ‘나’ 혹은 ‘필자'로 지칭되는 인물은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아닌 원문
저작자인 라이언 셀키스임을 밝혀둔다.

매년 이맘때면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전망하는 콘텐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온다. 메사리의
2022년 가상자산 투자 테마 리포트는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업계
관련자 모두에게 최고의 자료다. 코빗이 이를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양사의 협업 관계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리서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와 해외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2021년 12월 17일

코빗 리서치센터장 정 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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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속되는 제도권 권력 기관에 대한 불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가상자산에 입문한다.

X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절반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안전한 노후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한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채, 물가, 금리 등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가상자산은 구원이 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70%는 미국 의회가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정책을 설계하는 이들이
공공자금을 무분별하게 지출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가상자산은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많은 일반 서민들은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고
정경유착을 반복하며 이전과 같이 이익을 챙기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빅테크라고 불리는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사업을 독점하고 정보를 검열하며 개인정보를 컨트롤하는 현실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들은 가상자산이 앞으로 도래할 큰 변화의 전조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표현한 그래프다.

(Source: a16z: How to Win the Future)

5

https://a16z.com/wp-content/uploads/2021/10/How-to-Win-the-Future-Deck.pdf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떡상', ‘밈' 혹은 가격이 오르는 JPEG 파일에 이끌려 입문한
사람도 있다. 그것도 좋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는 실로 다양하지만, 이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인지하는 점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내재된 탈중앙화 기술(일명 웹 3.0)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레거시(legacy) 권력기관들을 대체할
설득력있는 해결책이자 고수익의 잠재력이 있는 투자 기회이다.

이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2022년을 예측해 보면, 일단 호재보다는 악재가 먼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5% 이상의 인플레이션(70% 확신), 2022년 금리인상으로 주식시장과 성장주의 모멘텀이 주춤하여 S&P 지수
수익률이 마이너스(60% 확신)가 되는 등의 악재 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가상자산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바이든 정부의 반(反) 가상자산 기조가 유지된다면 은행이나 빅테크와
같은 레거시 권력기관들이 그들의 플랫폼에서 크립토 기업이나 크립토 사용자들을 축출하거나 정보를 검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2. 크립토/웹3 숙명론

이 리포트에서 크립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이게 전부다. 최근 일부에서는 웹3라고 칭하기도 하는 ‘크립토'
현상은 장기적으로 멈출 수 없는 현상임에 틀림없다.

크리스 딕슨(Chris Dixon, 미국 VC 투자회사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의 GP)은 웹3.0에
대해 “만든 사람과 사용자가 토큰의 지휘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인터넷”이라고 말했다. 메사리 소속
애널리스트인 에시타(Eshita)는 Web 1 → Web2 → Web3의 진화를 Read-Only -> Read-Write ->
Read-Write-Own 라고 표현했다. 두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사용자가 소유한 네트워크라는 점이 포인트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는 경제 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시스템을 능가할 것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리포트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그 속에 일관된 주제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대군주가 독점으로
군림하는 땅을 임대해서 만들어진 인터넷을 사용해 왔으며, 지금부터는 이를 벗어나 무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을 향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새로운 곳에서는 크립토가 모든 독점자 혹은 레거시 권력 기관의 존재를
위협하는 혁명과도 같은 존재다. 이것이 모든 레거시 권력 기관이 ‘크립토 숙명론'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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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숙명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

+ 인력: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큰 비전을 갖고 크립토 업계에 모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출처: The Community Garden: The Case for Leaving FAANG Companies for Crypto)

+ 자본: 벤처캐피탈, 크립토 스타트업 등의 최근 자금 조달에서 볼 수 있듯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웹3 사용 사례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 타이밍: 중요한 크립토 인프라가 지난 크립토 침체기동안 만들어진 덕분에 기술의 보급과 이를 정치적,
사회적,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원리버 캐피탈(One River Capital)의 에릭 피터스(Eric Peters)는 최근 쓴 글에서 ‘우리는 지금 사회 대변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표현했다.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선호하는 권력기관을 붕괴시키고 심지어 파산시킬
수도 있는 기술에 투자하고 싶어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진 것 없는 젊은이들의 강점은 잃을 것이 없어
무엇이든 도전한다는 것, 그리고 레거시 기관들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보자. 디파이는 예치자에게 이자율 5%를 제공하는 반면 제도권 은행에서는 이자율 0.5%를
제공한다. NFT는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보상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연예 기획사, 프로듀서 등은
50% 이상을 중개 수수료 수익으로 챙긴다. 오픈 게임이나 소셜 그래프는 기존 빅테크의 중개 수수료를 100%
없애고 디플랫포밍 리스크(Deplatforming Risk, 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플랫폼 차원에서
검열하고 막아서는 행위)를 제거한다.

필자는 크립토가 2030년까지는 지금보다 몇 배나 성장할 것이라고 99% 확신한다.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이 레거시 서비스 대비 몇 배나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가 근본부터 변화하려는
시작점에 있다. 앞으로 올 변화는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이 가져다준 변화보다 더 큰 변화일 수 있다.

이번 강세장 사이클이 현재 어디쯤 있는지는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자본이 넘치고
순풍이 불고 있다. 필자는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3가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첫째는 2022년 1분기
전에 광풍장이 온 후 이전 사이클만큼 깊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수준의 침체가 수년간 지속되는
시나리오이다. 둘째는 가상자산 총 시가총액이 20조 달러를 달성하고 1990년대 말 인터넷 붐을 방불케 하는
규모의 버블이 2022년 내내 지속되는 시나리오이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끝이지 않는 정부 지출, 그리고 가속도가 붙는 크립토 내러티브의 모멘텀을 생각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셋째는 가상자산 시장이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승장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이다.(일명
‘수퍼 사이클’ 시나리오)

이 중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베어리시(bearish)한 시나리오이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불리시(bullish)한 시나리오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소위
‘Hyperbitcoinization’ 혹은 크립토의 영구적인 상승은 매우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에서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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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릿지, NFT, DAOs

최근 ‘웹3’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웹3’는 주로 현재 가상자산 업계를 주도하는 다음 트렌드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된다. 암호화폐(디지털 금, 스테이블 코인), 스마트컨트랙트 컴퓨팅(레이어 1-2 플랫폼),
탈중앙화 하드웨어 인프라(비디오, 서버, 센서 등), NFT(디지털 신분증, 재산 소유권), 디파이(웹3 자산을
담보화하고 교환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메타버스(게임 세계와 유사한 디지털 공유지), 그리고 커뮤니티
거버넌스(DAOs, 즉 탈중앙화 자율 조직) 등의 트렌드가 그것이다.

웹3 모든 분야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NFT 인프라, DAO 툴링, 인터프로토콜 브릿지, 이 세 분야가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NFT 분야에서 캄브리아기 폭발(다양한 생명이 폭발하듯 한 번에 지구상에 나타났던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에 있었던 현상)에 비유할 수 있는 혁신이 막 일어나려 하고 있다. 각각의 유니크한 NFT가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보편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NFT 툴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NFT 거래소, 금융화 기초 모듈, 크리에이터 도구, 커뮤니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탈중앙화
ID 또는 평판 관리 시스템 등은 모두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러한 분야는 2022년 가장 핫한 투자처로 각광받을
것이다.

DAO 툴링도 마찬가지이다. DAO에서는 현재 투표자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며 투자 집행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툴링은 모든 크립토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도구이다. 만일 다음과
같은 일들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2022년은 DAO 툴링의 한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 토큰 인센티브로 운영되는 오픈된 가치 제공 시스템이 주식회사들을 대처한다.
●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커뮤니티는 중앙화된 경쟁자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협업 툴의 효율성을 100배 이상 올리려 한다.
● 모든 DAO 재정 관련 결정은 일반 주식회사 이사회 수준으로 대리 투표를 철저히 집행한다.

필자(라이언 셀키스)는 필자의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에 기반해 이미 투자를 집행했고 메사리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웹3 관련 운용체계를 위한 투자를 완료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힌다.

마지막으로 크립토 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 솔루션(scaling & interoperability solution)
같은 기본 인프라 구축을 빼놓을 수 없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올해 그 한계에 도달했다. 그 결과, 다른 레이어
1 플랫폼은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추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개발을 가속화했고, 이에 베팅하는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 가치는 50~100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모든 신규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레이어2 롤업들간의 상호
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재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만일 크립토 업계의 미래가 멀티체인의 세계라면 우수한 크로스 체인 연결 도구를
만들고 다양한 파라체인(parachain), 존(zone), 롤업(rollup)간의 원활한 자산 이동을 지원하는 이들이 승자일
것이다.

8



여기서 말한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제6장 NFT, 제9장 DAO, 그리고 제8장 레이어 1 상호 운용성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4. 가상자산 시장의 세분화

가상자산 시장도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모든 자산을 ‘가상화폐'라는 단어로 묶어서 한 카테고리로

생각하려 했다면 이제는 화폐, 기초 프로토콜, 디파이 앱, 분산 컴퓨팅 플랫폼, NFT, P2E 등 각자 고유의

가치동인(value driver)이 있는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투자자들은 다양한 네트워크의 밑바탕이 되는 경제 구도와 실제 사용처를 깊이
알아보고 네트워크 고유의 성장 원동력에 따라 트레이드한다. 아직 ‘밈’ 주도적인 양상도 남아있지만 이러한
밈도 펀더멘탈을 많이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블록 타워 캐피털(Block Tower Capital)의 아리 폴(Ari
Paul)은 가상자산 시장의 세분화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찰력있는 글을 썼다.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비트코인과 상관없는 크립토 사용처를 드디어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유의미한
adoption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전 사이클에서는 크립토 업계에는 스페셜리스트라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4년 전에는 디파이와 NFT는 존재감이 없었다. 소위 ‘섹터’라는 구분이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탈중앙화 파일 저장소’, ‘스마트컨트랙트 플랫폼’, ‘프라이버시’, 그리고 흔히 가상자산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섹터’의 개념은 임의적이었고 무의미했다...이제는 디파이 이자 농사나 NFT 투자자라는
역할은 전업으로 해야만 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렇게 세분화된 분야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담
팀이 구성되어야 할 정도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며 현재 전문 크립토 사모 펀드가 일반 제너럴리스트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이유이다. 현재 프로토콜 간의 정보 공개 방식, 기술적인 러닝커브, 리스크 관리 인프라(법무나 회계와 같은
제도권과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이슈들)와 같은 부분에서 엄청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크립토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크립토펀드들은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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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크립토펀드

올해 크립토 업계에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크립토 전문 투자 펀드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을 뿐아니라 펀드 내 기존 보유 자산이 수십 배
상승하며 총 운용자산(AUM)이 상승하였다. 한 예로 저명한 펀드 중 하나인 멀티코인(Multicoin)은 올해 투자
펀드 역사상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을 달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Source: Crypto Fund Research)

현재 크립토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메사리가 DCG로부터 2,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당시 크립토 투자회사 중 최고의 자금 조달 규모였다. 지금은
폴리체인(Polychain), 패러다임(Paradigm),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멀티코인(Multicoin),
쓰리애로우캐피털(3AC)과 같은 회사들은 각각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이들은 지금 투자
건당 중앙값 기준 2,500만 달러씩 집행하고 있다. 전통 헤지펀드들은 향후 5년간 운용자산 중 7%를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출처: Hedge funds expect to hold 7% of assets in crypto within five
years, Financial Times) 일부 연금들도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했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마이너스 금리 환경하에 리스크 커브 우상단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더는 가상자산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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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이에 가상자산에서 창출된 유동성을 동반하는 3조 달러라는 가치는 지금까지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모든 전통 스타트업 가치를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면 2014~2015년과 2018~2019년에 일어난 것과 같은 가상자산 침체기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투자자가 진입하면 그 자금은 ‘in’ 또는 ‘down’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out’은
하지않는 경향이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일단 유입된 자금은 점차 새로운 자산군에 익숙해지면서 높은 베타를
쫓아 신생 토큰으로 흐른다. 반대로 약세장이 찾아오면 리스크가 높은 신생 토큰에서 자금이 흘러나오지만
완전히 가상자산 시장을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세금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는 제외). 보통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크립토 우량자산에 머물며 다음 기회를 노린다.

가상자산 직접 투자가 아직도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는 많다. 가상자산 인프라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가상자산 유니콘들이 다수 등장하여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사업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다수
존재한다.

Dove Metrics의 통계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가상자산 업계에 투자된 180억 달러의 반에 달하는 80억 달러의
자금이 3분기에만 423개의 딜에 투자되었으며 이 수치는 과거 6년간 투자된 금액의 합을 웃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크립토 투자 중 90%가 올해 집행되었는데 이는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포함하기 전 수치이다. 투자금액
중 75%는 크립토 인프라 혹은 중앙화된 서비스에 투자되었다. 이 수치는 최근 발표된 FTX와 DCG의 투자 유치
전 기준이며 곧 발표될 거로 예상되는 바이낸스 투자유치는 더욱 큰 규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기관투자자들이 진입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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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승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앞에 언급한 이유로 향후 예상되는 가상자산 조정장은 전 사이클 대비 그 골이 얕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시바이누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에 도달하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NFT
빌보드가 세워지는 상황을 보고 가상자산 시장은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현재 시장이 정점 도달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자가 눈여겨보는 시그널을 공유한다.

1)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경쟁 자산이 없다. 수익 창출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통화 자산으로서 유일한 비교
대상은 아날로그 세계의 금이다. 하지만 몇 가지 펀더멘탈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크립토 데이터
리서치업체 코인 메트릭스(Coin Metrics)가 대중화한 Market Value to Realized Value(MVRV)이다. 이
수치는 비트코인의 Free float 시가총액과 Realized Value의 비율이다. 비트코인의 Free float은 총 유통 물량
중 과거 5년간 움직임이 없는 물량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Realized Value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조금
변형시킨 개념이다. 시가총액 계산처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모든 비트코인 유통물량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각 코인별로 가장 최근 온체인 이동이 발생했을 당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 거래는 대형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코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한다. Market Value가 단순히 비트코인 free float의 시가총액이라면
Realized Value는 온체인 플로우를 고려한 가치다.

10년 이상 보유하는 대신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한다면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MVRV 비율이 3배에 도달했을
때가 가장 좋은 이익 실현 타이밍이었음을 알 수 있다(이미지 참조). 그리고 MVRV 비율이 3배 이상에서 머무는
기간이 최근 들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2011년에는 MVRV 비율이 3배 이상을 유지한 기간이
4개월인 반면 2013년에는 10주, 2017년에는 3주, 올해 초에는 3일에 불과하였다.

(Source: Coin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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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패턴이 반복되어 MVRV 비율이 다시 3배에 도달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12만5천달러에서
거래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그 후 비트코인 시장에 엄청난 광풍이 분다면 다음 타깃은 금 시가총액일 것이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금 시가총액에 도달하려면 비트코인 가격은 50만 달러를 달성해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가에서 약 10배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셈이다. 훌룡한 수치이지만 비트코인의 과거 수익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인 것이 사실이다. 만일 법정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재화를
비트코인 기준으로 가격 표시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한 타깃 가격 산정은 무의미해지고
상승 폭은 훨씬 높을 것이다.

2) 이더리움: ‘ETH flippening(뒤집기)’이 최근 종종 화두가 된다. ETH가 BTC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을까?
3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이다. 둘째, 이더리움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레이어1 스마트컨트랙트 플랫폼의 존재이다. 셋째, 업계의 미래는 멀티체인이라고 믿고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사업자/개발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질문은 주요 레이어1 플랫폼들
가치의 합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넘을 것인지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최근 비트맥스 최고경영자(CEO) 아서
헤이즈(Arthur Hayes)의 글에 실린 FAMGA(Facebook, Apple, Microsoft, Google, Amazon)의 시가총액과
US dollar M1 통화량을 비교하는 논리와 흡사하다.

같은 논리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의 시가총액을 ETH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지금부터 3~5배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만일 5개 회사 시가총액의 합을 적용하면 15~20배 상승이다. 이 숫자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3) 솔라나, 그 외 자산들: 크립토 업계의 가장 핫한 자산인 솔라나는 현재 시가총액 600억 달러로 순위 3위를
노리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폴카닷(400억 달러)이나 아발란체(300억 달러) 또한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듯
보인다. 만일 이러한 레이어1 프로토콜 자산 투자 논리가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이더리움의 베타
플레이라는 것이라면 테라(160억 달러), 폴리곤(120억 달러), 알고랜드(110억 달러), 코스모스(70억 달러)
또한 무시 못 할 프로토콜들이다. 결국에는 타 프로토콜 대비 경쟁 관계에서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완(앱 보급)과 개발자 유치(개발자들이 이더리움 외의 다른 네트워크에서 유용한 서비스 개발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소위 ‘이더러움 킬러’들은 모두 경쟁에 필요한 자금은 확보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가 내려야 할 결정은 그 중에서 승자를 식별하여 집중 투자하던지, 아니면 모든 자산을
바스켓으로 매수하여 분산 투자할 것인지의 결정이다. 어느 선택을 하던 그 결과는 ETH의 운명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4) 디파이: 2020년 여름 이후 엄청난 성장 후에도 디파이의 가치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기관 시가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디파이의 상승 여력은 아직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대형
디파이 프로토콜 자산들의 가격이 최근 주춤하고 있으나 크립토 자산 시장이 점차 중앙화된 금융기관들을
대체해 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어느 하위 카테고리보다 우수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프로토콜 간의 경쟁 심화, 규제 환경 강화, 기술적
허술함, 시장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체계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 등이다.
어떤 잣대로 평가해도 (P/S ratio, P/E ratio) 디파이 투자는 매력적이지만 지금은 사용자들이 주로 ‘고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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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FTs: 대체 불가능하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NFT 섹터의 시가총액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탈중앙화 앱 데이터 업체 DappRadar에 따르면 2021년 9월 초 기준으로 NFT 시장의 시가총액은 140억
달러로 추정되며 그 이후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NFT로 인해 디자인업계에 생긴 새로운 기회만
보더라도 NFT 섹터의 장기적 전망은 엄청나다. NFT 시장의 적정가치에 대해 멜텀 드미러스(Meltem
Demirors) 코인쉐어스(CoinShares) CSO는 LVMH의 3800억 달러 시가총액이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쓰리애로우 캐피털(Three Arrows Capital)의 쑤 주(Su Zhu)는 가상자산 총 시가총액의 10%, 약
2250억 달러가 NFT 적정가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NFT 성장을 잘
캡처하기 위해서는 NFT 크리에이터 관련 혹은 인프라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개별 NFT 프로젝트 자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제6장 참조)

7. 크립토 겨울 생존법

위 전망에서 알 수 있듯 가상자산 시장 전망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밝게 보지만 중기적으로 찾아올 크립토
겨울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크립토 겨울의 시련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신념을 잃고 수년간 지속되는 침체기에
시쳇말로 영혼이 제대로 털린다. “정부 규제로 사라질거야”, “너무 일러", “내가 버블이랬지" 등 그동안
조용했던 비판론자들은 신이 나서 진부한 네거티브한 코멘트를 쏟아낼 것이다. 실제로 주위 사람들이 실현 또는
미실현 손실을 겪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며, 심한 레버리지나 잘못된 세무계획 때문에 촉망받는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가상자산 업계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에 찾아올 크립토 겨울은 강도 높은 규제 강화를 동반할 것이며 이 외에도 ESG, 근거 없는
FUD 등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은 강세장에 힘입어 업계가 단결하여 맞서고 있지만 강세장 없이도 단합하여
이에 맞설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지 의문이다. 저축한 돈의 90%를 잃고 생존을 위해 가상자산 업계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일선에서 업계의 발전을 지탱해주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크립토 겨울은 이렇게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꼭 이렇게 절망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일단 투자자로서 처음 할 일은 위에 언급한 전망 1번에서 6번까지를 다시 읽어보고 여기에 제시한 가설들이
현실적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반복하자면 1)중앙화된 권력 기관들이 쇠퇴하고 있는지 2)웹3의
세계가 모두에게 더 나은 세계인지 3)웹3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브릿지, DAOs, NFT 등의 기본요소들이 큰
투자를 정당화할만큼 중요한지 4)다음 침체기에서 펀더멘탈이 강한 프로젝트를 찾기가 더 쉬워질지
5)자본시장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투자할 자금이 계속 넘쳐날지 6)향후 5~10년 사이에 업계가 전고점을
능가할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지, 이렇게 6가지 질문이다.

만일 이 질문들에 확신을 갖고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굳게 마음을 먹고 다음에 나열한 크립토 겨울 생존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레버리지를 일찍 제거하고, 세무부담이 생기면 바로 현금을 확보하고,
시장의 꼭지를 잡으려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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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레버리지의 위험성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다.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자산을 그들에게 건네주는 것과 다름없다. 가상자산은 레버리지 없이도 이미 변동성이 높고
수익률도 높다. 레버리지 베팅을 하며 요행을 바랄 필요가 없으며 이를 위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망칠 이유도
없다.

세무: 세무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 어느 일정 시점에 세무가
발행하는 경우 그에 맞춰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1만 달러로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해서
12월 31일 자산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한 후 다음날인 2022년 1월 1일 자산이 2만 5천 달러로 폭락하면
보유한 자산보다 더 많은 세무 부담을 지게 된다(주: 미국 세법을 가정하였음).

공매도: 공매도는 추천하지 않는다. 당신이 하락장을 예측했다고 해도 고점을 정확히 짚는 것은 어렵고 반대
매매로 크게 망할 가능성이 높다. 예측이 틀리면 모든 (가상자산 투자한)사람들이 당신의 예측이 빗나간 것을
기뻐할 것이며 당신이 손실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축배의 잔을 들 것이다. 만일 하나 성공하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는 게임이다.

하락장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사고 싶었던 자산을 정확하게 바닥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고, 또 하락장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투기성이
강한 자산일수록 거품이 빠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새로 시작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팀들은 특히 프로젝트 재정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많은 프로젝트가
재정관리에 미숙하여 하락장중 재정이 바닥나 실패하는 수순을 밟는다. 프로젝트 팀에게 추천하는
재정관리법을 메사리 엔터프라이즈 구독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 웹3 관련 회사에서 고용의
기회를 찾는 이들은 두가지를 명심해야 하는데, 첫째는 재정이 여유로운 회사를 찾을 것, 둘째는 이 분야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회사에서 모두가 필요로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상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크립토 침체기에서는 벼락부자를 꿈꾸고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사라지지만 다음 사이클의 유니콘들이
만들어진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지구력이다. 크립토 강세장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보다 남들이 비웃고, 시장이 80% 하락하고, 동종업체들이 파산하고, 고객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크립토
침체기를 굳건히 견디며 살아남을 것을 다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고용의 기회를
찾을때 고용주의 재정 상황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크립토에 올인할 타이밍은 작년이었다. 현시점에서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과거 10년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드리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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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장 회사 vs. 가상자산

코인 수익률이 코인 사업체 수익률을 능가할 수 있을까?

코인베이스 기업가치 700억 달러는 분명 대단한 수치이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을 따라
오지 못했다(코인베이스 2013년 시리즈B 당시 기업가치 기준). 비단 코인베이스뿐만은 아니다. 다른 블루칩
크립토 인프라 회사의 기업가치도 가상자산 업계의 기반인 가상자산 자체의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가치 1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Digital Currency
Group)조차 2015년 이후 기업가치 성장률은 비트코인 수익률을 80% 밑돌았다.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1
자산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심해진다.

반면 바이낸스의 BNB 토큰은 시가총액이 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왜냐하면 BNB가 신규 사용자들이
온보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바이낸스 수익의 20%에 대해 대리 소유권을(토큰 소각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BNB 현 시가총액은 900억 달러 이상이며 바이낸스 기업가치는 이의 3~4배
수준으로 추측된다.

크립토 IPO와 ETF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업계 성장에 참여할 방법을 제공한다기 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크립토의 제도권화 내러티브를 강화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코인베이스 기업가치는
언젠가는 1조 달러가 될 수 있다. BITO ETF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10억 달러 자산을 끌어들인 ETF가 되었다.
물론 이 모두 대단한 일이지만 이러한 제도권 친화적으로 래핑된 가상자산 투자 수단은 한편으로는 대학교
졸업장에 비유할 수 있다. 대학교 졸업장은 부모님(제도권)에게는 중요할 수 있으나 나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친구들(가상자산을 직접 투자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COIN, BITO와 같은 주식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무상으로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상장 주식 의무인 공시를 통해 인사이트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의 분기별 실적발표를 통해 코인 거래 외 어떤 부가서비스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있다. BITO와 그 외 선물 기반 ETF를 계기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진솔하지 못함을 만천하에 폭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런 점들이 제도권 래핑 투자 상품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혜택이다.

(게리 겐슬러는 제4장, ETF는 제 5장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9.소셜 인베스팅

전통 금융 시장대비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을 꼽는다면 비효율적, 반사적, 사회적, 밈 중심(내러티브 중심) 등을
들 수 있다. 자산간 자금 이동 속도도 매우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는 추세 역행적
투자자(contrarian)보다는 시세 추종자(trend follower) 전략이 더 성공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자산에 추가 투자하고 손실을 내는 자산은 빨리 손절하는 것이 옳은 전략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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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가 상승하면 생태계로 투자가 유입되고 이더리움 대비 솔라나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투자자 관심을 끌며 선순환 사이클이 지속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폰지사기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대규모 투자자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잘 포착해 투자한다.

크립토 시장에는 리듬이 존재한다. 만일 비트코인 주도장이 왔다면 알트 시즌이 멀지 않다는 신호다. 이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패턴을 인지하고 있어서 알트코인으로의 로테이션이 이전보다 더 명확하고
빠르게 일어난다. 실제로 알트시즌 가이드라는 글도 존재하며 어떤 이들은 ‘strong BTC, stronger ETH,
strongest smallcaps(소형 알트코인)’이라는 아주 단순한 크립토 트레이딩 내러티브를 밀기도 한다.

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투자 전략을 듣고 싶으면 FTX의 트레이딩 접근 방식에 대한 ‘the everything
bubble’이라는 글을 참조하거나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그들의 투자전략을 업데이트 받을 수도 있다(예:
Three Arrows Capital, Su Zhu의 이더리움에 대한 생각). 아니면 TOP 20 크립토펀드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Source: Messari Pro Q3 Fu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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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secretsofcrypto/status/1388967948979609603?s=21
https://blog.ftx.com/blog/the-everything-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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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크립토업계 주목할 인물 10명

10 People to Watch

1. WAGMI, DAOs

2. Samani, CMS, Zhu

3. Emilie Choi, Coinbase

4. Devin Finzer, OpenSea

5. Dan Robinson & Dave White, Paradigm

6. Jeff Zirlin “The Jiho”, Axie Infinity

7. Jay Graber, Twitter’s BlueSky

8. Kristin Smith/Katie Haun, Blockchain Association, a16z

9. Gensler/Peirce, SEC

10. Do Kwon, Terraform Labs

해당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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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비트코인 전망

Top 10 Thoughts on Bitcoin

1. 비트코인은 여전히 대장주

2. ‘Flippening’은 없을 것

(Flippening: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능가하는 현상)

3. 멀티체인 준비금(reserve)

4. 비트코인 ETF의 진정한 수혜자

5. 중국 비트코인 산업의 퇴화

6. 재생 에너지 촉진제, 비트코인

7. POW가 있었기에 POS가 존재한다

8. POW와 소수자의 권리

9. 비트코인 로드맵

10. 엘살바도르와 라이트닝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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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정리

비트코인은 여전히 대장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사상 초유의 대규모 양적완화를
단행하였다. 어느 때보다 법정화폐의 가치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과거 10년간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헤지(hedge)라고 불리는 금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현재 가치는 102달러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현재 가치는 170만 달러에 달한다.

(Source: Wo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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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arts.woobull.com/bitcoin-vs-gold/


‘Flippening’은 없을 것

일부에서는 거래 수단 외에 별다른 사용처가 없는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은 둔화되었으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은 마치 구글 주식과 본원통화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것과 유사하다. 비트코인의 경쟁자는 거래 수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지캐시(Zcash)와 같은 자산이며 이 중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를 넘볼 수 있는 자산은 없다.

이더리움도 또한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성장은 네트워크
확장성 문제 해결에 달렸으며 솔라나, 아발란체와 같은 이더리움 경쟁 네트워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체
솔루션으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2%에서 42%로 하락했지만
스마트컨트랙트 플랫폼 총 시가총액 중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또한 80%에서 60%로 떨어졌다.

(Source: CoinMarketCap)

멀티체인 준비금(reserve)

가상자산 업계는 멀티체인 구도로 가고 있다. 디지털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한 비트코인은 그런 환경에서
다른 체인과 호환이 필요하며 이런 모든 체인에서 구현되는 가치 교환 시스템의 준비금 (reserve)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1.5%은 BitGo가 래핑한 WBTC 형태로 존재하여 이더리움상에서
사용된다. 이더리움 외 다른 체인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사용하면서 이 비율은 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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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inmarketcap.com/charts/


중국 비트코인 산업의 퇴화

2021년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자 퇴출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달을 것이며 특히 비트코인이 재생에너지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2022년 여름까지는
비트코인 채굴을 다시 허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Source: University of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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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caf.io/cbeci/mining_map


엘살바도르와 라이트닝 네트워크

2021년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용량이 3배 증가하였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이 이에
기여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고 파라과이나 우크라이나 등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다면 2022년 말까지
현재 네트워크 용량에서 추가적으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Source: Arcan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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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search.arcane.no/the-state-of-lightning


제 4장: 미국 가상자산 정책

American Crypto Policy

1. 투쟁의 장

2. 가상자산 시장에 실존하는 규제 대상 리스크

3. 관련 규제 기관 개요

4. 친크립토 연합

5. Grey한 이슈 목록

6. 스테이블코인과 체계적 리스크

7. 스마트 은행 + 크립토 연동 방법

8. 가상자산과 범죄 연관성

9. 세금문제에 관하여

10. 진솔하지 못한 게리 겐슬러

11. 리플 vs. SEC vs. Safe Harbors(보호 조항)

12.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13. 다오(DAO) 합법화에 관하여

14. 미국 웹3.0 위원회

15. 시(市)들의 전쟁

16. 미국이 크립토 본고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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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정리

진솔하지 못한 게리 겐슬러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SEC에 증권 등록을 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바로 프롭스 토큰(Props Token)과 스택스(Stacks)다. 이 프로젝트들이 증권 등록을 한
것이 이들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프로젝트 모두 2019년 증권 등록 후 토큰 세일을 진행했으나
프롭스 토큰은 올해 8월 문을 닫았다. 프로젝트 측은 증권이라는 레이블링에 동반되는 제약에 갇혀 제대로 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 개발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택스는 아직까지 건재하나 자체 자산 STX가
미국 내에서 한때 증권이었다는 이유로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을 꺼려하고 있다. SEC 등록이
프로젝트나 투자자에게 어떤 실익을 가져왔는지 되묻고 싶다.

겐슬러 의장은 동료 의원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가 가상자산 업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 협정이 실행되었다면 SEC vs. 리플 소송에서 현재 SEC가 문제 삼고
있는 리플의 과거 XRP 판매 관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퍼스 의장의 합리적인 제안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SEC에 등록하라고 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고 공익을 해치는 일이다.

다오(DAO) 합법화에 관하여

크립토 업계 가장 저명한 VC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는 현재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거버넌스를 지휘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라는 조직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합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출처: why behind “Web3”) 이를 계기로 현재 인터넷을 독점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용자가 운영하고 가치 창출을 공유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인터넷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DAO 활성화는 SEC가 증권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적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4개 조건 중
하나인 ‘제3자의 노력에 따른 이익 창출 기대’를 적용할 수 없게 하여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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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16z.com/wp-content/uploads/2021/10/How-to-Win-the-Future-Dec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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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정리

비트코인 선물 ETF가 별로인 이유

원유와 같이 현물 시장이 덜 활성화되어 있거나 현물 보관이 어려운 원자재를 트래킹하는 ETF는 선물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비트코인 ETF는 다르다. 활성화된 현물 시장이 존재할 뿐 아니라 비트코인
지갑으로 현물 보관을 쉽게 할 수 있다. 선물 기반 ETF는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선물 만기에서 기인하는 롤오버
비용 때문에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된다. 아래는 원유 현물과 원유 선물 기반
ETF(ticker: USO)를 5년간 보유했을 경우 수익률을 비교한 테이블이다. 원유 가격 수익률은 62%인 반면 USO
수익률은 -38%이다.

(Source: Bloomberg, Joe Orsini)

그레이스케일: 겐슬러 의장의 현물 기반 ETF 지연의 최대 수혜자

그레이스케일은 자신들의 대표상품 Grayscale Bitcoin Investment Trust(ticker: GBTC)를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실은 전환을 절실히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GBTC는 ETF와 달리 환매할
수 없어 한번 보유한 BTC는 다시 유출되지 않는다. 보유자산의 2%를 운영비로 받고 있는데 현재 보유 자산은
400억 달러를 넘고 연간 8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ETF 전환 후에는 환매 요구에도 응해야 하고
운영비 또한 다른 ETF 수준으로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같은 조건에서는 수익이 감소한다. SEC는 당분간 현물
ETF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지연될수록 그레이스케일은 높은 운영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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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 업체 전망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기업 블록파이(BlockFi)가 자산운용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블록파이는 기업가치 100억 달러, 고객 수 50만 명 이상의 업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대출 기업의 자산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이 부분에 있어 전통 은행권에서 볼 수 있는 감독
기관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B2B 업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리테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대출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영업 금지 조치가 2022년 말 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CeFi vs. 전통 금융업

이미 전통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업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패했다. 기관투자자들이 대량의 가상자산을
대출하고 싶으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 가지 않는다. 과거 2년 반 동안 1000억 달러 가상자산 대출을
한 제네시스(Genesis)로 간다. 그들은 굳이 시카고상업거래소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를
바이낸스나 FTX보다 더 선호하지도 않는다. 거래 파트너로 이미 전 세계 탑 헤지펀드 100사 중 10개사를
고객으로 확보한 코인베이스 인스티투셔널(Coinbase Institutional)을 찾는다. 전통 금융권 내에서 크립토
혁신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피델리티(Fidelity)조차도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호공사(FDIC)도
은행 파산 처리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앵커리지(Anchorage)의 도움을
받는다. 전통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낡은 금융 인프라에 묶여 가상자산 업계의 성공적인 진입에 필요한 인재
확보, 노하우 축적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 이에 젊고 똑똑한 인재들의 이동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있다.

코인리스트: 글로벌 토큰 발행 플랫폼

가상자산 업계 내에서도 ICO 투자는 현명하지 않은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개별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ICO한 코인 전체를 하나의 자산군으로 보고 자산군 전체의
수익률을 계산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다음은 토큰 발행 플랫폼 코인리스트에서 경매로 발행된 토큰들의
수익률을 이더리움 수익률과 비교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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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ssari Pro: CoinList Sales vs. ETH)

어떤 투자자가 코인리스트에서 판매된 모든 자산에 100달러씩 투자했다면 총 초기 투자금 2000달러는 15만
달러(2021년 9월 29일 기준)가 되었을 것이다.

DCEP(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중국 정부는 2022년 동계 올림픽에 맞춰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중국판 CBDC)를
출시할 예정이다. DCEP는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되었다. 한 분석에 따르면
DCEP를 출시하면 마카오 등으로 세탁되는 중국 본토 자금을 6000억 달러 이상 축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DCEP 출시는 서방 국가 정부들을 자극하여 각국의 CBDC 발행을 앞당기려 할 것이나 필자는 서방국가
정부 주도의 CBDC는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자들은 주로 정부가
꺼리는 인물들이고 그들 또한 사상적으로 정부와 협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DCEP을 2-tier 시스템으로 만들어 Z-Cash처럼 프라이버시 기능에 차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다. 내국
버전과 외국 버전으로 나뉘어 내국 버전은 프라이버시 기능 없이 철저히 내국인 경제활동 통제에 사용하고 외국
버전은 프라이버시 기능을 허용해 중국 외에서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미 대부분 국가들과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외에서 DCEP을 보급하여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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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coins & 서방국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중국과의 CBDC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CBDC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체주의적인 가치관도 없고 중국처럼 정부 주도로 위에서 아래로 일사불란하게 실행할 능력도 없다.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CBDC 발행이 리스크를 크게 상쇄할 만한
혜택이 있는지 불분명하며 현재 통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은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에 잘 정비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USDC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DCEP의 기능이 추가된 중국 인민폐에 뺏긴다면 그 과정은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에 맞설 경우 USDC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USDC는 이미 테더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더리움, 솔라나, 알고랜드 등 다양한 멀티체인상에서 작동하며
디파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USDC는 매월 준비금에 대한 감사를 받고 그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발행사는 공신력이 높은 써클(Circle)과 코인베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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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정리

공간 제약이 없는 디지털 세계에서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 제6장부터는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다룰 예정이다. 재화(NFT, 제6장)와 그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고 거래하는데 필요한 교환매개
수단(화폐용 가상자산, 제3장),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디파이, 제7장), 이 모든 요소들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레이어1 체인, 제8장), 그리고 이 모든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조직(DAO,
제9장)이 그것이다. 여기에 NFT의 중요성이 있다.

6900만 달러 모나리자 JPEG

NFT를 일반인들에게 각인시킨 디지털 아트 분야만 보아도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다. 아날로그 세계의
미술품의 총 시가총액은 1조 7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NFT 아트 시장의 시가총액은 그
(DappRadar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40억 달러이다. NFT 아트의 시장 가치는 아직도 미술품의
1%에 불과하다.

(Source: Christies, or the blockchain)

32

https://dappradar.com/blog/nft-market-cap-bigger-than-bitcoin-cash-or-litecoin
https://onlineonly.christies.com/s/beeple-first-5000-days/beeple-b-1981-1/112924


NFT 아트의 가치를 반사적으로 의심하는 이들은 미술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6900만 달러에 낙찰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와 아날로그 세계 최고의 미술품 모나리자를 비교하면 공통점이 있다. 유명한 아티스트(비플은
SNS 팔로워 250만 명 보유), 희소성(‘매일'은 작가가 14년간 매일 그린 그림의 모음집이며 다시 재현하기
불가능), 스토리텔링(크리스티에서 처음 경매된 NFT 아트) 등이 그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미술품의 높은 가격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Source: Mario Taddei)

NFT 아트 시가총액은 향후 10년간 10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이 성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개별 NFT 아트 투자가 아니라 NFT 아트 거래소 투자가 더 현명하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보자. 첫째는 앞으로 출시될 수많은 신규 NFT 아트가 새롭게 가치를 부여받아 시가총액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선견지명으로 지금 NFT 아트를 잘 선별해도 실제 수익률은 100배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아날로그 세계의 미술품처럼 NFT 아트도 가격이 0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둘째로는 100배 수익률을 가져다줄 NFT 아트를 선별하고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성공률이 높지 않다. 그래서
성공 확률까지 고려한 기대값 기준으로 평가하면 NFT 아트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거래소와 같은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다.

33

https://twitter.com/MarioTaddei72/status/1393289985403637764


PFPs: 펑크 vs. 유인원

NFT 아트와는 사뭇 다른 NFT 그림이 올해 NFT 시장을 달궜다. PFP(Profile Pictures)로 알려진 특정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NFT 그림들이다. 올해 3분기 동안 이 분야의 매출은 50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크립토
펑크(Crypto Punk), BAYC(Bored Apes Yacht Club), 퍼지 펭귄(Pudgy Penguins) 등으로 대표되는 PFP는
자신이 특별한 가치관을 소유한 집단에 소속해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회사 배지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다. 어떤
커뮤니티들은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기 위해 특정 이벤트 또는 프로젝트에 우선 접근이 가능하거나 에어드랍의
대상이 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되기도 한다. 내 몸에 지닌 시계, 옷, 핸드폰 액세서리,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등이
오프라인 세계에서 나의 자아(identity)를 형성하듯 디지털 세계에서 PFP가 유사한 역할을 한다.

PFP를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PFP 파라독스를 주의해야 한다. 커뮤니티의 가치관이 나와 멀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PFP를 투자가 아니라 소비하는 사치품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한다. 정말 가치가 있는 커뮤니티는 쉽게 돈을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니다. 마이너리그에 속한
PFP가 제공하는 혜택은 빠르게 소멸된다. 개인적으로는 크립토 펑크는 매수, BAYC는 중립, 퍼지 펭귄은
매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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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토큰

팬토큰은 PFP의 기본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된 ‘회원권이 더해진 수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회원권이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금전적(예: 티켓,
로열티 공유)이거나 비금전적(예: 광팬의 증표, 특별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일 수 있다.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일수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연초 화제였던 NBA 탑샷은 쉽게 말하면 NBA 농구 게임 명장면을 짧게 영상화한
야구카드 같은 수집품이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혜택을 추가하여 이 수집품 소유자에게 VIP 선수의 오프시즌
이벤트나 올스타 게임 접근 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또는 새로운 유니폼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음악 분야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인디밴드가 발행하는 첫 앨범을 NFT로 발행하게 할
수 있다. 만일 그 밴드가 성공하여 라이브 공연을 하게 되면 NFT를 먼저 구매한 1000명에게 백스테이지 접근
권한을 준다든지 넷플릭스에 이들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의 시청률이 오르면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등의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는 NFT 보유자들에게 밴드 펜클럽 운영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해
넷플릭스와 협상 시 요청 사항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만일 이 인디밴드가 스포티파이(Spotify) 팔로워가 2년
사이에 900명에서 5000만 명으로 증가한 릴나스엑스(Lil Nas X)였고 그가 $NAS(가명)라는 NFT를
발행했다면 그의 금전적 성공에 팬들도 다음과 같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Source: Social Tokens and Creator-Centric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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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팬덤을 가진 크리에이터의 경우 초창기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툴로 NFT를
사용할 수 있다. 일명 ‘Win and help win’이라는 이 모델은 이미 몇 가지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 EDM DJ
3LAU는 NFT를 발행하여 12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일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2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후 이더리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서브스택(Substack)이나
콜링(Calling) 같은 크리에이터 툴들이 이미 콘텐츠의 사업적인 부분의 아웃소싱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NFT 또한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훌륭한 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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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토큰은 크립토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들은 성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대형 연예기획사, 콘텐츠 유통 회사 등의 중개인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익의 50~75%를
중개인과 공유해야 했다. 물론 이미 거물이 된 크리에이터들은 이러한 중개인을 통해 대중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의 크리에이터에게는 팬들과의 P2P 소통이 상호간 윈윈으로 작용할 것이다.
크리에이터 숫자는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으며 펜토큰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Source: Stripe)

37

https://stripe.com/blog/creator-economy


엑시인피니티와 P2E 혁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게임 산업이 영화와 음악 산업의 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넷의 신기술인 스트리밍을 초기에 빨리 받아들였고 프리미움(freemium) 또는 가상 상품 시장(virtual
goods marketplaces)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것과 관련 있다. 크립토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분기에 이더리움 앱 중 가장 매출액이 높았던 3개 앱은 엑시인피니티(Axie Infinity), 오픈씨(OpenSea),
그리고 유니스왑(Uniswap)이었다. 엑시인피니티와 오픈씨는 과거 3개월 동안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였다. 유니스왑이 4억 75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엑시인피니티와 오픈씨의 매출액 합은
4위부터 8위(매출액 순)까지의 매출액 합계보다 크다.

최근 엑시인피니티의 성장이 둔화되는 듯하나 이 게임이 개척한 플레이 투 언(P2E) 게임 트렌드는 지속될
전망이다. P2E 플랫폼이 최근 유치한 투자 금액은 헤아릴 수 없이 크며, 해당 섹터의 인기도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 피드백을 기반으로 개발 과정을 반복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갖추어졌다.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는 미티컬 게임스(Mythical Games)에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크립토 프로젝트
엔진(Enjin)은 1억 달러 규모의 게임 펀드를 공론화했다. FTX와 라이트스피드(Lightspeed)는 페러웨이
게임즈(Faraway Games)에 2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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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내년에 상위 5개 게임 스튜디오가 인수합병 또는 Web3 게임을 통해 의미 있는 규모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향후 10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초기에 시장을 진입하면 NFT 열기가 뜨거울 때
수익 창출을 하고 곧 다가올 인력 확보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초기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두려움도 있다.

오늘날 대형 게임 업체는 연간 1억 2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한다. 이에 반해 엑시인피니티는 P2E 모델을
기반으로 고객 확보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고 1년도 되지 않아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시가총액 10조 달러를 달성했다. 엑시인피니티는 아직 앱스토어에 출시도 안 된 게임인데 말이다. 넷플릭스에
밀려 파산한 블록버스터처럼 되고싶지 않다면 전통 게임 업체는 웹3.0 게임에 뛰어들어야 한다. 다음 이미지는
모든 게임 업체 CEO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Source: Matthew Ball’s Epic Games 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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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금융상품화

올해 고가 NFT가 등장하면서 NFT를 세분화(주식 분할과 유사한 개념)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었다. 세분화의
장점은 1) 유동성이 적은 NFT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적정 가격 책정(price discovery)을 용이하게 함 2) 거래
유동성을 높여 금융 자산으로서의 사용을 촉진시킨다는 점 등이다. NFT가 세분화되면 개인이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고가 NFT도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풀링하여 작품 하나를 매수하거나 부분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가격 책정(Price discovery)이 쉬우면 이를 기준으로 자산을 담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용이해진다. 실제로
PleasrDAO, PartyDAO, The Punk FLOOR token 등이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NFT 거래를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유니크한 자산인 NFT의 세분화가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콘도 회원권 타임쉐어와 같이
오프라인 세계에도 유사한 개념은 이미 존재한다. NFT 세분화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고 많은 실패도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초기에는 PFP, 디지털 아트, 메타버스 땅과 같은 고가 자산에
이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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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씨(OpenSea) & 친구들

과거 18개월 동안에 걸쳐 오픈씨(OpenSea)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매출이 늘었다. 오픈씨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서 100억 달러 가치를 넘보는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며 꾸준히 지금처럼 해낸다면 결국 1000억
달러 회사 또는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래프의 수치가 코인베이스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FTX와 제미니(Gemini)는 이미 진입했다. 게임스탑(GameStop)과 같은 레거시
회사들은 이런 수치를 보며 진입을 고려 중이며 소더비(Sotheby’s)도 직접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Source: Richard Chen on Dune Analytics)

앞으로 오픈씨(OpenSea)같은 순수 NFT 마켓 플레이스와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가 연계된 NFT 마켓
플레이스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NFT 거래 서비스는 ‘NFT
자산의 금융화'에 특화될 것이고 오픈씨 등 순수 가상 재화(virtual goods)를 취급하는 거래소들은 단순 거래
서비스에 특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오픈씨에서는 펑크스(Punks)와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땅을 사고
팔 것이지만 FLOOR 토큰이나 디지털 땅에 대한 모기지 LAND는 코인베이스(Coinbase)나 FTX에서 사고 팔
것이다. SEC의 적대적인 크립토 규제 하에서는 오픈씨처럼 순수 마켓 플레이스 기능에 집중하는 사업 모델이
규제 리스크를 줄여 성장에 유리할 수 있다. 본업인 NFT 단순 거래 사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굳이
증권법에 위배될 수 있는 NFT의 금융상품화에 연루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골치아픈 증권 규제 리스크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이와 연계된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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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버스(The Cryptoverse)

에필리온코(EpyllionCo)의 CEO 매튜 볼(Matthew Ball)은 메타버스를 일곱 가지 특징을 가진 가상 세계라고
정의했다. 1)지속성(영원하며 항상 열려 있는 글로벌 놀이터) 2)실시간성(실제 세상과 동일한 시간) 3)무제한
참가 인원(대형 스포츠 경기장) 4)경제적 견고성(NFT는 굿즈이고 대체가능토큰(fungible tocken)은 통화 및
실물) 5)디지털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관련성(둘 사이에 벽을 없애기) 6)상호 운용성(이동가능한 재화,
신원, 지적재산권) 7)사용자 주도 성장(콘텐츠와 경험이 중앙화된 기업을 통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작됨)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상 세계가 있고 그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실물보다는 디지털
굿즈에 더 높은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까? 빅테크와
같이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중심(citadel-centric)일까 아니면 오픈 소스, 클라우드 및 크립토 암호화에
기반한 신세계 중심(frontier-centric)일까?

‘Unblocked’의 저자 앨리슨 맥콜리(Alison McCauley)는 최근 디센트럴랜드와 로블록스 축제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로블록스(Roblox)는 2020년 기준 9억 2,4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한 상장사로 페스티벌 기획사
인썸니악(Insomniac)과 함께 가상세계 최초로 플랫폼 내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동시에 이용자들이 100%
소유한 오픈 가상세계인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도 메타버스 축제를 개최했다. 두 축제 모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이벤트 참여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라이브 공연이 매끄럽게 연동될 수
있는지, 어떻게 독점적인 경험이 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 살고 있든 어떻게 글로벌 스케일로
모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로블록스 체험은 기업이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 세련된 디지털 세계를 연출해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Electric Daisy Carnival(EDC)에서의 가상 체험은 EDC의 라이브 무대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했을뿐만 아니라 게임, 가상 부스 내에서 아티스트와의 만남도 제공했다.

디센트럴랜드의 축제는 Deadmau5, NFT 웨어러블(wearables) 스토어를 포함해 8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과
협업 하에(심지어 디지털 이동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기획됐다. 디센트럴랜드 축제는 좀
더 크레이티브하고 자연스럽게 연출된 커뮤니티 프로젝트와 같았다. 디센트럴랜드가 더 인상적인 점은
사람들이 땅을 직접 소유하고 개발하며 직접 다른 참가자들과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업이
이끄는 세상에 의존하는 대신 사용자가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를 통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지배한다.”

이 축제를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디지털 아트는 쉽게 jpeg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메타버스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메타버스에서는 디지털 아트, 아바타, 땅 등이 모두 블록체인 영수증에 기록돼 보호된다.
당신이 짝퉁 드레스를 입고 디센트럴랜드 파티에 갔는데 만약 진짜 주인이 나타난다면? 진짜 드레스를 입은
아바타는 당당하게 주변을 활보하는 동안 짝퉁 드레스를 입은 당신의 아바타 머리 위에는 가짜라는 빨간딱지가
붙어 창피를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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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단기적으로 탈중앙화된 메타버스(cryptoverse)가 성공하고 중기적으로는 중앙화된 메타버스가 성공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복불복이다. 그 이유는 다음에 살펴본다.

메타버스와 메타에 대한 생각

웹3 백엔드를 통해 디자이너는 당신의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고 당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경쟁적인 시장 구현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당신의 데이터 판매를 100배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수익의
20%를 챙길게요”는 사용자들을 크립토 세상으로 끌어들이기에 꽤 매력적인 제안이며 Web2 회사가 거래
수수료를 인하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필자는 대부분의 최신 빅테크들이 크립토의 오픈 메타버스보다
매력적인 대체제를 제공하지 못할것이라고 본다. 단, 메타(구 페이스북)은 제외이다.

메타(페이스북)는 엄청난 현금을 창출하는 기존의 광고 수익은 위협하지 않으면서 오큘러스, 왓츠앱, 메신저
같은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각종 인센티브 구조와 새로운 수익모델을 시험해 볼 수 있어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로 떠오를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대체불가능한 이력

NFT는 신분증이나 자격증을 모듈화하여 효율성과 신뢰성 증대에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졸업장을 예로
들어보자. 전통적인 졸업장은 항상 위조 논란이 따랐다. NFT를 사용하면 졸업장 획득 과정에서 필요한
‘퀘스트'들을 NFT화하고 이를 모두 획득하면 최종적으로 졸업장을 취득하도록 설계 가능하다. 만일 어느 필수
과목을 탑 5% 이내 성적으로 수료했다면 이를 NFT화해 단순 수료만 한 학생의 NFT와도 차이를 둘 수 있다.

향후 보다 활성화될 디지털 세계에서 신분증으로의 활용도도 높다. 웹3.0 지갑에 저장되어 있는 내가 취득한
모든 자격증들을 필요에 따라 활용해 다양한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에 참여한
연사는 본인의 관련 경력, 학력, 자격요건 등을 아바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2022년에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는 ‘매수하는 NFT’가 아닌, ‘취득하는 NFT’라고 전망한다. 웹3.0 지갑이 디지털 ID가 되고 NFT는 그 ID의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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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 서비스 & 데이터 셰어링(Data Sharing)

또 하나 주목해야 할 NFT 트렌드는 탈중앙화 도메인 이름 서비스와 데이터 거래소이다. 오늘날 인터넷
인프라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도메인 이름 등록(DNS)이다. IP 주소는 웹 도메인을 거쳐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웹 주소가 된다. 블록체인 주소 또한 유사한 전환 기능이 필요하다. PFP가 디지털 지갑의 시각적 효과를
높여준다면 Ethereum Name Services(ENS)나 Handshake 같은 등록 서비스는 지갑의 상호 운영성과 신뢰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ENS에는 약 50만 명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며 언젠가는 시가총액 270억 달러인 Verisign(ticker:
VRSN)과 같은 중앙화된 DNS 관리 기업의 가치를 뛰어넘는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다. Verisign은 현재 전 세계
존재하는 웹사이트의 85%인 2억 개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데 웹3.0 신분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메인 공간은
2~3배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현존하는 웹사이트 숫자의 40배는 되며 인터넷과
연결되어있는 기기들이 5배나 되기 때문이다. 중앙화된 Verisign과 같은 플랫폼을 믿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탈중앙화 서비스를 찾는 수요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세계에서 신분이 확실해지면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여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 Internet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축적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20%에서 40%로 증가했으나 축적된 데이터의 1%만이 실제로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분석 시장은 내년 말까지 10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들이 이러한 시장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ID이다.
오션프로토콜과 같은 프로젝트가 개인정보 누설의 위험없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타깃 시장은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는 방대한 광고 수수료 시장이다.

탈중앙화 SNS

PFP, 블록체인 도메인, 데이터 조합성, 데이터 거래소, AI 등의 기술이 만나면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SNS
(Decentralized Social Network, DeSo)의 설계가 가능하다. 이미 이러한 시도들이 Decentralized Social (구
Bitclout), Twitter의 BlueSky, 그리고 gm.xyz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는 사용자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이 모델은 틱톡이 토큰없이 이미 실행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토큰 인센티브가 추가될 경우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구조는 프로토콜 성장에도 유리하다. DeSo들은 개발자들에게 사용자들과 그들의 데이터를 호스팅할 수
있는 권리를 경쟁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토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사용자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NFT 자산으로 관심사를 구분하여 유사한 관심사를 소유한 사용자를 친구 추천할 수 있다. DeSo 분야는 현재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블루오션이며 2022년 예의 주시해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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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클라우드 스토리지

네트워크 작동에 필요한 하드웨어 또한 탈중앙화가 필요하며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스토리지 공간이다. 이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하고 세상에 나온 프로젝트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파일코인, Arweave, Sia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분야 선두주자는 파일코인이지만 최근 아르위브(Arweave)와 시아(Sia)도 그 차이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파일코인과 시아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on-demand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아르위브는 장기적인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한다.

Arweave는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비용에도 불구하고 NFT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성장했고 특히 솔라나
상에서 최근 출시된 NFT의 성공이 성장을 견인하였다. 최근에는 Filebase, Pinata와 같은 탈중앙화 스토리지의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등장하여 탈중앙화 스토리지 사용을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고 전통 클라우드 업체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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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인프라 확장

진정한 탈중앙화된 인터넷에는 무허가형, 검열 저항성을 갖춘 하드웨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필자는 “지금 바로, 헬륨(Helium)과 그의 IoT 네트워킹 시장이 초기에 인기몰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헬륨은 웹3 섹터에서 현재까지 가장 뛰어난 성과(+3,000%)를 보이는 곳 중 하나이다.
협업사 DISH는 헬륨의 신규 5G 핫스팟 라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헬륨은 글로벌 무선 핫스팟
네트워크로서 거대한 파트너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헬륨은 12개 이상의 채굴 장치(miners)를 생산하는 다양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토큰 인센티브를 통해 하드웨어도 효과적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탈중앙화된 비디오 트랜스코딩(transcoding) 프로토콜인 라이브피어(Livepeer)는 급성장
중인 비디오 네트워크 덕분에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특화 블록체인인
아카시(Akash)는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개발자와 데이터 센터를 매칭해주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수익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안드레나(Andrena)와 알테아(Althea)와 같은 다른 하드웨어 네트워크는
커뮤니티가 핫스팟과 안테나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레이어를 공략하고 있다.

라이브피어는 이더리움에서 작동하지만, 아카시, 헬륨, 안드레나 및 기타 하드웨어 네트워크는 자체 블록체인
기반이다. 세계가 멀티체인의 미래로 이동함에 따라, 이러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또는 더욱 탈중앙화된
경쟁자들이 검열 불가능한 인터넷의 근본 레이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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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정리

테더에 관하여

디파이 본론에 앞서 전통 금융과 크립토 업계의 통로를 제공하는 테더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부
테더 종말론자가 예견하는 것처럼 테더가 파산하거나 크립토 강세장에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은 작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이유는 테더 준비금의 뱅크런(bank run)보다는 미국 정부의 압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테더는 사기”라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테더는 올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적립금에 대한 감사를 발표해
회사의 준비금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줄였다. 이미 뉴욕 검찰총장(1,800만 달러) 및 CFTC(4,100만 달러)와
우려했던 것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하였다. 2016년 비트파이넥스(Bitfinex) 해킹과 고객
손실 부담(bail-in) 이후 자금을 섞는 것에 대해 진솔하지 못해 그 대가를 치렀다. 아이러니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그 과정에서 고객들과 업계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로 테더와 협력하는 합법적인 회사가 많이 있다. USDT는 대부분의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trading
pairs의 준비 통화이며 USDC나 BUSD보다 유동성이 몇 배로 높다. 심지어 USDC의 공동 창립자인
코인베이스도 이번 봄 IPO 이후 USDT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USDT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은 올해
80%에서 50%로 감소하였으나 크립토 거래소 결제에 있어 테더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DAI vs. UST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의 선두주자인 다이(DAI)를 테라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2021년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UST는 최근 Columbus-5 upgrade 이후 크로스체인 확장이 용이해졌다.
테라의 신규 보험 프로토콜인 오존(Ozone)은 루나(LUNA) 소각을 통해 단지 몇 주 만에 30억 달러의 UST를
추가하였고 크로스 블록체인 브릿지인 Wormhole V2 출시로 테라 UST를 이더리움과 솔라나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UST의 모멘텀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실상 inter-chain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비록 메이커다오(MakerDAO)가 토큰 가격 실적 부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일반적으로 DeFi 2.0에서 발생
중인 다른 모든 것에 비해 덜 매력적임) 근본적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지위였던 적이 없다. 메이커다오의
이용자예치금(TVL)은 200억 달러로 최고 수준이고 DAI 공급은 최근 85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다른 DeFi와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메이커다오는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메이커다오의 성장은 모두 유기적 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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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쟁자들에도 불구하고 다이(DAI)는 여전히 가장 널리 연동되어 있고 이더리움의 DeFi 생태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는 과거 4년 동안의 안정적 운영에 기인한다. ‘생존'이라는 자질 면에서
평가하면 DAI는 독보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다. DAI는 여러 번의 큰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아 경쟁자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회복력을 증명했다.

다이(DAI) vs. 테라USD(UST) 비교는 결국 DeFi 분야에서 이더리움의 지배력에 달렸다. UST는 사실 DAI와
경쟁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대신 테라에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멀티체인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다. 만약 크립토가 멀티체인 미래로 진화한다면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의 승자는 가장 광범위한 블록체인
생태계에 증식하는 자가 될 것이다. DAI가 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주요 담보 역할을 계속하는 동안 테라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 다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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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고정 스테이블코인 (Ohm, Rai)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노출 리스크를 피하는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유용하지만 블록체인의 가치를
달러화(dollarize)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는 미 연준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느 법정 화폐에 페깅(연동)되지
않는 달러 의존도를 제거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올해 3월 출시된
올림푸스다오(Olympus DAO)다.

올림푸스다오는 사용자들이 ETH, DAI 등의 토큰을 영구적으로 예치하고 그 대가로 OHM 토큰을 받도록 한다.
예치하는 자산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OHM을 교환하도록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베스팅 후에
액면가로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순환 논증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7억 달러 재정 자산을 확보했다. 현재 OHM 시가총액은 3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 성장세를 지속하여
1000억 달러 수준의 재정을 확보한다면 실제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해 자국 화폐의 환율을 안정화하는
활동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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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niel Cheung)

비고정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새로운 분야이고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 개념을 기반으로 많은 유사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어 올해 디파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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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왑 V3

유니스왑은 V3 출시 이후 탈중앙화 거래소(DEX) 시장 점유율을 70%로 올렸다. V3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동성
제공자들이 이전처럼 수동이 아닌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유동성 제공자들이 유동성을
예치하여 유동성 풀 규모에 의해 정해진 가격 커브에 따라 자산 교환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반면 V3에서는
각각의 유동성 제공자들이 매매 구간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이를 유니스왑이 총괄적으로 모아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런 방법으로 현재 시가 구간에 유동성 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호가 스프레드를 줄일 수
있다.

V3는 사실상 유동성 제공자에게 지정가 주문을 사용한 마켓 메이킹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 수수료 조정을 통해
유동성이 적은 트레이딩 페어에도 유동성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기능을 지원한다(일명
‘concentrated liquidity’). 이러한 개선을 통해 전문 마켓 메이커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 거래소보다 뛰어난
거래 가격에 트레이딩을 가능하게 한다. 유동성 집중화(Concentrated Liquidity)가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Automated Market Maker, AMM: 탈중앙화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의 작동 원리)의 미래이며
빠른게 성장한 V3가 이를 증명한다. 비(非)AMM 기반 DEX의 성공 여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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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 vs. dYdX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을 보면 현물 거래소보다 선물 거래소가 월등히 많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준 사건은 레이어2
솔루션 출시였다. 이 분야에서는 퍼페츄얼 프로토콜(Perpetual Protocol, PERP)과 dYdX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퍼페츄얼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사이드체인 xDai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그 후 이더리움 롤업
아비트럼(Arbitrum)에서 V2를 출시했다. dYdX는 연초 자체 프로토콜에 특화된 zk롤업 상에서 출시되었다. 둘
다 높은 거래 처리량, 낮은 레이턴시(latency)와 거래 비용을 달성했다.

무기한 선물 계약 외 다른 파생상품은 난해한 프라이싱, 컴플렉스한 메커니즘 등의 이유로 아직 수요가 높지
않다. 몇몇 흥미로운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Antimatter’s ‘everlasting option’, TracerDAO’s bull and
bear tokens)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무기한 선물 거래 시장 내 DEX와 CEX의 경쟁이다.

디파이 2.0

다음은 다파이 생태계의 진화를 잘 표현한 이미지다.

이미지가 보여주듯 디파이 최신 트렌드는 ‘프로토콜이 컨트롤하는 가치(Protocol-Controlled Value, PCV)’를
구현하는 디파이 2.0이다. 기존의 디파이는 토큰 발행을 인센티브로 사용하여 유동성 제공자들을 예치하는
구조였다. 이런 구조는 신규 디파이 프로토콜이 초기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경쟁
프로토콜로 쉽게 언제든지 이탈한다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 다른 프로토콜에서
유동성을 장기 임대해 프로토콜 작동에 필요한 유동성의 컨트롤 기능을 높이는 구조다. 이를 통해 ‘가치 창출'에
대한 외부 의존도를 줄이자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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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다오와 Fei가 대표적인 예이다. 올림푸스다오는 자체 토큰 OHM을 할인하여 다른 자산과
교환하고(현재 ETH, DAI, FRAX로 교환 가능) 이렇게 취득한 자산을 준비금(reserve)으로 사용하여 OHM의
가치를 유지한다. Fei는 Ondo Financ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들의 재정 토큰을 담보 용도로 Fei에 예치하고
Fei는 이에 매칭되는 가치의 스테이블코인 Fei를 합의된 기간 동안 제공한다. 토케막(Tokemak) 또한 유사한
개념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는 DEX이다. 세 프로토콜 모두 유동성 확보를 유동성 제공자 레벨이 아닌 DAO
레벨(또는 프로토콜 레벨)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확보된다.

올림푸스다오는 출시 후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7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였고 이를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이로 인해 프로토콜 재정이 늘어나고 자금 조달 비용은 줄어 매출은
늘어나고 비용은 감소된다. 이것이 디파이 2.0이 가져온 혁신이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실험적인 요소가 강해 실패하는 프로젝트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예치금 50억 달러를 달성한 결과는
2022년 이 분야를 주목해야 할 근거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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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Fat Applications’ 가설

멀티체인 세계에서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파이에서는 몇 가지 성장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더리움 중심: 스마트컨트랙트를 아비트럼(Arbiturm), 옵티미즘(Optimism)과 같은 이더리움
레이어2에 올린다.(예: 유니스왑)

● 모든 체인에 뿌리기: 스마트컨트랙트를 EVM-호환 가능한 모든 레이어1 체인에 올린다.(예:
스시스왑)

● 선별적 접근: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거나 사용자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레이어1 체인에
스마트컨트랙트를 올린다.(예: Curve, Aave)

● 독립된 체인: 다른 체인과 연결 가능한 프로토콜 고유의 체인을 출시한다.(예: Compound Chain)

(Source: Kris Kay)

‘이더리움 중심 전략’은 이미 형성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디파이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유니스왑은 이미 자체적 브랜드 파워만으로 사용자가 몰리지만 이더리움 외
다른 체인 기반으로 성장하는 자산의 성장은 캡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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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체인에 뿌리는 전략’은 새로운 네트워크의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독점 지위를 차지하고 이로 인해
거래량과 수수료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단점은 노력 대비 수익이 적을 수 있고 유동성이
흩어지며 기술 부채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전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스시스왑이다. 현재 14개의
체인에서 작동하고 있지만 거래량의 95%는 여전히 이더리움 내에서 발생한다. 다른 체인에서 스시스왑은
존재감이 약하다. 스시스왑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이 전략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선별적 접근' 전략은 각 레이어1 체인 고유의 유기적 성장과 시너지가 가능하고 체인의 초기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와 연동하여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예: Avalanche Rush). 커브(Curve)와 에이브(Aave)는
자신들의 브랜드 파워와 이러한 인센티브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베이스 레이어의 탑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전략은 이미 잘 알려진 우량 디파이 프로토콜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다.

크립토 VC 투자회사 Placeholder 대표 크리스 버니스크(Chris Burniske)는 “상호 운영성이 증가할수록
레이어1 블록체인의 가치는 하방 압력을 경험하고 크로스체인 거래를 지원하는 미들웨어들이 각각의 분야에
지배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가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활한 멀티체인 사용 사례를
만들기에는 아직 기본 인프라의 완성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베이스 레이어가 디파이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큰의 인덱스/펀드화

30년 전 ETF의 등장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방법이 다양해진 것처럼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리스크 관리를 도우려는 프로젝트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덱스쿱(Index Co-Op)으로
스마트컨트랙트를 사용하여 다수의 토큰을 인덱스화 할 수 있다. 디파이펄스(DeFiPulse)의 DPI,
뱅크리스(Bankless)의 BED, GMI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인덱스 토큰이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자산 배분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리스크가 분산되어 각 프로젝트 고유의 리스크 노출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

DeFi 프론트엔드

최근 규제당국은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충분히 탈중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별 가능한 규제 대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러한 압력 때문에 유니스왑 개발을 주도한 유니스왑랩은 유니스왑
프론트엔드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토큰을 제거했다. DeFi 플랫폼 1인치(1inch)는 미국인 사용자의
프론트엔드 접근을 금지하고 미국인 사용자와 기관투자자에게 특화된 법을 준수하는 ‘1인치 프로(1inch
Pro)’라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디파이의 프론트엔드는 중앙화된
검열 대상이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형 스토리지 프로젝트인
시아(Sia)를 주도하는 스카이넷(Skynet)팀이 발표한 홈스크린(Homescreen)이라는 프로젝트가 그 예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웹3.0 진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SEC의 규제 강화가 전망되는 디파이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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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디파이 붐

2021년은 전통 금융 기관들의 디파이 참여 원년이였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대형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Societe Generale)이 자사 발행 채권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 다이(DAI) 대출을 제안했다.(이미지
참조)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 형성된 글로벌 은행들의 컨소시엄 R3가 이더리움 상에서 디파이 토큰 발행을
발표하기도 했다. 에이브(Aave) 파운더 스타니 쿨레초프(Stani Kulechov)는 “기관들이 디파이 진출을 앞두고
연습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렌드에 비추어 볼 때 디파이 사용자는 향후 2년 이내에 모두 KYC를 수행한
주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겠지만 프로토콜 거버넌스가 특정 관할권의
법규 준수에 의존할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폐쇄적인 방향으로 퇴화할 리스크도 존재한다.

높아지는 보안 서비스 수요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산이 증가할수록 코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더리움 보안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검증 서비스 비용이 증가해 이더리움을 포기하고 다른 체인에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코드 검증 또는 코드 오류에서 기인한 손실 보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1)스마트컨트랙트 보험회사 넥서스(Nexus)
2)시스템 리스크 탐지 플랫폼 포르타(Forta) 등이 있다.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리서치 분야를 향한 수요는
영구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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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정리

ETH의 3분기 실적 발표

이더리움이 기술주라면 3분기 실적 발표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Source: Bankless)

EIP-1559가 8월부터 적용되면서 3분기 후반에만 130억달러 가치 ETH가 소각됐다. 현재 이더리움 레이어2
확장 솔루션인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이 지난 여름 론칭되어 옵티미즘에 330백만달러, 아비트럼에 27억달러가
예치되었으며 경쟁 솔루션 폴리곤에도 51억달러가 예치되어 있다. dYdX가 사용하는 확장 체인 StarkWare에도
10억달러가 예치되어 있다. 이더리움 정보 공유 커뮤니티 Bankless에 의하면 이더리움 디파이에 예치된 자산
규모는 왠만한 은행의 시가총액을 넘는다고 한다. POS로 작동하는 ETH 2.0 업그레이드는 막바지 작업
중이어서 지금까지 ESG 우려로 투자를 꺼리던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 참여가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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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M vs. Non-EVM

가상자산 업계는 멀티체인일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각 어플리케이션당 롤업이 하나씩 붙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테크놀로지 플랫폼 또는 스탠다드란 복점(duopoly)의 형태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멀티체인에서도
현재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스마트컨트랙트 규격은 EVM (Ethereum Virtual Machine) 이며 그 외 규격을 추가
고려한다고 해도 2~3개 정도일 것이다.

레이어 1 가치 비교

이더리움은 확장성 해결을 롤업과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에 의존하고 이더리움 자체는 탈중앙화를 유지하는
생태계 구조를 택하고 있다. 폴카닷이나 코스모스도 동일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반면 솔라나는 레이어1
자체의 속도를 중시하여 이를 위해 탈중앙화를 많이 희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필자는 연초에는 이더리움의
지위를 넘볼 네트워크는 없다고 믿었으나 지금은 그만큼 확신이 강하지는 않다. 현재 크립토 서비스 사용자들은
탈중앙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체인들이 탈중앙화의 우선
순위를 낮추고 있다.

이더리움이 경쟁자의 견제에 성공한다 해도 축적된 가치가 레이어2 솔루션으로 새어 나갈 수 있다. 현재 ETH의
레이어1 시가총액 도미넌스는 60%이며 2022년에는 50%로 하락하거나 레이어2 솔루션의 토큰으로 넘어갈
것이다. 어쩌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전통 기술 섹터는 시총 1조달러 이상의 소수의 빅테크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다. 크립토 경제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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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여름은 끝나지 않았다

가상자산 역사상 솔라나처럼 빨리 성장한 프로젝트는 없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이 레이어2 확장 솔루션, 그
밖에 주변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 이상을 베이스 체인에서 해결하려 한다. 솔라나는 FTX,
Reddit, Brave등의 쟁쟁한 업체들과 협업 관계를 형성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NFT와 크립토 게임에서는
지배적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도 있다. 17시간 네트워크 다운을 겪기도 했지만 이는 네트워크 성장 초기에 흔히
있는 성장통이며 유사한 사건들이 이더리움에도 존재했었다. 제도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수록
‘보증된 확장성'을 요구할 것이다. 이더리움의 확장성 해결 방식은 서로 다른 체인과의 연동이 마찰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는 확실치 않다. 이러한 확실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레이어1 체인은 향후 2년간은 솔라나 외에는 없다.

폴카닷, 차분하고 안정된 성장

폴카닷은 흔히 ‘체인들의 체인', ‘레이어 0’, ‘메타 프로토콜' 등으로 불린다. 언뜻 보기에는 이더리움 2.0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큰 차별점이 존재한다. 폴카닷 체인 자체는 네트워크 기본 결제 기능만 수행하여 모든
블록체인 작동의 근간이 되는 보안만 제공하고 나머지 모든 기능은 100개의 맞춤형 파라체인에서 각
어플리케이션 니즈에 맞게 각각 구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더리움은 레이어2로 가치 축적이 새어나가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폴카닷의 DOT은 파라체인 임대시 전세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확장성을 지원하는
별개의 체인으로 가치가 이탈하는 리스크가 없다.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코스모스의 멀티체인 비전

인터체인/멀티체인 가설은 이더리움이 롤업 중심의 확장 계획으로 방향을 굳히면서 확실히 증명됐다.
코스모스는 인터체인 솔루션을 지향한 첫 프로젝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스모스의 ‘The Hub’는
폴카닷의 릴레이체인이나 ETH 2.0의 Beacon Chain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각 체인들이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해 어느 체인과 연동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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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의 놀라운 성장

테라 생태계는 올해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한국 결제 앱인 차이와 협업으로 2백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UST 시가총액은 70억달러를 넘어 메이커의 다이를 넘보고 있다. 합성자산 앱
미러 (Mirror) 현재 예치금은 15억달러로 유사 프로토콜 신세틱스의 21억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올해 5월
폭락장에서 경험했듯이 ‘리스크 오프' 상황에서 LUNA의 담보가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생태계가 얼마나
견고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는 있다. 하지만 최근 실행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서 타 체인과의 연동성을
확장하고 LUNA와 UST를 이더리움, 솔라나, BSC상에서 유통시켜 자산 가격의 반사작용에서 기인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킨 것은 고무적이다. 이 외에도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 UST의 잠재력 하나만으로도 타깃 시장
규모는 엄청나다.

기타 레이어 1 프로토콜

그 외에 다루지 못한 다수의 레이어1 프로토콜들은 여기서 참조바란다. Avalanche (Messari, Ecosystem),
Algorand (Messari, Ecosystem), Dfinity (ICP) - Messari, Ecosystem), Near (Messari, Ecosystem),
Cardano (Messari, Ecosystem), Fantom (Messari, Ecosystem), Elrond (Messari, Ecosystem), Celo
(Messari, Ecosystem), Harmony (Messari, Ecosystem), BSC (Messari,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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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ssari.io/article/avalanche-s-bid-for-the-smart-contract-market?referrer=gri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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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ssari.io/article/at-one-with-harmony?referrer=grid-view
https://twitter.com/Coin98Analytics/status/1451630396089638917?s=20
https://messari.io/article/exploring-the-binance-smart-chain-ecosystem?referrer=asset:binance-coin
https://twitter.com/Coin98Analytics/status/1429851175176732674?s=20


이더리움을 뒤집은 폴리곤

2021년 가장 많은 성장을 한 레이어2 솔루션은 폴리곤이다. 레이어2 솔루션은 사이드체인, 플라즈마,
옵티미스틱 롤업, zk(영지식) 롤업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 폴리곤은 초창기 사이드체인과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시작하였으나 올해 5월부터 접근 방식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체증
문제는 폴리곤의 확장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올해 10월 폴리곤의 액티브 지갑 주소는 이더리움을
능가하였다 (출처: Polygon Flips Ethereum on Active User Addresses, Coindesk). 최근에는 ZK 기술을
사용한 솔루션 개발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크립토 네트워크는 ZK 기술로 집약될
것으로 본다.

옵티미스틱 롤업

옵티미스틱 롤업은 롤업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가 옳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동하고 ‘challenge period’ 라는
기간 동안에만 재확인 과정을 거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레이어1과 2 이동에 지연되는 단점이 있으나 EVM
호환성이 바로 실현되기 때문에 레이어1에서 작동하던 기존 스마트컨트랙트를 거의 수정없이 롤업상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1년 내에 온체인 EVM 거래의 80%가 레이어2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탑 어플리케이션이 이상없이
롤업상에서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고 ETH 2.0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이주는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더리움 진영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연초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된
자산중 98%가 이더리움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 수치는 현재 66%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Source: DefiLl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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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indesk.com/markets/2021/10/04/polygon-flips-ethereum-on-active-user-addresses/
https://defillama.com/


ZK (영지식) 기술로 확장하기

비탈릭은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상의 거래 대부분이 ZK 롤업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ZK만이 크립토를
전세계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해 줄 수 있는 기술일지도 모른다. 전세계 대형 기관들의 퍼블릭
블록체인 참여에 필수인 프라이버시도 제공해 줄 수 있다. 레이어 1과 2 사이의 승인 과정도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Loopring, Immutable X, dYdx등이 early adopter로 이 기술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미완성인
부분이 많아 사용처가 늘어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ZK 롤업은 아직 EVM 호환성이 없고 레이어 1과
2 사이 이동에 조율이 필요하다. 감히 예측하자면 2022년 연말에는 현재 이더리움 거래량의 20%만이
레이어1에서 발생하고 2023년 말까지는 레이어2 거래의 50% 미만이 옵티미스틱 롤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본다. ZK 롤업 시대는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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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체인 솔루션

멀티체인 세계는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각각 1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예치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15개나
있으며 이더리움만 2조달러 이상이 예치되어 있다. 성장이 멈출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레이어2
롤업이 론칭되면 더 많은 활성화된 블록체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블록체인들은 서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대규모로 가치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고 모든 체인과 원활히 연동되어 있는
탈중앙화된 인터체인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단일 장애점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래소나 수탁업체와 같은 중앙화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이더리움상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조합하여(상호 조합성, composability) 시너지를
창출하는 더 우수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졌듯이(예: Yearn는 사용자가 자산을 예치하면 자동으로 Compound,
Aave, Curve등으로 자산을 이체하여 최적화된 이자율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서로 다른 체인간의 상호
조합성을 사용한 크로스 체인 시너지 기회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고립된 경제를 운영하다가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시작하면서 보다 많은 가치 창출을 하는 것과 흡사하다.

크로스 체인 솔루션 또한 확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소수의 프로토콜로 결집될 가능성이 높다. 멀티체인 경제
시스템이 성장하면서 각 체인간에 교환되는 자산과 데이터의 볼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레이어 1과 2 사이, 다른 레이어 1 사이, 다른 레이어 2 사이를 이어주는 프로토콜 상에서의 거래량이 5년내
중앙화된 거래소 거래량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현재 주요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인터체인 솔루션을
다음과 같이 이미지화하였다.

(Source: Dmitriy Beren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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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정리

다오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는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경제, 정치, 사회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개념이다. 2020년이 디파이의 해였고 2021년이 NFT의
해였다면 2022년은 다오의 해가 될 것이다.

현재 DAO의 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다오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미션 수행을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유동적인 온라인 공동체이다. 다오의 조직 기반은 회사의 정관대신
공개된 장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드이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용이한 사용자 접근, 투명성, 탈퇴
권리등을 제공한다. 다오의 토큰으로 1)투표 권한을 결정하고 2)조직 자금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며
3)공동체 참여 유도 4)반사회적 행위를 막는다.

필수 도구: 지갑과 스테이킹

지난 2년간 발전해온 디파이, NFT, 레이어 1과 2를 이어주는 브릿지 등을 기반으로 토큰 기반 커뮤니티가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웹3.0 활동과 다오 세계에서의 활동은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지갑에 보유된 토큰에 의해 웹3.0 활동 범위가 정해질 것이며 지갑이 일종의 신분증과 데이터
매니저처럼 사용될 것이다. Zapper나 Zerion 같은 솔루션을 보면 이미 그러한 세계가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SNS에 사용할 아바타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 증명 혹은 축적된 평판을 공유하는
행위들은 모두 프론트엔드가 필요하며 크립토 개인 지갑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훗날 개인 지갑은 핸드폰의
운영체계와 같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웹3.0 세계의 노동 시장

웹3.0 세계의 노동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발견하면 자유롭게
기여하기 시작하면 된다. 파트타임, 풀타임 모두 가능하고 눈에 띠는 기여자일수록 다오 또는 다오와 협업하는
중앙화된 사업체에게 고용될 것이다. 70년대 PC 초창기에 컴퓨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자발적으로 형성한 커뮤니티인 Homebrew Computer Club처럼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똑똑하고 열정있는
호비스트가 모여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실행하여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다.
웹3.0이 혁신적인 이유는 이러한 모임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리콘밸리 주민이
아니더라도 열정과 필요한 지식만 공유하면 전세계 어디서든 참여 가능하다.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평판
포인트’를 쌓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자금보조를 받거나 다오 멤버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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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다오는 이미 Gig Economy가 잘 정착된 영화 제작 모델을 따를 것이다. 즉, 다오가 펀딩과 프로젝트의
방향을 제시하고 팀들을 구성하면 (영화의 예를 들면 캐스팅 팀, 특수효과 팀, 음악 효과 담당 팀 등) 이 팀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수행하고 끝나면 해체되고 또 다음 프로젝트를 찾는 것이다. 대형 다오는 오랜동안
유지되겠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다오는 좀 더 유동적일 것이다. 웹3.0과 헐리우드 영화제작 모델의 차이는 다오
해체 후에도 참가자 개개인이 만들어진 상품의 성공여부에 연동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 임금의 하향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유동적인 노동시장이 가져다 줄 공익이 단점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활한 다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

현재 우리는 다오가 중앙화 조직만큼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조직 내 역할을 세분화하여 유동적인 하위 다오를 형성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이미지 참조). 또 하나는 원활한
정보 공유와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툴의 효율성이 지금의 100배 이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위임이 없으면 모든 사소한 결정까지 모두 대리 투표를 해야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다오는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모범 관행'이 형성되고 정착될 것이다.

(Source: FW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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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 재정 관리

가상자산 강세장에 힘입어 대형 디파이 프로젝트의 다오는 10억 달러 규모의 큰 재정을 관리하게 되었다. 특히
유니스왑과 컴파운드의 경우 각각 40억 달러와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고유의 자산의 형태로 남아 있어서 시장가 등락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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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시장이 갑작스럽게 폭락할 경우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다음
침체기를 버티지 못할 수 있다. 시장 리스크외에도 프로젝트 고유의 리스크, 예를 들면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
해킹, 코딩 에러 등으로 인해 강세장에서도 자산 가력이 하락할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재정 자산의 다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프로젝트가 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 또한 다오 성장의 발판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현재 DeepDAO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좀 더 깊은 분석이 동반되는 서비스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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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와 소통하기

상장 기업들은 분기별로 실적을 투자자들과 공유하며 ‘investor relations’을 관리한다. 크립토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다. 조직을 지탱하는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다양한 주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투자자, 유동성 제공자, 기술자, 코어 기여자, 사용자 등). 다행인 것은 블록체인과 다오는 오픈
소스를 원칙으로 운영되므로 정보 제공 속도나 투명성에 있어 상장 기업보다 훨씬 유리하다. 프로토콜의 현재
상황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리소스 투입 없이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 현황
리포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이미지 참조). 이처럼 크립토 프로젝트들의 ‘실적 발표’는 전통적인 상장 기업의
분기별 실적 발표와 전혀 다를 것이다. 분기라는 임의로 정해진 주기에 얽매일 필요없이 실시간 보고가
가능하며 블록체인에서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을 받을 수도 있는 역동적인 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본 요소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

DAO의 합법화

다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는 조금 복잡하다. 다오에 노동을 제공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오의 토큰 발행은 등록되지 않은
합명회사가 주식 발행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a16z의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와이오밍주는 이미 다오를 유한책임회사(LLC)의 한 종류로 분류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해 미국 내에서 최초로 다오를 법인으로 인정하는 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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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투자집단 등장

다오 중에서도 벤처다오와 큐레이션다오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형성된 첫번째 벤처다오였던
“The DAO”의 자금조달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들의 벤처투자 참여에 대한 수요는 5년 전에도 엄청났다.
그 이후 The DAO 모델에서 좀 더 진화한 벤처모델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에게 법적 지위가 부여되기도 하였다.
그 중 한 예인 MetaCartel Ventures는 토큰 투자 프로세스를 커뮤니티 내재화하여 (socialized the token
investment process) GP들에게 인센티브를 유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직은 크립토, 회사 주식,
다른 다오, 가상 부동산 등 토큰화 될 수 있는 자산이면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다. 전통 VC들이 누릴 수 없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VC들은 다오 투자는 물론이고 다오의 다오에도 투자하고 있다. 다오간의
합병도 일어나고 있으며 곧 다오가 웹2.0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벤처다오 성장을 정부 규제로
막지 않는다면 2025년 전세계 최대 VC는 다오 형태의 조직일 것이다.

정보 전달 방식이 달라진다

큐레이션다오는 기존의 중앙화된 미디어 혹은 정보 제공 기업들이 갖고 있던 광고 수익 기반 알고리즘,
불투명한 신뢰도, 부가가치 낮은 정보의 남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정보 제공의 주체를 중앙화된
주체가 컨트롤하지 않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크라우드 소싱하여 휘발성 저질 콘텐츠가 아닌 커뮤니티가
가치를 느끼는 콘텐츠 제공을 구현할 수 있다. 토큰 인센티브가 없이 순전히 자발적인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위키피디아가 성장했다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구조 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PubDAO., 메사리의 The Hub, Analyst DAO, BanklessDAO 등이 여러 시도를 거듭하며 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MetricsDAO와 DuneDAO도 데이터 큐레이션 분야에서 주목할 다오들이다. 필자는 2017년 메사리
설립계획 발표 당시 크립토 업계의 블룸버그는 회사가 아닌, 네트워크가 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4년 후 그
발언은 현실이 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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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세부 사항은 영어 원문 메사리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Messari Report: Crypto Thesis fo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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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