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선포되자마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 번에 붕괴 수

준의 추락을 경험했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회사채, 원자재 등 소위 위험자산이라고 불릴 만한 거

의 모든 자산 가격이 한꺼번에 추락한 겁니다. 이런 대혼란을 막아낸 것이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

자 세계의 중앙은행으로도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였습니다.  

 

연준은 1.75%였던 기준금리를 0~0.25%까지 낮춰버렸고, 4조 달러 남짓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

와 주택담보채권(MBS)을 무더기로 사들여 보유액을 9조 달러까지 늘렸습니다. `돈을 빌려 쓰는 가

격`인 금리를 낮췄다는 건, 기업이나 개인들이 싼값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고, 채

권을 대거 매입했다는 건 매입한 돈만큼을 시중에 풀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미국 경

제 곳곳을 돌다가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얼어붙어 있던 시장에 온기를 퍼

뜨렸습니다.  

 

어느덧 팬데믹이 온 지도 2년이 넘었고, 전 세계 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

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우려할 정도로 경기는 과열 양상까지 보였고요. 그러자 연준이 정

상화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풀었던 수도꼭지를 다시 잠그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

(QT·보유자산 감축)에 나서는데, 미국 현지시간으로 5월 3~4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발표할 게 유력해 보입니다. 연준의 돈풀

기로 살아났던 모든 시장은 이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준은 시장 혼란을 줄이고자 수개월 간 `조만간 통화긴축(=돈줄 죄기)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경

고 메시지를 날렸고, 시장은 그에 맞춰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4월 한 달에만 기술주 중심의 나

스닥지수는 8% 이상 하락한 반면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월

에 하락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돈을 풀었던 연준이 다시 돈줄을 죈다는 건, 유동성의 힘으로 급등

했던 위험자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합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하락했던 달러 값이 이번 기회에 반등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시장 분석업체인 인투더블록(IntoTheBlock)의 루카스 오투무로 리서치 대표는 "연준은 팬데믹 이

후에만 40% 이상 통화량을 늘렸는데, 이제 돈풀기를 줄여 나가는 첫 출발을 하는 셈이니 과도한 

유동성이 초래했던 거품은 어느 정도 걷힐 수밖에 없다"며 "이는 주식과 가상자산의 밸류에이션

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 조치를 발표하고 난 뒤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 

떨어질 것인가 하는 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동안 연준이 `

돈줄을 죄겠다`며 예고하면서 시장이 이를 선반영한 것이 있으니, 실제 긴축 발표 이후엔 오히려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히 시장에선 악재에 대비하고 있다가 해당 뉴스가 막상 나

오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글로벌블록(GlobalBlock)의 마커스 소티리우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이미 연준의 0.50%포인트(50bp)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해 놓고 있다"면서 "아마 뉴스가 나오고 나면 비트코인을 

싼 값에 사려는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연준이 앞으로도 통화긴축

을 계속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미

국 경제가 탄탄한가 보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준 통화긴축 기대에 급등했던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입

니다. 실제 최근 달러인덱스와 비트코인 간 30일 평균 상관계수는 -0.53까지 벌어졌습니다. 올 초

만 해도 0~+0.2 수준을 유지했다가 급격하게 벌어진 것인데요. 2020년 7월이나 10월 -0.7~-0.6까

지 벌어졌던 시점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꽤나 간격이 큽니다. 상관계수는 +1부터 -1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1은 두 자산 가격이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0.53이라면 달

러와 비트코인이 꽤 밀접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연준 발표 이후에 달러화가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멈추고 조정을 보인다면 반대로 비트코인

에 베팅하려는 매수세력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가 매주 집계하

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시장 내 투기적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선물 순매수 포

지션은 2018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비트코인 가격 반등을 예

상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가상자산 트레이딩 전문가인 마이클 반 데 포프는 최근 비트코인과 달러화 간 상관관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경우, 비트코인 거래가 늘고 시세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우리 예상대로 연준이 50bp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화는 정점에서 내려

오는 양상을 보이면서 조정을 이어갈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이 반등할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연준 발표 이후 오히려 달러화가 더 강해진다면,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을 더 늦

춰서 봐야 할 듯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 2년간 유지해 온 연준의 돈 풀기가 이제 긴축으로 대전



환을 시작하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건 이는 비트코인 시장에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큰 물줄기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면서 투자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

다. 

 

*본 조사분석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