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며 “시간이 지나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 상원 금융위의 인준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다른 미 연준 유력 인사들

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지난 13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연준의) 통화정책은 경기 회

복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

습니다. 

 

앞서 12일에는 미국 노동부에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잠시 상승세를 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너드 미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시장이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 ‘3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긴축 정책은 현실이 다가온 상황

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이 풀리면서 수혜를 본 시장 중 하나가 가상자산 

시장임을 생각해보면, 유동성 축소가 일어났을 때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 시장의 

헤지(Hedge, 위험회피) 수단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다른 자산 시장과 동일한 시기에 상승한 비트코인, 이번 

긴축 정책 시기와 맞물린 비트코인 하락 등을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 자산 

시장의 완벽한 헤지수단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하고 비트코인이 올해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로 거시경제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미 연준은 긴축 정책

을 펼치다가도 시장이 예상치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긴축의 고삐를 



늦추거나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

입니다. 예컨대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매도 포지션) 물량이 지나치

게 늘어나면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숏 스퀴즈란 특정 가상자산이 상승할 때 숏 포지션을 계약했

던 투자자들이 숏 포지션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매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급등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현물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매수세가 동반돼

야 하기 때문에 이후 추이를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대형 기업의 비트코인 활용입니다. 지난해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

입한다는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급등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올해도 이러한 

사례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견조한 펀더멘탈을 유지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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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