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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매파적인 연준

금융 시장의 2022년 1분기 마감과 함께 1분기의 중요 이벤트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일을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연준은 2022년 1분기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마침내 매파적인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3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CME FedWatch Tool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여름에는 175-200 인상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림 1: 다양한 금리 시나리오별 확률

주가는 이러한 주기를 앞두고 기대감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기 도중에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сme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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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P 500 지수와 연방기금금리 간의
상관관계

출처: macromicro.me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주식과 기타 자산의 가격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사실처럼 보입니다. 부채 비용이 증가하면 경제 성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이 매파적인 태도를 취하는 주기에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단적으로, 금리 인상 주기에 경제는 박차를 가하며 이는 주가를 상승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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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과 상승하는 소비자 및 생산자 가격 지수 속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자 소비재 가격은 대부분 상승을
멈추었으며, 원유, 천연 가스, 금은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며 트레이딩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현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코로나19
영향에 기인한 최근의 공급망 중단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3: 미국 인플레이션율

출처: ycharts.com

7.87% for Feb 2022

우선, 코로나19로 시작된 공급망 중단은 상품 시장의 변동성을 악화하고 확대하며 기타 경제
부문에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골드만삭스는 이미 반도체 산업의 전망치를 낮추며 AMD, INTC, MCHP, TER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보통 경제 성장을 앞장서는데, 이는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더 큰
긴장으로 해석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코로나19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팬데믹 종식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엄격한 봉쇄 및 제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점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은 경제 회복 속도,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을 주시할 것입니다. “
전쟁의 안개”는 그 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을 더하지만 이제 시장은 앞으로의 연준의 방향에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예측과 예상의 좋은 토대가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동유럽에서 발생한 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스 및 원유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일련의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양호한 회복을 보이고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주식
시장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장은 암호화폐 시장도 견인합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자의 높은 참여도를 보임에 따라 많은 이들이 BTCUSD의 장기 추세를
믿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도 촉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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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주식 시장은 전반적으로 1분기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준의 매파 주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면서 대부분의 기술주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는 2년 만에 첫 번째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기술주와 경기순환주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0~2021년 가장
급등한 성장주 ETF인 ARKK는 고점에서 50% 이상 급락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지수의 기본적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은 비교적 낮게 유지되어 급격한 풀백이나 폭락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S&P 500 및 나스닥 지수, 그 중에서도 주로 나스닥 지수는 3월 FOMC 회의 전까지
분기 내내 하락하였지만 이후 낙관적인 분위기를 되찾으며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옛 말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증가에 대한 연준의 알 수 없는 대응 등과 같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금리 인상이 실제로 발생하면
트레이더들은 경제 회복과 같은 다른 동인에 주목합니다.
S&P 500 지수는 1분기에 다른 부문보다 선전한 에너지주 덕분에 나스닥보다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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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Sectors

1분기에 신고점을 향해 상승하던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기타 부문들은 지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Exxon Mobil, Occidental Petroleum, Chevron
및 기타 에너지주는 기술주의 암울한 실적 가운데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주에 관심을 가질 때라는
의미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고조에 대한 현재 예측은 대부분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점에서의
점프가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부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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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PL
이전 분기별 전망에서 예상한 AAPL은 예측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AAPL은 여전히
강력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매출이 꾸준히 성장 중인 기술 부문의 최강 기업 중
하나입니다.
지난 분기에 낙관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으며 특히 경제 전망이 예상보다
호전적일 경우에는 또 다른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P/E 비율은 약 28
로, “과매수” 상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AAPL은 2022년에 적절한 인플레이션
헤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AAPL은 아래 차트와 같이 “페넌트” 패턴의 윗 경계를 돌파했으며 이
패턴을 지속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상승세인 주식은 일반적으로 어닝일 전까지 매수한다는
통상적인 통계적 관측이 있으므로 이러한 그림에 들어맞는 또 다른 강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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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IB
반등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후보는 Biogen(BIIB)입니다.
이 기업의 주식은 긴축 통화 정책과 주당순이익 악화에 대한
우려 속에 대량 매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털 관점에서
오늘날 가격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BIIB의 적정 가격은(
컨센서스 전망치 기준) 현재 가격보다 20% 높은 약 $238로
추정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BIIB는
평평한 “베이스 패턴” 또는
다른 해석으로는 “컵 앤 핸들”
형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패턴이 완성되면 차트와 같이
상승 돌파하게 될 수 있습니다.

Stock Price Forecast
The 27 analysts offering 12-month price forecasts for Biogen
Inc have a median target of 236.00, with a high estimate of
350.00 and a low estimate of 185.00. The median estimate
represents a +9.96% increase from the last price of 214.63.

V
Visa의 컨센서스 전망치는
$270~300로, 핀테크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
가까운 위치에서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곧 $270~300
까지 또 다른 상승장 기회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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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 조건

2022년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 최대 자산 관리 기업 중
일부는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는
Goldman Sachs, Blackrock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총 11
조 5천억 달러를 관리합니다.

Bitcoin: Mean Hash Rate

출처: glassnode.com

이들 고객이 총 포트폴리오의 5%만 할당해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가
총액은 약 1조 5천억 달러 이상이므로 총액의 1/3이 증가하여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같은 ETF의
출시는 “이모 삼촌”을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이게 하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9

공급 및 수요
전 세계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021년 7월 고점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급락 이후).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도 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가 적어지면 거래소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가격을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제시된 데이터는 그 수가 2021년 11월 사상 최고치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Bitcoin: Balance on Exchanges

전 세계 거래소의 일일 인출 건 수로 위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데이터는
그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며 3월 말에는 약 15,000 BTC에 달하는 또
다른 대규모 유출이 한 번 더 발생했습니다.

Bitcoin: Net Transfer Volume

출처: glassnode.com

출처: glassnode.com

게다가 가격은 지난 5개월간 상승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채굴 활동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채굴 장치의 가동 수가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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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vs US Dollar, 1W

출처: tradingview.com

기술적 전망

기술적 관점에서 가격은 1분기에 $33,000선에서
바닥을 친 후 박스권 내에 안착하여 이동하면서
대칭 삼각형을 형성했습니다. 가격은 최근 $45,000
부근에서 패턴의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패턴을
기준으로 목표치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 방향의 지지선과 평행하는 선에 달하면 일부
트레이더들은 포지션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 움직임을 지속할 경우 $54,000~56,000
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장이
지속될 경우 고점을 다시 한 번 경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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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금의 조건

2022년 2분기 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야기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그리고 보다 적은 범위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밀 수급을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merican annual inﬂation, %

출처: tradingeconomics.com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대치인 7.9%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인 2%
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로
초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자 연준은 그 대응으로 자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022년 2분기에는 연준이 보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있었던 첫 번째 인상은 여러 상품에
일부 변동성을 야기했지만 이러한 변동성은 오래가지
않았으므로 많은 상품들은 이러한 긴축 정책을 “선반영”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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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Volumes

출처: gold.org

거래량

금 ETF의 거래량은 2022년 2월 둘째 주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 3월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명백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조건이 다소 불확실해 보이자 많은
투자자들은 금으로 선회하며 다른 자산에서 금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ETF의 지역 흐름
데이터가 이러한 이동을 보여줍니다.

Weekly ﬂows in To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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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vs US Dollar, 1W

출처: tradingview.com

기술적 전망
기술적 관점에서 금 가격은 마침내 트로이 온스당
$2,000를 다시 한 번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대칭
삼각형의 타깃인 $2,000~2,100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 급락하여 두 차례 잠시 동안 $1,890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경우 명백한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 더 안전합니다.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1,965선의 저항을 돌파한다면
가격이 $2,000~2,050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1,890 아래로 하락한다면 $1,830~1,850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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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공급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이자 지난해 최대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유
시장에 갑작스러운 공급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러시아의 4월 평균 공급량은 하루당 약 3
백만 배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총 약 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여러 국가의 제재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쟁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러시아가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2월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서막이 오른 후로 가동 상태의 장비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Baker Hughes의 석유 굴착 장치 수

출처: Trading Economics/Baker Hughes

물론 기업이 생산 증대에 필요한 인프라와 절차를 개발하는 데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인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2분기 말 즈음에는 공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인 비축유 방출로 소비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이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 꽤 양호한 원유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불과하지만, 양국 모두 이 기회를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정치적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정부 간의 냉랭한 관계는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명백해지면서 특히 지난 해에는 진행 중인 예멘 내전에 대한 미국의 발언이
늘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2월 일일 원유 생산량은 약 1,020만 배럴이었으며 이는
1,200 배럴 기록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사우다이라비아의 평균 일일
생산량(단위: 천 배럴

출처: tradingeconomics.com/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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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러시아 공급 감소의 또 다른 측면은 가격 급등이
2022년 2분기 일부 부문의 수요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주요 선진국이 극도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전망

최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급등한 원유는 $128선까지 상승하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유의 3
월 중순경 최저치인 $92선은 이번 분기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되고 $115선의 저항은 채널 상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향후 몇 주간 공급, 수요 또는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의 측면에서 새로운 중요 정보를 받지 않는 한, 원유는 이 구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일반적인 CFD와는 달리 원유는 보통 통화 정책의 영향을 덜 받으므로 이번 분기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적인 트레이더들에게 더 적합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원유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해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은 3월
말과 4월 초경 새로운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다른 대국들은 대부분 여행에
대한 안티 코로나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으며 몇몇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항공

CFDs on Brent Crude Oil, 1D

출처: tradingview.com

수요는 올해 여름에도 계속 크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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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ASX 30 Day Interbank Cash Rate Futures Implied Yield Curve

앞서 개요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은 가격에 선반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국과
유로존의 상황이 보다 불확실해 보이지만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앙 은행들이 적어도 3분기 말까지
다소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호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아직 적습니다.
4월 4일 발표 이후 호주중앙은행(RBA)의 매파적
스탠스 강화가 예상되면서 호주 달러는 2분기 장기적
관점에서 강세 가능성에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호주 금리 가격은 호주중앙은행이 장기적인
인상 주기를 6월에 시작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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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Dollar vs US Dollar, 1W

출처: tradingview.com

올해 말까지 무려 7회에 걸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호주 달러는 이번 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매우 높은 주간 차트에서 호주 달러는 작년 2
월 미국 달러 대비 최고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매수량 속에
50, 100, 200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동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분기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일간 차트의 상승세가 자리를 잡으면서
4월 6일 FOMC 의사록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적절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월 4
일과 6월 15일로 예정된 향후 연준 회의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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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아래 링크를 방문하여 본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견 남기기

본 자료는 마케팅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투자 조언이나 투자 권유,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한 거래 제의 또는 권유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해당 내용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적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Exness는 개인의 투자 목표 또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거나 대변하지 않으며,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또는 완전성을

비롯하여 모든 정보, 예측 또는 공유한 데이터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Exness의 견해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ness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복사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삼자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트레이딩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