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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사무소

동향분석
최근 미국 기업부도 관련 지표 동향

※ ① 전체기업 대상 기업부도 관련 속보치, ② 회사채 및 레버리지론 시장 부도 동향
및 ③ 기업 신용등급 조정 현황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최근 부도 동향을 점검

□ ( 전체 기업 대상 부도 지표 ) ABI(American *Bankruptcy Institution) 집계 부도신
청건수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 하고, 급등했던 NACM(National
Association of Credit Manager)의 파산신청 Index도 6월에는 소폭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기업부도상황은 당초 우려에 비해 양호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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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I 부도신청건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4월 -34.5% → 5월 -27.1% → 6월 -12.9%
** 주요 투자은행들이 기업부도 속보치 대용으로 참조하는 Google의 'Bankruptcy' 검색지수
도 최근 들어 하락세로 전환(6월 첫째주: 100 → 6월 넷째주: 71 → 7월 첫째주: 53)
ABI 상업부도신청건수

자료: ABI

o

NACM 부도신청지수

Google 파산검색지수

자료 : NACM

자료 : Google Trend

이는 미국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급여지원대출(PPP)
*
등 정부 지원 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었던 데다, 최근에는 경
제 재개 등으로 영업상황도 다소나마 호전 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추정

* 소기업 정부지원금 수령 비중 : 5.2일 현재 46.4% → 6.2일 현재 75.6%
** NACM Index: 매출 5월 28.6 → 6월 54.1, 신규대출 42.8 → 55.2, 대출회수 43.2 → 53.9
소기업 정부지원금 수령 비율

NACM 서베이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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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ensus Bureau, BoA

자료 : NACM

작성자 : 이정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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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 및 레버리지론 부도 *동향 ) 회사채(투기등급)와 레버리지론 시장에서는 6
월에도 15개 기업, 234억 달러 규모(회사채 163억 달러, **론 71억 달러)의 채무불이행
이 발생하는 등 3월 이후 4개월 연속 월간 150억 달러 이상의 부도규모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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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에 준하는 채무조정(distressed exchange) 6개사, 51억 달러를 포함한 부도규모는 284억 달러
** 월평균 부도금액(10억 달러, 채무조정 포함): (17~19년) 4.1 (20.1~6월) 17.7

o 6월의 부도규모는 월간 부도규모로는 역대 6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4분기 전
체(762억 달러)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1/4분기(766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6월 중에는 대형 에너지 기업의 파산*이 잇달으면서 전체 부도금액에서 에너
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달함
* Valaris(57억 달러), Chesapeake Energy(60억 달러), Ferrellgas(24억 달러)

n

등

1~6월중으로는 에너지업종 30%, 통신업종 16%, 케이블·위성 14%, 소매업종 10%*
*

통신업종 및 케이블 위성업종은 2020년중 부도규모 1위 2위 기업인 Frontier(167억
달러, 통신업), Intelsat Jackson(144억 달러, 케이블 위성)이 대부분을 차지
·

·

·

o

이에 따라 투기등급 회사채 및 레버리지론의 부도율*(최근 1년간 기준)은 각각
6.19% , 3.96% 로 전월 대비 각각 1.13%p, 0.52%p 상승
*

−

회사채부도율은 2010.3월 이후, 레버리지론부도율은 2015.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한편, 부도 처리된 회사채 및 레버리지론의 채권회수율(최근 1년간 기준)은 각
각 17%, 47%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각각 22%, 48%)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회사채1)·레버리지론 부도금액

회사채1)·레버리지론 부도율2)

주 : 1) 투기등급 회사채
자료 : JP Morgan

주 : 1) 투기등급 회사채 2) 최근 1년간 기준
자료 : JP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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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신용등급 조정 동향 ) 6월중 회사채 시장에서는 투자 및 투기등급* 모두 신
용등급 강등 기업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등급하향 추세가 완화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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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등급 회사채 신용등급 강등기업수: (3월) 125개 → (4월) 136개 → (5월) 45개 → (6월) 38개
** 다만, 등급상향 기업수도 감소하면서 등급하향 대비 상향기업 비율(최근 1년 기준)은 하락세가 지속

o

특히, 6월중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기업
(Fallen Angel)은 3개, 채권
규모는 21억 달러로 큰 폭 감소*
* Fallen Angel 개수/채권금액: (3월) 15개/1,158억 달러 (4월) 13개/182억 달러 (5월) 8개/217억 달러

n

1~6월중 Fallen Angel

채권규모는 1,910억 달러로 이미 역대 최고치를 경신

등급상향/등급하향 비율1)

연중 Fallen Angel 채권금액

주 : 1) 투기등급 회사채
자료 : JP Morgan

o

주 : 1) 투기등급 회사채 2) 최근 1년간 기준
자료 : JP Morgan

이와 같이 등급하향 추세가 완화된 것은 고용시장 지표 등에서 전반적인 미국
경제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주택 에너지 등 일부 업종에서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으로 분석(Goldman Sachs)
·

·

자동차판매 증가율1)

주 : 1) 전년동기대비
자료 : Goldman Sachs

신규단독주택 판매

자료: Census Bureau, Goldman Sachs

3/4

국제유가 동향

자료 : Goldman Sachs

평가)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연준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미국內 중소기업들의 부도위험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에너지 소매업 등 코로나19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높은 수
준의 부도 발생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향후 전망 )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경제가 저점을 지나 회복세로 돌아선 만
큼 향후 부도상황이 현저히 악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
□ (

·

*

* 2020년말 투기등급 회사채 부도율은 약 8% 수준까지 상승하겠으나, 과거 2001년
(12.2%)와 2008년(15.6%) 경기침체 수준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JP Morgan)
** 회사채 부도율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distressed debt(액면가 50% 이하로 거래)의 전
체 투기등급 회사채시장 점유율이 4월 5.9%에서 6월에는 절반 이하인 2.5%로 하락

o

다만, PPP 등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완료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코로나19의 급격한 再확산에 따른 각 주의 경제재개 일정 지연 및
영업중단 조치 재개가 늘어날 경우 취약업종 및 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리
스크가 다시 높아질 우려는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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