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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미국 기업 부실화 가능성 점검

◆ (검토 배경) 코로나19 이후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 유동성 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될 경우 미국 경제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코로나19 이후 미국 기업의 업종별 부실화 정도를 추정하고 기업 부실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최근 미국 기업 여건 및 업종·특성별 동향)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 유동성 부족 문제는 해소되고 있지만 개별 업황, 지원대상 여부에 따라
자금조달 여건이 차별화
신용등급별 회사채1) 신규 발행액

주: 1) 비금융회사 발행 회사채 기준
자료: Bloomberg

ㅇ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1)

주: 1) 잔존만기 1년 이상
자료: ICE Data Indices社, 미 연준

기업 여건을 주가, 회사채 금리 등 금융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에너지(원유, 석유제품 등) 산업재(항공, 기계장비 등) 경기소비재(숙박, 음식, 자동차 등),
기업특성별로는 고부채 저신용 저수익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
·

·

·

·

업종별1)·레버리지2)·수익성 지표 수준별 주가 변동률3)
( 업종별 )
( 레버리지 수준별 )
( 수익성 지표 수준별 )

주: 1) 점선은 기간 중 최대 하락률 2) 총부채/EBITDA 3) S&P 1500 업종별·기업특성별 중앙값 기준(6.3일 현재)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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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충격 후 취약기업군 추정 ) 기업재무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유
동성(liquidity) 및 채무상환능력(solvency) 위험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등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의 2019년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충격 이후 취약기업군을
추정하였으며 충격의 크기는 시장참가자들의 업종별 매출 전망을 활용

* S&P Compustat
,

ㅇ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등은 현금소진 위험기업 비중이 높아 단기 유
동성 충격에 취약하고 부채상환부담이 높은 편
*

*

ㅇ

보유중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매매증권과 영업활동으로 영업비용, 단기부채,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 EBIT/이자비용) 1미만 기업의 비중이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부실화 위험이 증대
·

·

현금소진 위험 · 고부채1) ·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비중 변화
(코로나19 사태 이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 1) 레버리지 비율(총부채/EBITDA) 6 이상 기업 2) 원의 크기는 업종내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
자료: 자체 추정

ㅇ

아울러 최근 취약업종들을 중심으로 고금리 투기등급 회사채 비중(distressed
debt ratio)이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어 동 업종들의 부도 및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증가
*

*

투기등급 회사채 중 동일 만기 국채 대비 금리 스프레드가 1,000bp 이상인 부채로 정의(S&P 기준)

고금리 투기등급 회사채 비중1)

주: 1) 투기등급 회사채 내 비중
자료: Bloomberg

고금리 투기등급 회사채의 업종별 구성1)

주: 1) 6.1일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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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부실화의 영향)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이들 업종 내에서 기업들의
도산이 증가하면 동 업종의 고용 생산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경기회복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이 여타 업종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경우 생산성이 낮은 좀비기업
(zombie firms)이 양산되거나 구조조정이 지연될 우려
ㅇ 또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부채 증가는 고용 및 신규투자 여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할 우려
·

업종별 고용규모(2019년) 및 실업률(‘20.5월)

기업 레버리지 비율1) 및 고정투자 증가율

주: 1) 실업률은 전체 운송장비 기준
2) 실업률은 보관업 포함
자료: 미 노동통계국

주: 1) 총부채/(기업이윤+이자비용+고정자본소모)
자료: 미 경제분석국,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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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미국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현금흐름이 크게
악화되자 인력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한편, 회사채 발행 확대 등으
로 현금을 확보하면서 경영난에 대처
ㅇ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3∼5월중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은 1990년 이래 최대 수준

□ 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실물경기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단기간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또한 기업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생산성
개선 및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업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경기회복 지연으로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될 경우 실물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기업의 업종별 부실화 정도를 주가, 회사채
스프레드, 기업재무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기업 부실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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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기업 여건 및 업종 특성별 동향

Ⅱ

·

1. 기업 여건

◇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기업 유동성 부족 문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 지원으
로 해소되고 있지만 개별 업황, 지원대상(투자등급 회사채) 여부에 따라 자금조달
여건이 차별화
◇ 기업 여건을 주가, 회사채 금리 등을 통해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에너지(원유,
석유제품 등)·산업재(항공, 기계장비 등)·경기소비재(숙박, 음식, 자동차 등), 기업특성
별로는 고부채·저신용·저수익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

□ 실물경기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모멘텀은 아직 미약한 상황
ㅇ 신규 확진자 및 양성 판정률이 5월 들어 하향안정세를 보이면서 대
부분 주 정부가 사업장 폐쇄 자택대피령 등을 해제
ㅇ 그러나 고빈도 지표들을 활용하여 추정한 경제재개 단계 는 6.3일 현재
최하위인 ‘1단계(경제재개지수가 50 이하)’에 머물러 있어 코로나19 이전
경제활동 수준(10단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

)

·

*

*

코로나19 확산 이전 경제활동 수준(2월 첫째주 기준)을 ‘100’으로 설정하고 이
커머스 미디어스트리밍 식당예약 택시 어플 사용량 등을 활용하여 경제재개
단계를 1(경제활동 수준 50 이하)부터 최대 10(경제활동 수준 100 이상)으로
추정(Goldman Sachs)
·

·

·

미국 코로나19 신규확진자1) 수 및 양성판정률

주: 1) 7일 이동평균
자료: The COVID Tracking Project

미국 경제활동 수준 및 경제재개 단계1)

주: 1) 6.3일 기준
자료: Goldman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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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3월 중순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준의
지원계획 발표 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회사채 시장은 투자등
급을 중심으로 발행량이 크게 확대
*

(

)

**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미국 기업부채 현황 참조
** 연준은 3.23일 도입된 PMCCF/SMCCF를 통해 회사채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투
자등급(일부 fallen angel 포함) 회사채를 최대 7.5천억달러 매입할 계획
*

ㅇ

「

」

회사채 시장의 신용경색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투기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는 투자등급에 비해 감소폭이 제한적
신용등급별 회사채1) 신규 발행액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1)

주: 1) 비금융회사 발행 회사채 기준
자료: Bloomberg

ㅇ

주: 1) 잔존만기 1년 이상
자료: ICE Data Indices社, 미 연준

회사채와 더불어 투기등급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레버리지론
은 금년 2월 이후 신규 실행이 급감하고 가산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상 여부에 따라 자금조달 여건이 차별화
신규취급 레버리지론 가산금리1)2)

레버리지론 신규 실행액

자료: S&P Global

주: 1) 3개월 LIBOR 대비
2) 일부 구간은 대출실적 미비 등으로 미집계
자료: S&P Global

-6/22-

<

참고 1>
미국 기업부채 현황

□ 미국의 기업부채(16.1조달러, ’19년말)는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되고 있는 가계
부문과 달리 증가세를 지속하여 GDP대비 비율(74%)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상승
ㅇ 구성을 보면, 저신용 기업의 주요 차입수단인 투기등급 회사채와 레버리지론
이 전체 기업부채의 약 20%(‘18년 기준)를 차지
*

*

부채수준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인수합병, 차환 등을 위해 차입한 대출.
이 중 상당수가 증권화(CLO)되어 대출 펀드 등이 인수
미 기업부채 구성1)

GDP대비 기업 및 가계 부채 비율

자료: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20.5월)

주: 1) 2018년 기준
자료: IMF GFSR(19.10월)

□ 고위험 기업부채는 금년 들어 레버리지론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이 늘면서
부채의 질이 악화
고위험 기업부채 증감1)

주: 1) 순발행 규모
자료: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20.5월)

고위험 기업부채 부도율1)

주 : 1) 직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부도율
자료: Moo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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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기업특성별 금융지표 동향

※ 현 경기상황과 향후 실물경제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가 신속히 반영되는 주가,
회사채 금리 등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이 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 업종별 에너지(원유, 석유제품), 경기소비재(숙박 음식 자동차 소매) 등의 주가
하락폭(1월말 대비, 업종별 변동률 중앙값 기준)이 여타 업종에 비해 컸던 반면
헬스케어(제약, 의료장비)·IT·필수소비재(식품 음료) 등은 주가 하락이 제한적
(

·

)

·

·

·

ㅇ

주가 하락폭이 컸던 업종들은 봉쇄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본격
화된 2/4분기에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업종별 주가1) 변동률2)

‘20.2/4분기 업종별 주당 매출액 예상1)

주: 1) S&P 1500 업체 중앙값 기준
2) 6.2일 현재, 점선은 기간 중 최대 하락률
자료: Bloomberg

ㅇ

주: 1) S&P 1500 업체 기준,
블룸버그 서베이 기준
자료: Bloomberg

에너지, 경기소비재, 산업재 등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향조정도 빠
르게 늘어난 가운데 에너지의 투기등급 회사채 스프레드가 대폭 상승
하면서 부도위험이 주요 업종 중 가장 높게 반영
업종별 신용등급1) 조정

주: 1) S&P 기준
자료: Bloomberg

업종별 회사채 스프레드1)

주: 1) 국채대비 OAS, 2020년 최고치
자료: Bloomberg, 자체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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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특성별 부채가 많고 현금 등 유동자산이 적으며 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 EBIT /이자비용)이 낮은 기업일수록 주가가 더 크게 하락
(

)

*

이자와 세금을 제하기 전 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s and Taxes)

*

ㅇ

기업규모별 로 보면, 매출액 및 종업원 수와 주가 변동간에는 상관관계
가 뚜렷하지 않음
*

*

연준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MSLP, 4.9일 도입)은 지원대상 기업을 매출액
50억달러 이하거나 종업원 1.5만명 이하로 규정
매출액 규모별 주가 변동률1)

종업원 수 규모별 주가 변동률1)

주: 1) 6.3일 현재, 중앙값 기준
자료: Bloomberg

ㅇ

주: 1) 6.3일 현재, 중앙값 기준
자료: Bloomberg

신용등급별로는 빅테크 5개 기업(FAMAA ) 외 기업들의 주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CDS 스프레드는 3월 급등 후
안정되었으나 신용등급간 차이는 이전보다 확대
*

등 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5.29일 현재
전체기업 시가총액의 를 차지

* Facebook, Apple, MS, Amazon, Alphabet
5
5.6
S&P500
21.4%

조달러로

S&P500 및 FAMAA 주가 지수1)

신용등급별 회사채 CDS 스프레드 지수1)

주: 1) Facebook, Apple, Microsoft, Amazon,
Alphabet의 주가를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
자료: Bloomberg, 자체 시산

주: 1) IHS Markit CDX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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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채 수준별로 보면 레버리지(총부채/EBITDA ) 비율이 6을 상회하는
고부채기업의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반면 6 미만 기업의 주가 하락
폭은 제한적이어서 차별화가 뚜렷
*

*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제하기 전 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s
and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유동자산 보유 수준별로는 현금 등 유동자산의 유동부채 대비 비율
(당좌비율)이 낮을수록 주가 하락폭이 확대
레버리지1) 수준별 주가 변동률2)

당좌비율(Quick ratio)1) 수준별 주가 변동률2)

주: 1) 총부채/EBITDA
2) 6.3일 현재, 중앙값 기준
자료: Bloomberg

ㅇ

주: 1) (현금+시장성증권+매출채권)/유동부채
2) 6.3일 현재 , 중 앙 값 기 준
자료: Bloomberg

수익성 수준별로는 당기순이익(‘19.2/4 ~ ‘20.1/4분기 중 이익 합계)이 마이
너스인 기업의 주가는 대폭 하락
*

*

장기적인 기업가치보다 생존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short-termism‘이 우세한 가
운데 현금 유동성 확보 경쟁 및 당기순이익 중시 경향이 강화
·

― 이자보상배율로 볼 경우 동 배율이 1미만인 기업의 주가 하락폭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남
수익성 지표 수준별 주가1)2)

주: 1) S&P 500 기준
2) 6.3일 현재, 중앙값 기준
자료: Bloomberg

이자보상배율(ICR)1) 수준별 주가

주: 1) EBIT/이자비용, 6.3일 현재, 중앙값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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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 후 취약기업군 추정

Ⅲ

19

※ S&P Compustat의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충격 이후 취약기업군을 추
정하였으며, 충격의 크기는 시장참가자들의 업종별 매출 전망을 활용. 자세한 추정
방법은 <참고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미국 취약기업군 추정 방법 참조
「

」

◇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등은 단기 유동성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부채상환부담이 높은 편이며 이자보상배율(ICR) 1미만 기업도 다수여서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유동성) 에너지(원유, 석유제품 등), 경기소비재(숙박, 음식, 자동차, 소매 등), 산업재
(항공, 기계장비 등) 등은 단기 유동성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이며 투기등
급·중소기업 위주로 유동성 위험이 큰 것으로 추정

□ 매출 급감, 자금조달시장 경색 등으로 현금보유 수준이 낮거나 자금시장
에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 현금소진 위험이 증대
ㅇ 외부 자금조달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분석대상 기업의 22.2%가 부채
상환, 운영자금 소요 등으로 보유 현금이 1년 내 소진 되어 단기 유
동성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추정
*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4분기 매출액 전망과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탄성치
를 적용하여 단기 현금흐름 변화를 추정하고, BIS(2020)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매매증권 매출액–영업비용–단기부채–이자비용 인
기업을 현금소진 위험기업 으로 분류
# 비상시에는 운전자금 부족이 비록 일시적이고 소액일지라도 영업중단은 물론
흑자도산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
*

+

+

< 0

#

― 업종별로는 에너지 경기소비재 유틸리티 산업재, 기업특성별로는 저
신용 중소기업의 현금소진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 가운데
일부도 현금소진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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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현금소진 위험기업 비중1)

신용등급별1) · 규모별2) 현금소진 위험기업 비중

주: 1) 각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자체 추정

ㅇ

주: 1) S&P 신용등급 기준
2) 중소기업은 연준 중소기업 지원대출
프로그램(MSLP) 지원 대상 기준
자료: 자체 추정

다만 단기 유동성 충격에 취약한 기업 중 투자등급 또는 대기업은 회
사채 발행을 통해 현금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실제 유동성 위험에
처한 기업은 주로 투기등급 중소기업일 것으로 보임
·

(채무상환능력) 산업재, 에너지, 경기소비재 등은 고부채기업이 여타 업종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어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편

□ 현금확보를 위한 차입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더딜 경우 고부채기업 (레버리지 비율 6 이상)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될 우려
*

*

ㅇ

미 연준, S&P 등은 기업 신용평가시 레버리지 비율(총부채/EBITDA)을 핵심 지표
로 활용하고 있는데, 동 지표가 6 이상인 경우를 위험군으로 인식

기업들이 부족한 자금을 전액 부채로 조달 한다고 가정할 경우 금년
중 고부채기업 비중이 전년대비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19년
*

→ ’20년 18.9%)
* 업종별 향후 12개월 매출액 전망을 적용하여 업체별 최종 자금부족 규모를 추정. 투자
등급 기업의 경우 단기부채를 차환하는 것 외에도 향후 자금수요에 대비해 추가로 부
채를 늘리는 것으로 가정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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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채기업 비중은 업종별로는 산업재 에너지 경기소비재 등을 중심
으로, 기업특성별로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 없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
·

업종별 고부채기업 비중 변화

신용등급별·규모별 고부채기업 비중 변화

자료: 자체 추정

ㅇ

·

자료: 자체 추정

레버리지 비율(총부채/EBITDA)이 높을수록 부채상환부담이 커지고 신
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 이 높아 향후 고부채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
*

등 신용평가사들은 레버리지 비율이 6 이상인 기업들을 대체로 투기
등급 가운데 B~C등급으로 분류

* Moody‘s

― 투기등급 강등 후에는 하향조정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 어려움이 가중
신용등급별 레버리지 비율 분포(2018년)

자료: Moody’s

신용등급별 하향조정 확률1)

주: 1) 향후 1년간 해당 등급에서 하향조정
될 확률
자료: Moo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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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동성(liquidity) 및 채무상환능력(solvency) 위험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등이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해 보이며, 동 업종을 중심으로 부도
및 신용등급 강등이 증가할 우려

□ 코로나19 충격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
배율 1미만 기업의 비중이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늘
어나면서 부실화 우려가 증대
*

·

·

업종별 향후 12개월 매출액 전망을 적용하여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증가한 부채
에 대한 추가 이자비용을 고려
ㅇ 금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비중(분석대상기업 기준)은 전년대비
*

포인트 늘어난 11.9%에 달할 것으로 추정
ㅇ 업종별로는 에너지 (37.1%), 산업재(18.3%), 경기소비재 (8.3%)에서 이자
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동 업종들은 현금소진 위험(단기 유동성 상황) 기업과 고부채기업(채무
상환능력) 비중도 여타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
7.0%

현금소진 위험 · 고부채 ·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비중 변화
(코로나19 사태 이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 1) 원의 크기는 업종내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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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최근 취약업종들을 중심으로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어 동 업종
들의 부도 및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증가
ㅇ 부도율의 선행지표로 알려진 고금리 투기등급 회사채 비중(distressed
debt ratio)이 3월 들어 크게 상승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취약
업종인 에너지 경기소비재 산업재가 65%를 차지
*

·

*

·

투기등급 회사채 중 동일 만기 국채 대비 금리 스프레드가 1,000bp 이상인 부채
로 정의(S&P 기준)

―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금소진 또는 고부채기업이 보유한 부채
(회사채와 대출)가 전체 분석대상 부채의 27.1%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에너지 경기소비재 산업재가 74.5%를 차지
·

·

고금리 투기등급 회사채 비중1)

주: 1) 투기등급 회사채 내 비중
자료: Bloomberg

ㅇ

고금리 투기등급 회사채의 업종별 구성1)

주: 1) 6.1일 기준
자료: Bloomberg

또한 신용등급 기준으로 보면 부도가 임박(CCC+ 이하)한 투기등급 기업
의 약 80%, 투기등급 강등 직전(BBB∼BBB-)인 투자등급 기업의 약 40%가
에너지, 경기소비재 등 취약업종인 것으로 파악
부도임박1) 기업의 업종별 구성2)

투기등급 강등 직전1) 기업의 업종별 구성2)

주: 1) S&P 신용등급 기준 CCC+ 이하
2) 5.29일 기준
자료: Bloomberg

주: 1) S&P 신용등급 기준 BBB~BBB2) 5.29일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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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 부실화의 영향

◇ 취약업종 내에서 기업들의 도산이 증가하면 동 업종의 고용·생산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경기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여타 업종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경우 생산성이 낮은 좀비기업
이 양산되거나 구조조정이 지연될 우려

□ 상대적으로 취약한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업종은 향후에도 주가 약세,
부도율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
ㅇ 업종별 취약도(현금소진위험 기업 비중과 고부채기업 비중을 고려)는 주가 및
회사채 스프레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업종은 유가 급락 충격과 셰일 산업 부실 등으로 취약도에
비해 투기등급의 회사채 스프레드가 더 높게 반영
·

·

업종별 취약도1) 및 주가 변동률2)

업종별 취약도1) 및 투기등급 회사채 스프레드2)

주: 1) 현금소진 위험기업 및 고부채기업 비
중을 표준화하여 평균
2) 해당 업종의 중앙값 기준
자료: 자체 추정

주: 1) 현금소진 위험기업 및 고부채기업
비중을 표준화하여 평균
2) 동일만기 국채금리 대비 스프레드
자료: 자체 추정

□ (경기회복 부정적 영향) 경기소비재 산업재 에너지는 미국 경제에 직 간접적
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기업들이 도산할 경우 경기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여타 업종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우려
·

-16/22-

·

·

경기소비재 업종인 음식 숙박, 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과 산업재 업
종인 항공 등 운송서비스는 고용 규모가 큰 편
ㅇ 자동차 및 부품 , 기계장비 전기장비, 에너지 원유 석유제품의 부가
가치유발계수가 전업종 평균을 상회하여 동 업종내 기업들의 도산 증
가가 생산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이 클 가능성
ㅇ

·

·

·

·

업종별 고용규모(2019년) 및 실업률(‘20.5월)

주: 1) 실업률은 전체 운송장비 기준
2) 실업률은 보관업 포함
자료: 미 노동통계국

ㅇ

업종별 부가가치유발계수(2018년)

자료: 미 경제분석국, 자체 계산

또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부채 증가는 고용 및 신규투자 여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할 우려
기업 레버리지 비율1) 및 고정투자 증가율

주: 1) 총부채/(기업이윤+이자비용+고정자본소모)
자료: 미 경제분석국,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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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레버리지 비율 및 고용1) 증가율

주: 1) 농림어업 및 공공부문 제외
자료: 미 노동통계국

□ (좀비기업 양산)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생산성이
낮은 좀비기업 이 양산되거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
이 커지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가능성
*

*

ㅇ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 기업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이 어렵고 성장이 불가능한 기업
으로 연속된 기간(2~3년) 동안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을 지칭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상당수(분석대상 기업의 68.4%)가 정책당국의
자금지원 대상으로 추정 되어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좀비기업이 늘어날 우려
*

*

ㅇ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중 2019년 종업원 수 15,0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달러 미만이고 레버리지 비율(총부채/EBITDA)이 6배 미만인 기업

좀비기업 퇴출이 지연되면 동 기업들이 소유한 자원이 효율적인 기
업으로 배분되지 못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
*

가 14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좀비기업 비중이 1% 증가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p 하락

* BIS(2018)

― 분석대상기업중 산업재와 에너지의 경우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이 소유한 유형 무형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가 회원국중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좀비기업의 생산
자본 보유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

* OECD(2017)

업종별 ICR 1미만 기업 및 MSLP1) 지원대상 비중 업종별 ICR 1미만 기업이 소유한 유무형자산 비중

주: 1) 연준 중소기업 지원대출프로그램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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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체 추정

Ⅴ

종합 평가

□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미국 기업의 유동성 부족 상황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소되고 있지만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업종, 고부채 저신용 저
수익 기업의 금융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추정
·

·

·

·

□ 미국 기업의 재무데이터와 매출 전망을 이용하여 업종별 취약성을 분
석한 결과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
·

ㅇ

·

이들 업종은 단기 유동성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부채상환부담이
큰 데다 상환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규모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미국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가중
ㅇ

ㅇ

상대적으로 취약한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업종은 부도율 상승 및
신용등급 강등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
·

·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업종의 부실 심화는 실물경기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부진이 지속
될 경우 좀비기업을 양산할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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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미국 취약기업군 추정 방법

□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정도는 업종별로 상이
ㅇ 업종별 매출액은 시장참가자의 전망치를 활용하고, 영업비용은 업종별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탄성치를 고려하여 영업이익을 추정
―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비해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
□ BIS(2020)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981개 분석대상기업들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현금소진 여부, 레버리지 비율, 이자보상배율 변화를 추정
ㅇ 현금소진 여부의 경우, 매출액 충격에 따른 영업비용 변화를 추정하여
보유중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매매증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매
출액으로 영업비용, 단기부채,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
*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산 + 단기매매증권 + 매출액 - 영업비용 - 단기부채 - 이자
비용 < 0인 기업을 현금소진 위험기업으로 분류

― 단기 유동성 위험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4분기의 업종별 매출
액 전망을 적용하여 추정
ㅇ 레버리지 비율의 경우, 향후 12개월 매출액 전망치를 적용하여 필요 자금
수요를 추정하되 투자등급 기업들은 단기부채 차환 외에도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부채를 더 늘린다고 가정
― 이자보상배율 변화 추정시 부채 증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안
미국 기업 주당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1)

주: 1) S&P 1500 업체 기준
자료: Bloomberg

업종별 매출액 전망1)

주: 1) S&P 1500 업체 기준, 블룸버그 서베이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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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업종 분류는 Bloomberg 금융지표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블
룸버그 산업분류체계(BICS)를 적용
BICS1) 산업분류표2)
업 종

세부업종

대표기업

석유 및 가스, 정제·마케팅, 신재생 에너지 등

Exxon Mobil, Chevron,
ConocoPhillips, Kinder
Morgan, EOG Resources

경기소비재

자동차 및 부품, 의류 및 섬유제품, 가정 및 사무
용품, 음식·숙박, 소매업(슈퍼마켓, 약국 등 제외),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등

General Motors, Ford
Motor, Amazon,
McDonalds, Nike, Marriott,
Hilton

필수소비재

식품 및 음료, 대형 할인점, 슈퍼마켓, 약국 등

Walmart, Costco,
Coca-Cola, PepsiCo, Estee
Lauder

산업재

항공기, 전기장비, 기계장비, 운송, 폐기물·환경서비스
등

Boeing, Lockheed Martin,
General Electric

헬스케어

생명공학, 헬스케어 시설 및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의료장비 및 기기제조업, 제약

Johnson&Johnson, Pfizer,
UnitedHealth

원자재

금속, 화학, 건설자재, 컨테이너 및 포장, 종이제품
등

Dupont de Nemours, Air
Products & Chemicals,
Sherwin-Williams

커뮤니케이션

유·무선 정보통신 서비스, 인터넷 미디어, 출판, 케이블·
위성, 엔터테인먼트, 광고·마케팅 등

Alphabet, Twitter,
Facebook, Fox, Discovery,
Expedia

IT

통신장비, 디자인·제조·유통, 하드웨어, 반도체, 소프
트웨어 & 서비스

Apple, Microsoft, Intel

전력, 수도 등

Nextera Energy, Duke
Energy, American
Electricity

에너지

유틸리티

주: 1) 기업의 활동을 크게 10개 부문(금융 포함)으로 분류
2) 금융업 제외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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