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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이클 기반 투자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유 

사람은 일반적으로 최근 정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일 중에서 최근 

접한 뉴스나 논평, 소셜 미디어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은 몇 가지나 되나요? 아마 꽤 많을 것입니다. 삶에서나 투자에서나 

최근 정보가 우리의 태도나 결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BARINGS INSIGHTS

사모대출 투자자가 흔히 
저지르는 4가지 실수 및 

이를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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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기적으로 낮은 상대 손실률—내재 연간 손실률 (2007–2017)

자료:  Fitch Ratings, Reuters LPC. 2018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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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대출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대출 매니저(비은행)가 매력적인 투자 수익률의 실현을 위해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사모대출 시장은 사모대출이라는 명칭 외에도 직접대출, 비은행 대출, 미들마켓(중견기업 대상 시장) 

대출, 스폰서형 대출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앞서 사람들이 최근 정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저널리즘) 산업의 매출만큼이나 변동성이 

큰 사모대출 관련 뉴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일부에선 사모대출 투자를 ‘샹그릴라’(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제임스 힐튼의 소설 속 이상향의 도시)와 같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부채 관리 능력이 뛰어난 미들마켓 기업 대출을 통해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적인 위험조정 수익률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운용자산(AUM) 확대에 적극적인 사모대출 매니저는 신규 자금 

모집에 주력합니다. 다른 한 편에선 업계 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대출약관이 느슨해져 미래 손실이 불어날 것이라는 

비관론도 존재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자극적인 기사의 구독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모대출 투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쪽에 있든, “하이일드 채권이 옥시코돈이었다면 사모대출은 펜타닐”이라거나,  

“사모대출 붐, 끝이 보이지 않는다”와 같은 선정적 기사의 내용을 무시해버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타이틀의 기사가 

사모대출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옥시코돈(Oxy), 펜타닐(Fentanyl): 마약성 

진통제) 

이처럼 과장 섞인 기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뿌리”보다는 “열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근절(뿌리)

이 아닌 증상(열매)에 매달리듯, 최근 이슈(열매)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록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이슈(

뿌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은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본 보고서는 약간은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미해 사모대출 시장을 좌우하는 이슈(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 

대형 기관투자자로부터 소규모 투자자문업자(RIA)에 이르기까지 사모대출 투자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짚어봅니다. 이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본 자료에서 베어링은 사모대출 투자에 대한 양 

극단적인 시각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실수 #1: 과거는 다가올 미래의 서막(과거 유효했던 전략이 미래에도 되풀이될거라는 
단정) 

대형 기관투자자에게 사모대출 투자의 주된 이유에 대해 묻는다면 아마도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미래에도 사모대출이 

매력적인 위험조정수익률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투자자와 크레딧 매니저 모두 미들마켓이 

BSL(broadly syndicated loans) 대비 내재 연간 손실률이 낮은 점에 주목합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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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장기적으로 낮은 레버리지 — 시장 부문별 LBO 레버리지

그림 3:  미들마켓 M&A는 대기업보다 빠르게 회복 — 2007년 고점 대비 M&A 거래액

자료:  Reuters LPC. 그림 2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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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은 시각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습니다. 1) 우월한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근원적 이슈와 2) 

해당 근원적 이슈가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Refinitiv 데이터에 따르면, 과거 사이클 당시 총 레버리지는 미들마켓 거래의 

경우 최고 5.5배였으며, 대기업 거래는 최고 7배 이상에 달했습니다(그림 2).

지난 2007년 고점 대비 M&A 거래액을 보면(그림 3), 사모대출을 대변하는 미들마켓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부채를 리파이낸싱 

또는 상환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M&A 거래가 급속하게 회복됐습니다. 반면, 대기업 M&A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약 2년이 더 소요됐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미들마켓 기업들의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부채의 리파이낸싱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고 손실을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다릅니다. 현재 미들마켓 레버리지는 BSL 시장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미들마켓 하위시장에서도 레버리지 

수준이 상승했습니다. 절대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대기업과 미들마켓 거래 모두 커버넌트와 구조적 보호장치가 과거 사이클 대비 약화됐다는 점입니다. 

커버넌트는 손실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최근의 커버넌트 패키지 약화는 향후 디폴트 수준 및 궁극적인 회수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커버넌트 디폴트가 일어나기 전에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변화하므로 과거가 다가올 미래의 서막이며 과거 경기침체 때 유효했던 전략이 오늘날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는 (투자자가 얼마나 노련하든 간에)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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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2: 운용 규모에만 의존해 매니저 역량 차별화 

투자자는 흔히 사모대출 운용 규모(AUM)만을 기준으로 매니저 역량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니저의 운용 규모가 

클수록 굵직한 사모거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뜻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근원적인 이슈 파악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시장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규모의 이점도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순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사모대출과 같은 딜 소싱 산업에서는 투입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매니저는 자기자본투자 사업보다는 자산운용 사업을 위한 

대출 실행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투자자는 사모대출 매니저의 자기자본투자 능력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자가 사모대출 매니저의 역량을 평가한다면, 사실상 매니저의 투자운용 능력보다는 자금 모집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많은 사모대출 매니저가 자금 모집에 있어 거둔 성과는 상당합니다. Refinitiv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사모대출 플랫폼은 37개 이상에 달합니다. 

분별 있는 투자자라면 규모 외에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모시장에서 일정 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차별화는 투자 상품 및 사모대출 자산의 다양성에서 비롯됩니다. 가진 것이 망치 뿐이라면 모두 못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사모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지 상품(예를 들어 대기업 대상 유니트랜치)

에 대한 획일적 집중은 매니저와 최종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참고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단일성은 자산의 가격 결정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업계에서는 “비유동성 자산이 담긴 상품을 유동 상품과 

비슷한 조건의 유동적 가격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대출기관은 증권을 매도할 수 없는 위험, 

즉 비유동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출의 가격과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쉽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매니저가 자기자본투자(고유계정 투자)에서 크레딧 자산운용업(보수를 받고 타인을 대신해 투자)으로 

이동함에 따라 비유동성에 따른 스프레드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의 대출 스프레드 추이를 보면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납니다. 

지난 2018년 3분기를 보면 시장 우려로 인해 유동적 대출의 스프레드가 확대됐습니다 (그림 4). 당시 BSL은 미들마켓 대비 

기업들의 EBITDA가1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가 약 LIBOR+600에 달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상당수 미들마켓 

거래들은 비유동성에도 불구하고 LIBOR+475에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림 4: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참고할 때 효율적인 가격 결정이 가능  
자본구조별 미들마켓 스프레드의 분기 추이

자료:  Refinitiv LPC. 2019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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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가 다양한 유동적 및 비유동적 크레딧 상품의 

역사적 스프레드를 고려하지 않고 사모대출 실행에만 집중한다면 

적정한 상대가치 판단 및 대출 가격 책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검토없이 근시안적인 매니저는 전체 사모대출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책정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투자자들은 다양성을 통한 매니저 역량의 차별화를 

간과한 채 사모대출과 전체 사모시장에 존재하는 위험/수익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사모대출 투자는 대부분 회사채(기업대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동일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차별적인 투자 결과를 원한다면, 사모대출의 

정의를 기업대출로만 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모시장 

규모는 공모시장의 약 50% 수준으로 소비자 대출, 사모 ABS(

자산유동화증권), 모기지 등 고유의 위험/수익 특성을 가진 다양한 

세부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사모대출 투자는 

기업대출을 뛰어넘는 다양한 자산군에서 투자기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자기자본 투자자는 가격 반영이 적절하지 않은 비유동성 

리스크를 기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다양성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모대출과 관련한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할수록 가시성은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최종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미들마켓 거래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전체 그림에 대한 고려 

없이 가격이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매니저가 다양한 유동적 및 비유동적 크레딧 상품의 역사적 

스프레드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모대출 실행에만 집중한다면 

적정한 상대가치 판단 및 대출 가격 책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니저는 유동성 프로파일이 동일한 상황에서 

스프레드가 더 높은 고등급 BBB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가 아닌 스프레드 폭이 더 낮은 B등급 사모대출 (1순위 리스크)

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림 5). 관련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 5:  전체 그림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이 결정되어서는 안됨—과거 3년 스프레드 (확대/축소/현재)

미국과 유럽 CLO 스프레드 자료: J.P. MORGAN. 2019년 10월 31일 기준. 신규 발행 CLO 스프레드는 매니저간 차등화(TIERING)를 
감안하기 위해 스프레드 범위의 중간값을 반영. CMBS와 서브프라임 오토 스왑스프레드 자료: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2019년 11월 1일 기준. 회사채 스왑스프레드 자료: BARCLAYS. 2019년 10월 31일 기준. 미국과 유럽 대출 스프레드 자료: CREDIT 
SUISSE. 2019년 10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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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생각보다 규모가 큰 사모채권시장 
공모채권 시장과 사모채권시장 비교* (2018년)

S료: BLOOMBERG, BARCLAYS,  CREDIT SUISSE, REFINITIV, CUSHMAN & WAKEFIELD,  BARINGS 추정치.
*합계에 국채 또는 전통적인 은행대출은 불포함.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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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자산유동화

투자등급 회사채 투기등급 상업용 모기지

주거용 모기지 실물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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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시장공모시장

요구 ROA (%) =

1 + 레버리지

[(기본 보수 + 판관비 + 이자비용) x (1 + 레버리지)]+
기대 ROE + 대출 손실

1 – 성과 보수

실수 #3: "스테이크(steak: 매니저의 사모대출 역량)"보다 "씨즐(스테이크 지글거리는 
소리(sizz le)·정성적 지표)"에 주목

투자자에게 왜 특정 사모대출 매니저와 투자해야 하는가 묻는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 올 것입니다:

• “우리는 PE 스폰서들과 신뢰 관계를 쌓고 있다” 

• “우리의 프라이빗 에쿼티 스타일 실사 방식은 독보적이다”

•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으며 해당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다”  

• “우리는 모든 딜 플로우를 독점적으로 발굴한다”

• “우리의 헤어 스타일은 멋지며, 스폰서들이 우리를 매우 좋아한다”

물론 마지막 예는 농담이며, 요점은 끝도 없는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위의 예시 가운데 투자자가 

매니저 간 퀄리티를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량적 현상을 정성적 지표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정성적 지표는 보고 듣기에 좋다는 측면에서 “씨즐(sizzle 스테이크를 구울 때 나는 지글지글 

소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결정을 위해 투자자는 기본적인 수학 지식과 이해관계 일치(alignment)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해관계 일치에 대해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많은 매니저들이 자기자본투자에서 크레딧 

자산운용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이해관계 일치는 매니저가 보유한 자산이 자사 대출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 

내 자산과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매니저는 투자자와 동일하게 손실 또는 이익을 실현하며 실제로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요리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크(매니저의 사모대출 역량)”의 정량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보수와 인센티브 체계, 즉 수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력 

또한 요구됩니다. 투자자가 매니저에게 몇 퍼센트의 수익률 실현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예를 들어 어떤 

사모대출 매니저는 9% 실현 가능), 이 같은 질문은 투자 전략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니저가 약정된 9% 수익률 실현을 위해 얼마에 대출을 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접근하게 만듭니다. 투자자는 간단한 수학을 통해 약정 수익률 실현에 

수반되는 기저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구 ROA(return on assets · 투자원금 대비 순이익률)의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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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대출 매니저 A가 8%의 목표 수익률(yield)을 추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용보수는 투자원금의 150bps이며, 

성과보수는 지급기준(허들레이트) 6% 이상 수익 초과분의 

20%이며 풀 캐치업(100% catch up) 방식을 적용합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매니저 A가 8%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손실없이 영구적으로 LIBOR+593에 자산을 대출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1순위 선순위 대출 금리가 LIBOR+475라면, 매니저 A

는 투자자 기대 충족과 함께 운용보수의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대출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 매니저 B는 8%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만, 원금 대비 

137.5bps의 운용보수와 허들레이트 8% 이상 수익 초과분의 

20%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풀 캐치업 방식을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니저 B는 LIBOR+497에 대출을 하더라도 매니저 

A와 같은 순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분별 있는 투자자라면 

LIBOR+497에 투자하는 것이 LIBOR+593에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낮음을 간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두 매니저의 

요구 ROA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로 

보수와 인센티브 체계에 있습니다. 보수구조가 매니저에게 윈윈 win-

win(또는 투자자에게 루즈루즈lose-lose) 시나리오로 왜곡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위 시나리오의 수많은 변형을 

일일히 다루기는 어렵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분명한 점은 수학에 

기반한 정량적인 접근법을 통해 “스테이크(매니저의 사모대출 

역량)”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매니저 B가 200bps의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는 끔찍한 결과지만, 분별 있는 투자자들은 다른 매니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매니저 B 대비 

얼마만큼의 손실을 덜 내야 하는지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아래 

표가 보여주듯이 매니저 B가 200bps를 잃었을 경우 매니저 A

는 103bps만 잃어야 펀드 자기자본 대비 높은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매니저 A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의 대출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면 훨씬 높은 

스프레드에 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차별화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분별 있는 투자자들은 매니저 B가 200bps를 잃었다면 

다른 매니저들도 비슷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운전을 잘하는 지를 

물어보면 (수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손을 드는 

것처럼, 모든 매니저가 좋은 운전자인 것은 아니며 따라서 “씨즐”

을 경계하고 “스테이크(즉, 수학/성과보수)”를 바탕으로 투자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BARINGS.
*스프레드는OID 1.5 포인트 가정.
단순 참고용. 상기 제시되지 않은 다른 요인과 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미래 결과를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 8:  보수 시나리오별로 높은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크레딧 알파 

운용 보수

주선 

선불수수료 성과 보수 허들 레이트

8% ROE를 위해 

필요한 자산 

스프레드*

운용보수 (펀드 

자기자본 대비 %)

매니저 B가 200bps를 잃었을 경우 다른 

매니저들은 다음과 같은 손실을 내야 높은 

보수를 정당화할 수 있음

매니저 A 1.50% 없음 20.% 6% 593 6.1% 103 bps

매니저  B 1.38% 없음 20% 8% 497 3.8% —

매니저  C 1.38% Y, 50% 20% 8% 528 4.4% 175 bps

매니저  D 0.15% 없음 12.5% LIBOR 426 2.1% 273 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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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 4: 선순위가 항상 선순위일 것이라는 착각  

마지막 실수는 앞서 설명한 수학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모대출 투자자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리스크로 가장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모대출시장의 경우 투자자는 리스크를 자본구조상 변제순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순위 대출은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되어 손실 위험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모대출 투자자는 1

순위 선순위 담보대출에서 고수익을 추구합니다(손실 발생률이 가장 낮은 부채로부터 가장 높은 수익률 추구). 역사적으로 

미들마켓 대출 중 1순위의 손실률은 전 크레딧 사이클 동안 30-50bps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앞서 첫번째 실수에서 

지적했듯이 과거의 결과가 미래를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의 일치와 수학 측면에서 적절한 유인을 갖추지 않은 사모대출 매니저들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실현을 위해 

LIBOR+500(혹은 600) bps 이상의 스프레드에 자산을 대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니저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1.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 대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의 이해보다 높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2. 우량한 선순위대출을 적정한 가격에 실행하면서도 투자자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운용 보수를 삭감합니다. 

3. 진정한 선순위 담보대출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합니다. 즉, 표면상으로는 선순위 대출이지만 기초 펀더멘털은 후순위에 

가까운 대출을 합니다.

위의 세가지 옵션 중에서, 적절한 대출 실행을 위한 올바른 유인을 확보하기 보다는, 리스크의 “재정의”라는 손쉬운 옵션을 

선택하는 매니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림 9는 2순위 대출 투자가 하위에 있는 진정한 1순위 선순위 투자 사례를 보여줍니다(기업 A). 평균적으로 적절하게 실행된 

1순위 자산의 기대 회수율은 67%입니다. 전통적인 1순위/2순위 구조를 가진 기업 A는 1순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이 약 44%입니다. 기업 B의 경우 대주가 (2순위 대출 없이) 100% 선순위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전히 선순위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순위 대출의 리스크 특성은 다릅니다. 기업 B가 기업A와 동일한 기업가치에 청산되기 위해서는 

“선순위” 대주가 기업 A의 선순위 대주보다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액이 더 크고 대출 구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그림 9:  유니트랜치와 1순위/2순위 간 회수율 비교 
기대 회수/손실 

67% 회수율*1억 2천만 달러 = 8천만 달러 회수

EBITDA 3천만 달러

1순위 대출 1억 2천만 달러 (4배)

기업가치 2억 7천만 달러 (9배)

44% LTV

기업 A (일반)

8천만 달러/1억 5천만 달러 = 53% 회수율

EBITDA 3천만 달러

1순위 대출 1억 5천만 달러 (5배)

기업가치 2억 7천만 달러 (9배)

55% LTV

기업 B (유니트랜치)

자기자본

+42%

33% 손실

67% 회수

47% 손실

53% 회수

자기자본

2순위

1순위
유니트랜치

자료: Thomson Reuters LPC. 단순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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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리스크 재정의’의 위험을 완화하려면, 우선 투자자는 이해관계의 일치를 1차 방어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매니저가 해당 대출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선순위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재정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2차 방어선으로 성과보수 체계를 통해 매니저에게 제공되는 자유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 투자자는 수학이 제대로 성립하는지, 즉 매니저가 리스크의 재정의가 아닌 적절한 대출 

실행을 통해 요구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 있는 투자자들은 선순위 대출구조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후순위 성격을 가진 대출의 가격이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채비율 당 스프레드를 통해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거래 내 레버리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부채비율이 전통적인 선순위 구조의 부채비율인 4.5배를 

초과할 경우 매니저가 이러한 추가 레버리지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순위가 항상 선순위인 것은 아닙니다.

결론

본 보고서는 오늘날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나는 뉴스 사이클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모대출은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이며, 장기간에 걸쳐 우수한 위험조정수익률을 

시현해왔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다르며, 새로워진 환경에서의 투자 장애 요인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거의 틀과 도구를 갖춘 매니저와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 언급한 

실수들이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든 실수를 담고있진 않지만, 끊임없이 시장에서 되풀이되는 실수들입니다. 

존 벅(Jon Bock), CFA
매니징 디렉터, 글로벌 프라이빗 파이낸스 그룹  

베어링의 최고재무관리자(CFO) 이자 베어링 글로벌 프라이빗 파이낸스 그룹의 매니징 

디렉터인 존 벅 CFO는, 2018년 베어링에 입사했습니다. 그 전에는 Wells Fargo 

Securities 에서 매니징 디렉터이자 Business Development Companies (BDCs) 

분야 전문 수석 주식 애널리스트로 근무했습니다. 존 벅 CFO는 2006년부터 BDC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주요 BDC 분기 리서치 출판물인 BDC Scorecard의 주요 

저자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존 벅 CFO의 리서치 자료는 종종 Wall Street Journal, 

Barron’s 와 같은 주요 경제전문지에 개제됐습니다. Wells Fargo 근무 전에는 Stifel 

Nicolaus & Company 및 A.G. Edwards Inc 에서 스페셜티 파이낸스(specialty 

finance)를 담당했습니다. 존 벅 CFO는 2006년 셀 사이드(sell-side) 리서치 입문 전 

일리노이주 섐페인 소재 Busey Wealth Management 에서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애널리스트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금융 학위를 취득했으며, CFA 

Institute의 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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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0-0307호(2020.03.12~2021.03.11)

3,387억 달러 (392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베어링자산운용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투자 니즈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액티브 투자 및 딜소싱(Direct 

Origination)을 통해, 공모 및 사모 시장에서 차별화된 투자기회 및 혁신적인 투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베어링운용은 세계적인 생명보험회사 매스뮤추얼의 자회사로, 북미 및 유럽, 아태 지역에서

 선도적 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ARINGS.COM

*2019년 12월 31일 기준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