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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의 레버리지론 보유 및
투자자 유형별 CLO 투자 현황

□ 미국내 레버리지론 급증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됨
에 따라 레버리지론의 50% 이상을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및 CLO 투자기관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
으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
* 자세한 내용은 “미국 기업의 고위험부채 현황 및 평가”(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19.4월) 참조

o CLO는 2012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8년말 6,170억 달러
까지 증가하였다가 금년 들어서는 소폭 감소하여 2019.3월말 현재
6,058억 달러를 기록
o 신용평가회사, 데이터 전문 판매기관 등이 CLO 관련 자료를 판매하고
있으나 포괄범위 등이 제한적인데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
⇒ 이런 배경에서 연준은 CLO 발행기관의 레버리지론 보유 및 투자자 유
형별 CLO 투자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관련 데이터를 2019.9월
발표된 Financial Account에 반영하기 시작
* Who Owns U.S. CLO Securities?(19.7월),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in the
Financial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1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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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O 발행기관의 레버리지론 보유 현황*
*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in the Financial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FRB,
19.9월)의 주요내용을 정리

□ CLO를 발행하는 특수목적회사(이하 “CLO 발행기관”)는 레버리지론을 인수
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CLO를 발행하는데 절세 목적 등을 위해 소득
세가 없거나 적은 지역에 설립되어 있음
o 역외(offshore)의 경우 케이만 군도, 국내(domestic)의 경우 델라웨어주에
대부분 설립
o CLO 발행기관은 절세 측면에서 역외발행이 유리하나 투자자 확보 측
면에서 역외와 국내에서 공동으로 발행
□ 2019.6월말 현재 CLO 발행기관이 보유한 레버리지론 총 금액은 6,645억
달러*로, 역외 및 국내 CLO 발행기관은 각각 5,014억 달러(75.5%), 1,631
억 달러(24.5%)의 레버리지론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
* 19.6월말 현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인 Intex와 LPC Collateral의 추산 금액
도 각각 6,480억 달러, 6,210억 달러로 연준의 추산 금액과 비슷한 수준

o 역외 CLO 발행기관 보유 레버리지론 금액은 미 재무부 국제자본(TIC:
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 시스템의 설문자료(BL2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2019.9월부터 Financial Account에 데이터를 제공
― 다만 과거 설문내용의 부족 등으로 2018.2분기부터 이용가능
o 국내 CLO 발행기관 보유 레버리지론 금액은 감독당국 공동 신용 데이
터베이스(Shared National Credit database)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1989년
부터 이용 가능
2. 투자자 유형별 CLO 보유 현황*
* Who Owns U.S. CLO Securities?(19.7월)의 주요내용을 정리. 동 자료의 데이터는 공식
데이터가 발표(19.9월)되기 전 추산치로 공식데이터와 다른 부분이 있으며, 일부 데이
터는 반올림한 십억 달러로 표시되어 세부내역의 합계와 총액이 다를 수 있음

□ 2018년말 현재 미국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론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CLO 금액은 6,170억 달러로 이중 역외발행 CLO가 4,570억 달러(74%), 국
내발행 CLO가 1,600억 달러(26%)로 추정
o 전체 CLO중 국내투자자의 보유금액은 5,400억 달러, 외국투자자의 보
유금액은 760억 달러로 추산
o 역외발행 CLO중 3,930억 달러*는 국내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640억
달러는 외국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최근 발표된 Financial Account에 따르면 19.6월말 현재 역외발행 CLO중 국내투자
자 보유금액은 4,277억 달러이며, 2018년말 금액은 3,993억 달러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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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발행 CLO중 국내투자자의 보유금액은 2019.9월에 공식 데이터
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4.4분기 데이터부터 이용가능
o 국내발행 CLO중 1,470억 달러는 국내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120억
달러는 외국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역내 및 국내 CLO 발행 및 투자자 현황1)

주: 1) 2018년말 현재
2) CLO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레버리지론과 국내 및 역외 CLO 발행금액간 차이는 CLO
기초자산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레버리지론의 이용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TIC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역외발행 CLO에 대한 미국내 투자자별
추산이 가능한데, 2017년말 현재* 보험사(24.2%), 뮤추얼펀드(17.9%), 예금
취급기관(17.6%), 연기금(10.6%),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 기타금융기관
(10.2%), 비금융기관(10.2%) 순으로 CL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서베이 자료로 추정하는 것으로 2018년말 추정치는 미발표

o 예금취급기관의 보유비중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14년말 13.6% → 17년말 17.6%)
역외발행 CLO에 대한 국내 투자자 현황
(십억달러, %)

보험사
뮤추얼펀드
예금취급기관
연기금
기타금융기관
비금융기관
펀드 및 기타투자기관
합계

2017
금액
(비중)
83.5 (24.2)
61.6 (17.9)
60.8 (17.6)
36.7 (10.6)
35.1 (10.2)
35.0 (10.2)
32.1
(9.3)
344.8 (100.0)

2016
금액
(비중)
74.4 (24.2)
52.9 (17.2)
51.4 (16.7)
33.2 (10.8)
30.1
(9.8)
31.0 (10.1)
34.9 (11.3)
30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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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금액
(비중)
64.2 (25.2)
43.3 (17.0)
37.2 (14.6)
32.2 (12.6)
26.1 (10.2)
28.1 (11.0)
24.2
(9.5)
255.2 (100.0)

2014
금액
(비중)
56.8 (23.6)
34.8 (14.5)
32.7 (13.6)
23.9 (10.0)
27.4 (11.4)
31.3 (13.0)
33.3 (13.9)
240.2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