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美기업 파산 현황과 시사점
- 8.26(수), 북미지역본부 -

□ 美 기업 파산신청 현황 및 증가 원인
◦ (현황) 8.17일 기준, 424개 기업이 파산신고를 하였으며, 자산규모 5천만
달러 이상 기업이 157개사, 10억 달러 이상 기업은 46개에 달함.
- 지난 5.22일 파산한 Hertz의 총 자산은 258억 달러로 최대 규모이며,
분야별로는 오일&가스(6개), 유통(4개), 항공사(2개) 순임.
* JC Penney, Neiman Marcus 등 100년 전통 유통기업, LATAM, Avianca등 중남미 항공사 미국법인 파산 등

◦ (원인) 코로나19가 파산기업 증가의 핵심 원인이기는 하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연준의 대규모 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
- 연준은 7,500억 달러를 기업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지원에 배정하였으며,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파산 신청기업 증가
* 코로나로 인한 기업경영 악화 증명, 고용유지‧급여지급 약정, 대출금 용도전환 금지 조건만 갖추면 수혜 가능

□ 과거 위기와 비교 <1930년대 대공항 및

년 금융위기>

‘08

◦ (규모) 과거 경제위기는 특정국가에서 시작된 예측(관리) 가능한 침체였던
반면, 코로나19는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와 금융을 동시에 타격
-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1930년 대공황(GD)과
금융위기(GFC)를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2008년

* 지난 6월 연준은 미 의회보고서에 코로나19의 영향이 2차대전 이후 그 어떤 불경기보다 심각하다고 언급
(The ensuing downturn in economic activity have been significantly worse than any recession since WW II)

◦ (원인) 또한, 과거 경기불황은 취약한 금융시스템과 금융업계의 부실이
전체 산업과 민생경제의 피해로 이어졌던데 반해,
- 금번 사태는 팬데믹으로 인한 GVC 등 공급체계 붕괴, 글로벌 교역 위축,
내수 감소 등 기업 경영여건 악화가 금융산업 위기로 확대되는 형국
* (Reuter) 2020년 하반기 미국 은행 인력조정 전망, (Wells Fargo) 8월부터 대규모 인력조정 착수

□ 코로나를 기회로 성장한 기업<애플, 테슬라 등 최근 성장한 기업 내용 등>
◦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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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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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동반 증가로 분기

증가 기록

- 저가형 스마트폰, 재택근무용 IT기기, 홈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이 증가 견인
* 코로나19 특수(特需) 효과 저감, 아이폰 신규모델 출시지연, 코로나19 글로벌 2차 확산 등이 주요 리스크

◦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20년 2분기 판매량은
90,650대, 영업이익 1.4억 달러 등 4분기 연속 흑자 달성
(Tesla)

- 他 기업대비 빠른 생산라인 정상화 및 수요 대응이 매출 증가의 요인
* 신속한 생산라인 정상화, 딜러망 운영차질에 따른 온라인 판매비중 확대 등 차별화 전략이 성공요인

◦

(Amazon)

내수소비 온라인 집중, 재택인구 증가에 따른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코로나19 최대 수혜기업으로 등극
- Amazon 2분기 매출은 889억 달러(40%), AWS는 108억 달러(29%) 기록
*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아마존 시장점유율 33%(1위), 온라인 쇼핑 점유율은 43%(1위)

◦

(Instacart)

비대면 활동수요 증가로 온라인 배달대행 서비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창업 후 최초 흑자 기록
- 2012년 창업 후 누적 손실액 3억 달러, 코로나 이후 영업이익 약 천만 달러 달성
* 온라인 식료품 구매대행 플랫폼 2위, 전체 온라인 식료품 유통망 선호도 4위 등 점유율 지속 확대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시장 및 산업 변화 내용 포함>
◦ 미국 기업의 부채 총액이 GDP의 절반 수준인 10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
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기업 도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제재개 및 기업 영업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악화로 연내
자산 10억 달러 기업 약 20개, 1억 달러 기업 약 192개 파산 예상 (NYT, Fortune)
◦ 또한, 코로나 2차 확산 등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특정
산업과 서비스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 (품목) 식품, 생필품, 위생용품, (서비스) 온라인 유통, 게임‧콘텐츠, (금융) 핀테크,
온라인뱅킹, (의료) 원격진료, 원격처방 등에 내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

참고 I

미국 주요기업 파산신고 현황 (자산규모 순)

No

신고일

기업명

총 자산규모($)

산업분야

1

2020.5.22

Hertz Corporation

25,842,000,000

서비스(자동차렌트)

2

2020.5.25

LATAM Airlines Group

21,087,806,000

항공

3

2020.4.15

17,433,201,422

통신

4

2020.5.14

11,651,558,000

통신

5

2020.1.21

8,754,000,000

오일&가스

6

2020.5.15

7,989,000,000

리테일

7

2020.4.1

7,636,700,000

오일&가스

8

2020.5.7

NEIMAN MARCUS GROUP

7,545,903,000

리테일

9

2020.5.10

AVIANCA HOLDINGS

7,273,900,000

항공

10

2020.4.26

5,834,044,000

오일&가스

11

2020.6.14

2,926,957,000

오일&가스

12

2020.5.19

2,691,806,000

오일&가스

13

2020.3.10

FORESIGHT ENERGY

2,385,563,000

광업

14

2020.5.22

UNIT CORPORATION

2,090,052,000

오일&가스

15

2020.5.18

CENTRIC BRANDS

1,855,722,808

의류

16

2020.6.24

CEC ENTERTAINMENT

1,743,518,039

요식업

17

2020.5.10

STAGE STORES

1,713,713,000

리테일

18

2020.4.13

LSC COMMUNICATIONS

1,649,000,000

출판

19

2020.5.4

CHINOS HOLDINGS

1,599,300,000

리테일

20

2020.4.7

1,574,100,000

의료

Frontier Communications
Corporation
INTELSAT
MCDERMOTT
INTERNATIONAL
J.C. PENNEY COMPANY
WHITING PEROLEUM
CORPORATION

DIAMOND OFFSHORE
DRILLING
EXTRACTION OIL & GAS
HORNBECK OFFSHORE
SERVICES

QUORUM HEALTH
CORPO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