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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COVID-19 유행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더하여 확산을 

억제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이 역사상 유래 없는 주식시장의 

조정을 초래했고 이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전망입니다.1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들은 

어떤 답이 필요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영향과 이차적인 영향, 그리고 위기의 경과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03년과  2008/09년에 

이미 두 번의 위기를 경험했고 사모투자펀드 기관투자자들이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사이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유동성 관리 문제에 

대해 제공할 인사이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 투자 전반과 전략별, 지역별, 산업별 

- 밸류에이션 

- 현금흐름 (투자금, 배당금) 

- 추가 자금모집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금 

- ESG관련 고려사항 

- 모니터링과 리스크관리 관련 질문 

- 사모투자펀드 배분 

- 신규 투자기회 

- 예상 가능한 장기적 영향 

 

 
 
 
 

 
닐스 로이드 

최고운용책임자 

 
 
 
 

 
리 가르델라 

투자위험모니터링총괄 

기본 시나리오: 봉쇄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몇 달 간 지속됨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봉쇄(lock-down) 정책이 (최대 몇 달 

간 계속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변경 가능하나 간단히 말해 상황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덜 심각하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안도하고 하방 위험에 

과도하게 대비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역사의 교훈 
 

 

현재의 위기와 유사한 과거 사건을 찾아보면 2008/09년 위기가 

2000-03년 위기보다 더 가까운 닮은 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8/09년에도 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은행, 

자동차, 보험 업계가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했습니다. 현재 여행, 

모빌리티, 서비스업이 특히 취약한 상태이고 정부의 개입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00-03년과는 달리 2008/09년에는 (미국의 SFAS 157 등) 

공정가격 기준 회계처리와 시장가격 사용 규칙이 

사모투자펀드에 이미 도입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과 2019년 모두 대형 바이아웃 밸류에이션과 

레버리지 수준이 높았고 자금 모집이 활발했습니다. 

1 슈로더의 2020년 3월 19일자 경제 전망: “코로나발 글로벌 경기침체” 

Navigating the uncharted 

 

사모투자펀드 투자자를 

위한 

 

사모투자펀드 투자자들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지금 

가장 신중하게 다음 행보를 

결정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역사의 교훈 

 



2008/09년을 기본틀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표 1 

밸류에이션 - 전반적으로 사모투자가 주식시장보다 높은 탄력성을 보임 

- 전략에 따라 사모펀드는 주식시장 조정 폭의 절반에서 전체 수준으로 상당한 조정을 받음(예를 들어, 주식시장 

조정 폭이 30%일 경우 15-30%) 

- 펀드 수준에서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기초 거래에 제3자 자금을 동원하는 세컨더리에 

초점을 맞춘 펀드는 (주식시장 이상으로) 조정 폭이 가장 높음 

- 대형 바이아웃전략과 후반기 성장단계 벤처투자는 (상장시장 섹터 수준으로) 조정 폭이 높음 

- 소형 바이아웃전략과 성장 초반기 벤처투자는 (주식시장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 폭이 낮음 

 
 
 
 
 
 
 
 
 
 
 
 
 
 
 
 
 
 
 
 
 
 
 

 
 
 
 
 
 
 
 
 

 
 
 
 
 
 
 
 
 
 
 
 
 
 
 

Navigating the uncharted  

 - 업종별로 밸류에이션 영향이 차이가 큼 

- 조정된 밸류에이션은 2020년 1분기와 2분기(2020년 5월과 8월)에야 가시화되고 전체 밸류에이션 영향은 

주식시장 저점 후 몇 분기 후에 실현됨 

투자금 
- 초반 구제금융과 청약융자금 상환으로 인한 급등 

 - 새로운 기회에 대한 투자 속도 >50% 감속 

 - 벤처캐피털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되는 바이아웃 전략 

배당금 
- Exit 가능성 차단  

 - 사모투자펀드 전략 전반의 배당 중단 

준비금/추가 
- 추가출자(Top-up)/보충(annex)펀드 다수 출현 

자금모집 - 일부 직접/공동투자에 대한 추가 출자 

 - 자금력에 격차가 있는 상이한 주주들의 공동투자 참여 증가로 인해 훨씬 더 복잡해진 

추가자금모집 

ESG관련 고려사항 
-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초점이 “환경(E)”에서 “사회(S)”와 “거버넌스(G)”로 빠르게 전환됨 

 - 펀드나 직접/공동투자 상품의 직접 투자자들의 헤드라인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모니터링과 리스크 -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가 새로운 리스크 차원으로 추가됨 

관리의 우선순위 - (2008/09년에 비해 현재 훨씬 보편화된) 청약융자금 관리와 기타 펀드 자금조달구조 유형에 

대한 관심 고조 

 - 추가 파이낸싱이 필요한 기업 파악의 중요성 

사모투자펀드 배분 
- “분모 효과”의 귀환 

 - 분모 효과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의 (딥디스카운트에 세컨더리 매도 또는 LP 디폴트 외에) 

제한된 선택 

 - 사모투자펀드 배분은 기록적인 저금리 환경의 수혜를 누릴 것임 

새로운 기회 
- 퀄리티로의 쏠림, 검증된 FOFs와 운용사들에 대한 관심도 집중 

 - 새로운 밸류에이션 환경의 수혜가 기대되는 프라이머리 투자 

 - 배타적인 운용사들에 대한 배분 확대 기회 

 - 딜 구조가 매력적인 추가출자 (top-up)/보충(annex)펀드 

 - 빠르면 2020년 하반기에 매력적인 세컨더리 기회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가장 즉각적인 기회로써의 직접/공동투자, 단 선정과정에 추가 필터는 필요 

예상 가능한 장기적 영향 - 리스크 비중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 증가 

 - 일정 수준의 정부 주도적인 탈글로벌화 

 - 공급망 다변화 확대 

 - 헬스케어 혁신과 대비 태세에 대한 강조 

 - 산업과 소통의 디지털화 촉진 

 - 더욱 탄력적인 근무 환경 

 

주제 현재 전망 



기 투자된 사모투자펀드에 

미치는 영향 

 
밸류에이션 

사모투자는 대부분의 전략에서 밸류에이션의 조정 폭이 

주식시장의 조정 폭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됨 

2008/09년 사모투자펀드는 전체적으로 상장주식 조정 폭의 2/3 

내지 1/2 수준의 가치조정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이아웃 밸류에이션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추종하지 않는 경향은 밸류에이션의 진폭을 줄이는 관행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행에는 관련된 상장회사들과 (주가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비교대상 거래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바이아웃 투자의 밸류에이션이 과거 몇 개 

분기의 평균 EBITDA 값을 활용하여 밸류에이션의 진폭을 더욱 

줄이고 하방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반면 벤처캐피탈 투자의 경우, 특히 초기 단계의 벤처투자는 

가장 최근의 자금조달 시 밸류에이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회사의 사업 전망이 중대한 악화를 경험한 적이 없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또한 밸류에이션의 평탄화에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초기 단계 회사들은 매출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반 경제 

여건이 악화되어도 회사의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후반기와 성장 단계의 자금조달의 경우 초기 단계 회사에 비해 

밸류에이션의 변동성 폭이 더 클 전망입니다. 이들 회사들이 매출의 

배수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탈위험 환경에서 

후반기 밸류에이션 메트릭스의 급상승 모멘텀은 빠르게 수축할 

전망이지만 바이아웃 투자의 경우와 동일한 평탄화 요소가 일부 

작용하되 매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P들이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상대평가 접근법에서 

현금흐름할인(DCF) 접근법으로 변경함으로써 밸류에이션 하락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피해가려 할 것인지는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DCF 접근법은 특정 할인율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가치평가 방식이고 현재의 위기 이상을 바라보고 향후 몇 년 동안의 

흐릿한 전망과 불확실한 퇴로를 명확하게 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8/09년 위기 후 도입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강화된 감독과 

지침으로 인해 현재 밸류에이션 정책을 변경할 자유는 2008/09년 

당시보다 제한적입니다.   

 

Figure 1 

% 밸류에이션 조정:  바이아웃 vs. 상장주식 (2008 - 09) % 밸류에이션 조정: 벤처투자 vs. 상장주식 (2008 - 09) 

0 

 
 

-5 

 
 

-10 

 
 

-15 

 
 

-20 

 
 

-25 

 
 

-30 

 
 

-35     

Buyout MSCI World TR 

0 

 
 

-5 

 
 

-10 

 
 

-15 

 
 

-20 

 
 

-25 

 
 

-30      

 
 

-35      

Venture NASDAQ 

 

Source: Preqin, Schroder Adveq; valuation correction shown is maximum valuation correction for period of 09/2008 to 0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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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펀드는 전략에 따라 2008/09년보다 조정 폭이 더 크고 

변동성이 더 높을 수 있지만 더 높은 회복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만약 2008/09년 위기를 지표로 삼을 수 있다면 (밸류에이션이 더 높을 

때 진입하고 중소형 펀드에 비해 레버리지가 더 높은) 대형 바이아웃 

펀드는 이번 위기에 가장 큰 폭의 조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09년에 대형/메가 바이아웃 펀드의 밸류에이션 조정 폭은 아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형 바이아웃 펀드의 밸류에이션 조정에 

비해 두 배 더 높았습니다. 금번 위기 전 대규모 바이아웃 시 배수는 

2008/09년 위기 때보다 심지어 더 높았습니다.  

 
Figure 2 

그리고 소규모 바이아웃 밸류에이션 배수는 2008/09년 위기 때보다 

유럽에서 소폭 더 낮았고 미국에서 소폭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매수와 대규모 매수 간 회복력의 차이는 이번 위기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 2 참조). 

2008/09년 벤처캐피털 밸류에이션의 조정 폭은 주식시장 지수 조정 

폭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확장기 단계 투자의 밸류에이션은 

회복력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에는 후반기/확장기 투자의 

조정이 2008/09년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후반기 

밸류에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아래 그림 3 참조). 

%  밸류에이션 조정  vs. 상장 주식 EV/EBITDA 배수 (미국) EV/EBITDA 배수 (유럽)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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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상당히 다양할 것 

국가들이 봉쇄조치에 들어감에 따라 일부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사모투자  

밸류에이션에서도 가시화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 여행/숙박/레저 

- 항공 

- 자동차/모빌리티 

- 석유/가스 

- 임의소비재 

- 소비자•기업대출 

영향을 가장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 필수소비재 

- 헬스케어 

- 온라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전자상거래 

- 기업용 소프트웨어 

 

레버리지가 높은 세컨더리 펀드는 밸류에이션 조정 위험이 

특히 높아 

세컨더리 시장은 2008/09년 위기 이래로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기록했습니다. 세컨더리에 초점을 맞춘 자본의 성장은 매우 경쟁이 

심한 세컨더리 거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사모펀드 전반의 고조된 

밸류에이션은 적정한 예상 수익률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된 

투자상품에서 여러 세컨더리 투자자들이 더 많은 레버리지를 거래 

단위에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세컨더리 물량이 대형 

또는 메가 바이아웃 펀드에 집중되었고, 그러한 거래의 중첩된 

레버리지 전략은 이번 위기에 밸류에이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0년 5월이나 8월에야 초기 밸류에이션 영향이 가시화될 것 

COVID-19의 경제적 영향은 Q4/2019 후속 사건이고 Q4/2019년 말까지 

시작되지도 알려지지도 않았으므로 Q4/2019 밸류에이션이 현재 

상황으로 인해 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영향은 

2020년 1분기와 2분기 밸류에이션에서 가시화되고 구체적인 수치는 

각각 2020년 5월 말과 8월 말에 근접해서 알려질 것입니다. 

 

 
 

Figure 4 

2008/09 위기 당시 딜 볼륨 추이 (2007 = 100%) Index=2007 

현금흐름 
 

 

초반에 캐피탈 콜(capital call) 급등한 후 극적인 둔화 

향후 한 두 달 동안 투자자들은 출자요청 급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GP들이 펀드 단위에서 융자금을 

상환하고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재무재표를 보강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펀드 단위의 융자금 상환 요구는 밸류에이션의 하락 속에서 대출 

약정내용에 의한 기존 대출 잔액의 위험을 낮추려는 GP의 의도에 의해 

견인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대출 잔액이 상당한데 밸류에이션 하락이 

동반될 경우 LP들의 자본계정의 하락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는 펀드가 설정 기간 초반이고 투자된 자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LP들이 앞서 펀드의 신용한도를 이용해 원가 

이하로 투자된 상품에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약정을 위반하기로 

결정하면서 GP가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단기적으로 캐피탈 콜을 견인할 두 번째 요인은 GP가 영업 부진에 

직면한 포트폴리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야 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자금 수요는 다양한 양상의 긴급성을 띨 수 있습니다. 가장 

긴급한 시나리오는 출자가 끝난 펀드를 운용하는 한 GP가 곤경에 빠진 

회사를 구제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경우이며, 이 때 참여하지 

않는 LP들을 징벌하는 조건으로 구제금융 모집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단기 출자요청 외에 경제 위기가 진정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회복될 때까지 신규 바이아웃 투자가 상당히 둔화될 것을 

예상합니다. 반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초기 단계 벤처 투자 

속도는 앞으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후반기 

벤처 투자 규모는 현재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보다 선택적인 

접근과 축소된 회차로 인해 상당 수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래 차트는 2008/09년 위기가 바이아웃과 벤처 투자 

속도에 미친 매우 상이한 영향을 보여줍니다(아래 그림 4 참조). 

배당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몇 분기 동안 낮게 유지될 것 

Exit 창구가 갑자기 차단되었고 경험에 비춰볼 때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it 창구가 차단된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는 봉쇄정책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주식시장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08/09년에는 배당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침체된 시장 상황이 유지되는 한 펀드매니저들은 

사모투자펀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상장주식(보통 IPO 직후 

매도 제한 상태인 투자)을 매도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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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과 리스크관리 관련 주안점 

투자자들은 COVID-19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포트폴리오별 업데이트를 먼저 요구해야 

선제적인 접근법을 통해 투자자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모펀드 약정에 따른 출자 요청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개 투자자들은 투자한 FOFs 또는 운용사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입수할 것입니다. 균형적인 정보제공 또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주 

소통을 하면 이상적이겠지만 펀드매니저들 또한 지금의 특별한 

상황에서 기존 포트폴리오 운용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에 관한 정보 요청에 초점을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일관된 틀을 

유지하는 것은 투자상품들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정보를 취합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용한 기본틀 중 하나는 모든 투자를 4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것 

우리는 COVID-19 상황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본틀을 

개발했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표 2 

참조). 

하락하지만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테고리 

4의) 일부 회사는 고비를 넘기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 수혈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 

시 펀드매니저는 기존 포트폴리오 회사에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펀드의 미투입 자본, 리사이클링 또는 신용대출 활용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기존 포트폴리오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자본을 추가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금융은 경제적인 특혜 조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추가출자펀드나 직접/공동투자의 구제금융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포트폴리오에 추가 배분을 

유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위한 구제금융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공동투자의 

보편화로 인해 2008/09년 당시보다 더 복잡할 것입니다. 참여 주주들이 

다양하고 투자에 대한 관점과 추가 투자를 감당할 자금력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건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며 구제금융의 집행이 보다 복잡한 구조를 띨 수 

있습니다. 

 

ESG 측면
  

 

펀드 투자 평가 시 회사 단위까지 검토하고 레버리지에 유의할 것 

지난 10년 동안 펀드 단위의 레버리지 사용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기초가 되는 포트폴리오 회사들까지 포괄하여 검토하고 한 투자에 

겹겹이 추가되어 있는 레버리지(즉, 청약 한도, NAV기준 약정 조건, 

세컨더리 투자상품에 추가된 레버리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금과 추가자금조달 

투자자들은 펀드와 공동투자 구제금융에 참여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 

(카테고리 1과 2의) 일부 회사는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길 것이고 

(카테고리 3의) 다른 회사는 활동이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의 ESG 초점이 일시적으로 “E”에서 “S”로 그리고 “G”로 

전환될 것이 예상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가장 최근까지 많은 투자자들의 주요 안건이었던) 

ESG과 같은 주제가 등한시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 긴급한 다른 

이슈들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ESG에서 “E”는 (위기 

전에는 주요한 관심사였지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S”와 “G” 대비 

후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파산이나 정리해고 가능성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출자,  이미 지급된 캐리 회수 등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충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직접/공동투자와 단일펀드 직접투자의 경우 헤드라인 리스크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투자자의 관심을 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 2 
 

 
회사 범주 내용 위기 완화 대책 

1 “반취약성(Anti-fragile)” 회사 현 상황으로부터 수혜가 예상되는 회사 성장 가속화 

2 견고한 회사 매출과 수익성 면에서 견고함을 보이는 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그러나 시장의 상대성에 의해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수 있음  

3 취약한 회사 매출과 수익성이 일부 영향을 받지만 비용 절감 

  자금조달 위험은 없거나 낮음  

4 영구적인 감액 위험이 있는 
회사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 유지를 위해 일부 추가 
자금이 필요한 회사 

비용 절감, 추가 자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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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모 효과”가 신규 약정을 억제하고 투자자의 핵심적인 

GP 관계 유지 능력을 위협할 가능성 

상장주식의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사모펀드 배분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상장 주식의 조정속도에 비해 사모펀드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더 느리게 진행되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장주식보다 조정 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모투자 배분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모투자의 실질적인 배분이 목표로 설정된 비중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또한 사모투자 배분 목표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것을 용인할 능력도 의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 규제로 인해 제한이 존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모 효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투자자들의 어려운 선택 

이번 위기 상황에서 사모투자 배분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약정 중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세컨더리 시장에서 LP 지분을 매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높은 

할인율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LP 약정 의무를 불이행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분을 잃을 위험이 있고 

사모투자 시장에서 명성이 손상되며 펀드매니저들의 후속 자금모집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COVID-19 위기가 중기적으로 사모투자 배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조치들을 고려할 때 

사모투자라는 자산군의 매력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담긴 다른 수익 원천과 알파 요인은 2008년 위기 후 

환경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발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사모투자펀드 전략과 운용사들은 이번 위기로 

인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과 

운용사들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 

현재의 위기 상황은 지나갈 것이며 자금력이 탄탄하고 숙련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모펀드 

투자 전망은 투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 프라이머리 투자상품: COVID-19의 경제적 영향이 보다 유리한 

진입 밸류에이션 포인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프라이머리 펀드 투자상품은 대개 투자 기간이 3-4년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다각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의 

위기는 배타적인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배분을 늘리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세컨더리 투자상품: 경제와 금융시장의 격동은 매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입찰-응찰 

가격 차이의 확대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전통적인 LP 

매각과 GP 주도형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모투자펀드 밸류에이션은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회사에 대한 COVID-19의 완전한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러한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조정되기까지 여러 

분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안정될 것이며 그 

시점에 가시화된 할인율은 비록 이전 수준에 비해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한 것이긴 해도 매도자의 구미에 더 

맞을 것입니다.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에 포트폴리오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세컨더리 거래 규모는 결국 반등할 

것입니다. 한편 양질의 세컨더리 거래뿐만 아니라 일부 

세컨더리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추가납입 펀드와 구제금융 

구조화 상품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신규 직접/공동투자: 낮아진 거래 경쟁률과 보다 유리해진 

진입 밸류에이션의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현재 위기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회복될 전망이 있는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직접/공동투자 상품이 지금의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가장 즉각적인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현 위기의 예상 가능한 장기적 

영향 

현 위기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그러나 과거 위기 시 드러난 문제들이 정부 정책, 규제, 

투자자 행동의 조정으로 이어졌듯이 이번 위기도 같은 전철을 

밟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부 초기에 관찰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점들입니다(표 3 참조). 

 

표 3 
 

 

일부 사모펀드 투자 상품과 구조의 숨은/과도한 레버리지 사모펀드 투자상품의 전체 레버리지와 리스크 프로필에 주목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공급망 다각화 개선, 일부 영역의 정부주도적 탈글로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으로 인한 온라인 거래 증가                온라인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의 영구적인 성장 가속화 

이번 위기 상황에서 수면으로 떠오른 문제들  예상 가능한 장기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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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ice 

This document contains sensitive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to Schroder Adveq 

Management AG and its affiliates (“Schroder Adveq”). The 

informatio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and discussion 
purposes on a confidential basis solely by the person to 

whom the materials were originally delivered. The 
materials do not constitute 

an offer to sell or a solicitation of an offer to purchase 
any securities in any jurisdiction. The materials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may not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used for any public or commercial purpose, 

nor disclosed to any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to 
whom these materials were originally delivered, whether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Schroder Adveq. Each recipient of these materials agrees 
to return such materials to Schroder Adveq promptly 

upon request. The statistical data and other factual 
statements contained herein have been obtained from 

publicly available documents, or other sources considered 

by Schroder Adveq to be reliable, but no representations are 
made as to their accuracy and completeness. Certain 

statements express Schroder Adveq’s view as of the date 
stated, which is subject to change. Additional and/or other 
information may be available at a later stage. Schroder 

Adveq may elect to update the information at some point 
in the future, but specifically disclaims any obligation to 

do so, even if Schroder Adveq’s estimates or expectations 
change. Recipients of this document should be aware that 
past performance of an Schroder 

Adveq fund and/or Schroder Adveq managed account is 
not necessarily indicative of the future performance that 
can be expected by investors. Accordingly, there can be 
no assurance that an Schroder Adveq fund and/or an 

Schroder Adveq managed account will achieve 

comparable results or that an Schroder Adveq fund 

and/or an Schroder Adveq managed account will be able 
to implement its investment strategy or achieve its 
investment objective. Certain statements contained 

herei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words ‘believes’, 
‘anticipates’, ‘intends’, ‘expects’, ‘may’, ‘plans’, ‘projects’, 

‘will’, ‘would’ and words of similar import, constitute 
‘Forward- Looking Statements’. Such Forward-Looking 

Statements involve known and unknown risks, 

uncertainties and other factors that may cause the actual 
results, performance or achievements 

of the Fund to be materially different from any future results, 
performance or achievements expressed or implied by 

such Forward-Looking Statements. Any analysis of 
potential investments is necessarily based on past 
performance which is not necessarily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Schroder Adveq and the Fund cannot guarantee 

that they will actually achieve the plans, intentions or 
expectations expressed or implied in such Forward-

Looking Statements. Investors should not rely on 
Forward-Looking Statements as representing the views 
of Schroder Adveq or the Fund as of any date 

subsequent to the date set forth on the cover page 
hereof. While we may elect to 

update forward-looking statement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we specifically disclaim any obligation to do so, 
even if our estimates or expectations change. 

 
 
 
 
 
 
 

 
Navigating the uncharted 

 

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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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ment products are not protected under the Law 
of Depositor, and any parties do not guarantee the 
principal amount and the performance of the 
investment products.  

 Investment involves risks, including the possible loss of 
the principal amount invested. You should remember 
that the loss must be borne by the investor.  

 Please read carefully the relevant product offering 
docu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und 
prospectus that describe the investment objectives, 
investment risks, redemption process, fees and 
charges, and other matters before you sign up for an 
investment. 

 Exchange rate changes may cause the value of the 
overseas investments to rise or fall and may result in 
loss of principal. 

 Changes in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taxation system, etc. of the country under 
investment may result in losses.  

 Past performance and any forecasts are not necessarily 
a guide to future or likely performance. 

 

본 자료는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영문과 국문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자료가 우선합니다. 

 

 



 
 
 

 
 
 
 
 
 
 
 
 
 
 
 
 

 
 
 
 
 
 
 
 
 
 
 
 
 
 

 
 
 
 
 
 

 
 
 
 
 
 
 

Contact us 
Nils Rode 
Chief Investment Officer 
Nils.Rode@schroderadveq.com 

Schroder Adveq Management AG 
Affolternstrasse 56, CH-8050 Zurich, Switzerland T: 
+41 (0)58 445 5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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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nformation: This document is intended to be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it is not intended as promotional material in any respect. The material 

is not intended as an offer or solicitation for the purchase or sale of any financial 

instrument. The material is not intended to provide, and should not be relied on for, 

accounting, legal or tax advice, or investment recommendations. Information herein is 

believed to be reliable but Schroders does not warrant its completeness or accuracy. 

No responsibility can be accepted for errors of fact or opinion. Reliance should not be placed 

on the views and information in the document when taking individual 

investment and/or strategic decisions. Past performance is not a reliable indicator of future 

results, prices of shares and the income from them may fall as well as rise and investors may 

not get back the amount originally invested. Schroders has expressed its own views in this 

document and these may change. Issued by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1 

London Wall Place, London EC2Y 5AU, which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or your security, communications may be taped or monitored. CS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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