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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아직 많은 투자자들이 새해 투자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고민 중이다.  ‘인컴’을 

얻길 원하는 투자자라면 ‘올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우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가정은 현재 분위기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금융시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높여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하이일드 채권과 같은 고수익∙고위험 자산에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장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어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미국 경제가 예상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한쪽 방향만 보고 있을 땐 한번쯤 반대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향후 시장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선,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채권은 금리 인상이나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압력이 있을때 선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이 발행한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은,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투자 자금이 유출되는 환경에서 CCC 등급의 ‘정크본드’보다 잘 버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신용상태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지난해 미국 하이일드 시장은 16% 이상 상승했고 특히 

CCC 등급 채권이 최상의 성과를 기록했다. CCC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던 투자자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전략이며, 특히 신용 사이클의 후반부에 접어든 현재와 같을 

때는 더욱 그렇다. 신규 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해도, 향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며 CCC 등급 채권의 부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하이일드 채권 이외에도 시장에는 여러 기회가 존재한다. 투자자들이 글로벌 멀티섹터 접근을 택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자산에는 신흥시장의 현지통화 채권이 있다. 하이일드 채권이 미국 대선 이후 

반등 행진을 이어갔던 반면 신흥시장의 현지통화 채권은 미국 금리 인상과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로 

급격한 매도세를 겪었다. 이에 따라 최근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려와있다. 또 다른 잠재적인 투자처로는 

미국 주택담보대출채권, 그 중에서도 미국의 양대 국책 주택담보금융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서 발행한 

신용위험이전증권(CRT)이 유망하다. CRT 의 변동금리는 금리 상승 국면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전형적인 

주택 담보부 채권(Agency)과는 다르게 CRT 는 신용 위험이 있긴 하지만 높은 수익률로 이를 상당 부분 보완해줄 수 

있다.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작업은 연초뿐만 아니라 연중 어느 때라도 필요하다. 오늘날 투자자들이 처해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선택이다. 어쨌든 2017 년에도 투자자들은 고수익 자산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부문이나 지역에만 투자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 다양한 투자처에 선별적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적합한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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