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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적립식 투자로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펀드 산업은 2000년대 우리
나라 자본시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잠시 성장세가 주춤
하고 있지만 펀드산업의 중요성과 자본시장 내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펀드산업은 미국펀드산업의 1980년대 중반 이전
의 점진적 성장기와 유사하며 향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 예/적금 대비 펀드 자산(펀드자산/예적금자산, 2010년 기준)은 
약 29%로 미국의 1985~1986년 수준과 비슷하다. 이는 퇴직자금 시장이 본격
적인 성장기에 돌입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경우, 퇴
직연금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1980년대 중반이후 펀드산업이 급성장하였
다. 또한 2000년 중반에 국내 펀드산업이 주식시장의 활황 및 은행을 중심으
로 한 적립식 펀드의 판매 급증 (판매부분의 주도에 의한 성장)에 기인하여 1
차 성장기를 경험하고, 2000년대 후반에 주식시장의 침체 및 불완전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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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로 인해 위기를 겪은 상황도 미국 펀드의 1980년대 중반 이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투자자들의 판매사 및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증가,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및 지배구조 강화
에 대한 시장압력 증가와 수수료체계와 관련된 논의가 나타나는 현상도 마찬
가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펀드산업 역사 분석을 통해 국내 펀드산업에 유의미
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펀드산업의 역사에 있어 규제의 변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향후 국내펀드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펀드산업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
의 이익(미국의 뮤추얼펀드는 대부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최
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와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왔다. 1920년대 미국 뮤
추얼펀드 산업 초기에는 폐쇄형 펀드가 주를 이루었으나 관련 법규제가 정비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펀드들은 오늘날에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합법적으로 행
하고 있었다. 1930~1940년에 걸쳐 미국 금융당국은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뮤추얼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증권법, 증권거래법, 투자
회사법, 투자자문업자법 등을 제정하였다. 규제체제 정비 이후로 1950~1960
년대에 개방형펀드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나 이는 판매 부분의 적
극적인 노력에 기반한 성장으로 판매사와 운용사의 결탁, 판매사/운용사와 투
자자(주주)의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운용보수, 판매보수 및 펀드 이
사회구조와 관련된 규제체제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1970년 투자회사법 
개정(Investment Company Amendment Act of 1970)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정립된 미국펀드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
다(Tufano and Sevick, 1997; Almazan et al, 2004; Ferris and Yan, 2007;  
Chen, Goldstein and Jiang, 2008; Cremers et al., 2013). 위 연구들에서 보여 
지는 것은 미국의 경우 뮤추얼 펀드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발전된 수준이고 또
한 지배구조가 펀드의 실적 및 제반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펀드산업의 역사 및 관련 연구에 비추어 국내펀드 산업은 몇 가지 변화
가 요구된다. 우선, 국내 펀드산업은 내부 지배구조 개선, 즉 투자자와 운용사, 
투자자와 판매사, 또는 운용사와 판매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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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선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부분의 펀드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 운용회사에 의해 조직화된다. 
펀드회사가 계약형 투자신탁의 형식일 경우는 수탁자(trustee), 회사형 투자신
탁의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게 펀드의 운용을 
위탁한다(그림 1 참조). 수탁자나 이사회의 경우, 펀드 투자자(수익자, 주주)
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최우선시 되도록 펀드가 운영되고 있는 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국내 펀드의 대부분이 계약형 투자신탁인데 
내부 지배구조라 불릴만한 것이 수익자총회 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인 집단소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
에 없고 이는 국내 펀드시장에서의 소송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회사형(주식
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존재하나 전문성 및 독립성 
측면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 펀드는 대부분 회사형 투자신
탁으로 펀드자체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주
주총회, 이사회 등등)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경우 사외이사의 비율
이 75%이상이어야 하는 등 독립성이 매우 높고,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펀드매
니저에 대한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 제재도 강하다. 

<그림 1: 국내 펀드산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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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지배구조 개선은 미국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펀드산업의 성장
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 국내 펀드산업의 성장은 퇴직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펀드산업으로 안
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자금이 흘러들어온 것에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한) 펀
드의 신뢰성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국 뮤추얼펀드 산업의 경우 여
러 차례의 스캔들로 인해 위기를 겪었는데 이는 대부분 주주의 이해와 상충하
는 대리인 문제였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왔
다. 국내 펀드산업의 경우 미국에 비해서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
이며 이에 대한 감독당국, 학계,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된다. 또한 퇴직자금의 성격상 믿을만한 전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
는 강해질 것이다. 현재 국내 펀드산업은 1차 위기를 겪으면서 평판이 손상된 
상황이고 앞으로 지배구조, 수수료 체계,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등에 대한 
시장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Ⅱ. 선행연구 

미국펀드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피터 튜
파노(P. Tufano), 매튜 세빅(M. Sevick)(1997)는 미국 개방형 뮤추얼펀드 이
사회 구성과 펀드수수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사회규모가 작을수록, 사
외이사의 비중이 높을수록 주주들에게 낮은 펀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안드레스 알마잔(A. Almazan), 케이스 브라운(K. Brown), 머레이 칼
슨(M. Carlson), 데이비드 채프먼(D. Chapman)(2004)은 미국 펀드의 경우, 
펀드 이사회의 독립성이 낮을수록 계약을 통해 펀드매니저에게 더 많은 투자
관련 제약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가 펀드매니저를 잘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매니저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스테판 페리스(S. 
Ferris), 슈민 얀(X. Yan)(2007)은 미국뮤추얼펀드 이사회의 독립성이 펀드의 
실적 및 펀드 스캔들이 일어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특별한 상관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기진(Q. Chen), 이테이 골드스타인(I. Goldstein)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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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W. Jiang)(2008)는 뮤추얼펀드의 소유구조를 분석하였는데 이사들이 펀드
주식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으며 액티브 펀드의 경우 이사들이 더 많은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틴 크레머(M. Cremers), 미구엘 페레이
라(M. Ferreira), 페드로 마토스(P. Matos), 로라 스탁(L. Starks)(2013)는 
뮤추얼펀드 이사들의 인센티브 구조를 연구했는데 이사들이 펀드 주식을 적게 
소유할 경우 펀드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 

국내 펀드산업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주로 펀드 성과에 관한 연구(민성
기, 차문현, 2007; 김홍배, 2008; 서병덕, 홍동현, 이미영, 2008; 고봉찬, 장욱, 
최영수, 2011; 윤봉한, 이세우, 2011, 김누리, 2012)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도, 
규제 및 지배구조에 관한 함의가 있는 연구로는 전반적인 산업동향과 과제에 
관한 이성호, 황세희(2007), 헤지펀드의 규제에 관한 송종준, 양윤석(2011), 
펀드간의 교차보조에 대한 조성빈(2011) 정도가 존재한다.  

Ⅲ. 미국 펀드산업 규제와 지배구조

미국 펀드산업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의 이익(미국의 뮤추얼
펀드는 대부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
로 규제와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왔다. 1920년대 미국 뮤추얼펀드 산업 초기에
는 폐쇄형 펀드가 주를 이루었으나 관련 법규제가 정비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펀드들은 오늘날에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합법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레버리지
(Leverage)를 통해 펀드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고 뮤추얼펀드들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비싼 가격에 파는 한편 그들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형편없이 싼 가격에 사들여서 자금운용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기도 하
였다. 최우량 회사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펀
드 가치를 정할 수 있었다. 

1920년대 처음으로 개방형 펀드가 등장했는데 최초의 개방형 펀드는 1924
년에 설립된 매사추세츠 인베스터스 트러스트(이하 MIT)로 주식만으로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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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오를 구성했으며 내역을 주주들에게 완전히 공시하였다. MIT는 대형주펀
드라고 불릴 수 있는데 초기에 19개의 블루칩 기업, 14개의 철도회사, 10개의 
전기수도회사, 2개의 보험회사에 투자하였고,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등록한 
최초의 펀드였다. 

1920년대 후반 대공황 및 주식시장 붕괴로 인해 폐쇄형펀드의 단점이 드러
나고 개방형 펀드의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개방형의 경우 주식발행 및 
환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쇄형에 비하여 유동성이 높았다. 개방
형 펀드는 투자자의 환매요구에 응해야 했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
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보유할 수가 없었다. 또한 개방형 펀드의 주식가격은 항
상 순자산 가치로 정해지기 때문에 투기로 인해 펀드주식의 가격이 과도한 수
준까지 오르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1943년 개방형 펀드의 시장점유율이 처
음으로 폐쇄형 펀드를 능가하게 되었다. 

1930~1940년에 걸쳐 미국 금융당국은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뮤추얼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증권법, 증권거래법, 투자회사법, 
투자자문업자법 등을 제정하였다. 1933년에 제정된 증권법(The Securities 
Act of 1933)에서는 뮤추얼 펀드의 설립취지서 및 유가증권 신고서를 통한 공
시의무를 강화했으며 또한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라도 펀드에 대한 추가설명
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934년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설립되었는데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는 SEC에 등록을 해야 했고, 브로커 딜러들이 증권을 팔 때 준수해야 
하는 영업행위 준칙을 규정해 놓았다. 뮤추얼 펀드의 경우 판매회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 놓았다. 1940년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은 기본적으로 공모펀드인 뮤추얼 펀드를 규제하는 법률체계였고, 투
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던 여덟 가지의 문제 있는 관행에 대해 규제하였는데 대
표적인 것으로 펀드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투자방침을 바꾸지 못하도록 한 것
이 있다. (표1 참조) 1940년 제정된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or Act 
of 1940)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SEC 등록을 요구하였고 투자자문업자와 펀드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규제하였
는데 투자자문 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펀드가 60일 사전 통지로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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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자회사법 규정 내용
투자회사의 성격/목적/활동/보
유내역/기타 관련 정보를 펀드 
주주들에게 적절히 공시하지 
않는 행위

투자회사는 그 목적과 구조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SEC에 등록해야 한다. 
투자회사는 SEC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장부 및 기록을 관리 유지해야 한다.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하고 자신의 이익
을 추구하는 행위

투자회사의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60% 이상이  
자산운용회사와 관련이 없는 자여야 한다.
투자자문업자 및 원인수업자와의 계약은 문서로 
체결해야 하며 펀드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펀드의 투자자문업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이 있는 자는 당해 펀드와 금융거래를 할 수 없
다.

현존 펀드 주주들에게 불공평
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증권의 발행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은 동등한 의결권
을 가져야 한다.
펀드주주는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예컨대 투자
목적 변경과 독립회계감사인 선임에 대한 의결권
을 가진다. 

자산운용회사의 부당운용행위, 
피라미딩, 기타 남용행위를 통
한 지배권 집중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는 제한된다. 
증권의 특정기관에 의해 혹은 특정 절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한다.
증권과 현금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은 신용보
험에 가입해야 한다. 
배당금은 지급재원의 출처를 밝히는 서면자료가 
없으면 未배분소득을 재원으로 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

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계약이 갱신되기 위해서는 펀드독립이
사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다.

<표 1>: 8가지 문제있는 관행에 대한 1940년 투자회사법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의 규제



332  영미연구 제28집

독립적인 감사를 받지 않는, 
불건전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회계처리

펀드의 연차보고서는 독립적인 감사인에 의해 감
사 받아야 한다.

펀드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구조변경

펀드 주주는 펀드의 구조나 운영상의 중요 변경
에 대해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

後순위증권을 투기적으로 만드
는 과다한 차입 및 先순위증권 
발행

개방형 투자회사는 先순위 증권 발행이 금지되
며, 차입에 상응하는 투자관행은 엄격히 제한된
다.

적정한 자산 혹은 준비금 없는 
펀드 운영

투자회사는 1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자료출처: 리 그레 리온(L. Gremillion)(2008)에서재인용

규제체제가 정비된 이후로 개방형펀드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나 
이는 판매 부분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성장으로 판매사와 운용사의 결탁, 판
매사/운용사와 주주의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운용보수, 판매보수 및 
펀드 이사회구조와 관련된 규제체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1950년대에 뮤추얼 
펀드의 개념 자체에 펀드주식의 판매 남용을 부추기는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증권 중 유일하게 뮤추얼펀드(개방
형펀드) 주식은 끊임없이 환매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펀드회사들은 계속적인 
발행(판매)의 압박을 받는 구조이다. 투자운용사의 수익은 펀드의 순자산가치
와 연계돼 있으며 판매를 늘려 펀드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 또한 늘어나는 구조
로, 뮤추얼펀드 주식의 주요 인수업자와 투자운용사간의 유착관계에 의해 공
격적인 판매는 강화되었다. 뮤추얼펀드에 대한 신뢰에 치명타를 준 운용사와
판매사 유착의 대표적인 사례가 1959년 약 70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뮤
추얼펀드인 세인트루이스의 매니지드 펀드(Managed Fund) 그룹 스캔들2)이
었다. 친척간인 호비 슬레이턴(H. Slayton)과 힐턴 슬레이턴(H. Slayton)은 매
니지드 펀드 설립자로 이사회를 지배했고, 펀드가 거느린 7개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주는 운용회사 및 중개인들에게 펀드주식을 공급하는 회사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델, 로랜트&컴퍼니(Model, Lorant and Company)의 주
2) 자세한 내용은 다이에나 헨리크(D. Henriques)(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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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개인 스테판 자키드(S. Jarkid)와 유착 관계를 맺었는데 자키드에게 펀드
주식에 대한 일종의 불완전 판매를 요구하고(성장주펀드라고 광고하고 판매하
였으나 실제 운용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였다) 대신 펀드 포트폴리오의 매
매회전율을 높여서 높은 수수료를 안겨주는 방식으로 보상하였다. 당시 SEC
는 이러한 종류의 유착관계가 성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주요 이유는 1950년대 경제호황기에 펀드산업이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SEC 위원장 랠프 뎀믈러(R. Demmler)는 1953년 "SEC는 투자회사
들이 펀드주식판매에 가장 탁월한 실적을 보인 딜러에게 펀드가 운용하는 포
트폴리오 주식 매매를 맡기는 관행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문제를 삼
기위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 의회는 1960년대 들어 뮤추얼펀드 산업에 있어 펀드주주들과 운용회
사들의 이해상충문제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또한 운용회사가 펀
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운용회사가 과도한 보수
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펀드(또는 펀드주주)가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주
장하였다. 이로 인해 의회는 1970년 투자회사법을 개정(Investment Company 
Amendment Act of 1970)3)하였다. 이는 뮤추얼 펀드 규제개선, 특히 과도한 
운용보수로부터 펀드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새로운 SEC 규정 
36(a)에 따라, 펀드의 주주는 펀드의 임원, 이사, 또는 투자자문업자, 원 인수
업자가 신인의 의무를 위반했을 시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6(b)는 투자
자문업자가 받는 보수와 관련하여 신인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
다. 

구체적으로 1970년 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법원은 투자자문업자의 보수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게 되었다: (1)투자자문업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질 및 범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2)규모의 
경제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3)펀드의 규모 및 투자자문 수수료가 비슷한 규
모의 펀드 및 자문업자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지, (4)순자산대비 펀드비용 비
율이 적절한지, (5)투자자문업자가 펀드로부터 받는 다른 보수(중개수수료, 
연구 서비스)가 적절한지, (6)펀드이사회에 의한 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이 잘 

3) 자세한 내용은 게랄드 맨지스(G. Manges)(1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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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지, (7)독립이사 또는 주주의 승인여부 등. 1970년 개정법은 
펀드가 투자자문업자의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서 긴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었
고, 보수와 관련된 소송을 촉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1975~1985년 과도한 
보수를 이유로 펀드 자문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54건으로 이전보다 훨
씬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70년 개정법은 펀드의 "독립이사" 기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40년 
투자회사법 Section 10은 적어도 펀드 이사회의 40%는 독립이사(펀드의 임원 
또는 고용인이 아닐 것, 펀드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와 연관된 사
람-affiliated person-이 아닐 것)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1940년법 Section 2(a) (3)은 연관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몇가지 제시하고 있
는데 1970년 개정법은 이러한 정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훨씬 더 구체
적이고 자세한 정의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70년 개정법은 수수료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40년 투자자문업
자법 Section 205는 투자자문업자의 보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Section 
205는 실현된 또는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기반한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보수-
성과보수(performance fee)-는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많은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과보수 구조에 있어 투자 자문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펀드의 성과가 좋을 경우 기본적인 운용보수
(advisory fee)에 추가하여 엄청난 성과보수가 지급되는 반면에 펀드의 성과
가 나쁠 경우 그에 대응하는 페널티가 없다. 1970년 개정법은 이러한 예외조
항의 범위를 줄이고 성과보수 구조를 개선했는데 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
에만 성과보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는 특정한 투자기간의 평균 자산 
가치에 기반해야 하고, 성과보수의 등락이 투자실적에 비례해야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투자실적은 적당한 시장 인덱스(appropriate 
index)와 비교해서 측정되어야만 한다.

미국 뮤추얼펀드 산업의 역사에서 판매수수료는 심각한 논쟁거리였다. 간단
하게 미국 뮤추얼펀드 주식의 판매구조를 설명하면, 원 인수업자
(Underwriter)가 펀드의 주식을 도매가격에 사서 독립적인 브로커-딜러에게 
순자산가치에 기초해서 판매한다. 브로커-딜러는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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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격(Public Offering Price)에 판매하는데 공모가격은 순자산가치+판매
수수료이다. 1970년의 일반적인 판매수수료율은 공모가격의 8.5%였다. 일
반적으로 원인수자가 2%를 가져갔고 나머지 6.5%를 가지고 브로커-딜러와 
개인판매자가 나누어 가졌다. 1940년 법은 뮤추얼펀드 판매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Section 22(d)는 대중에게 펀드를 팔 때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공모가격에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딜러들은 판매 시 가격경쟁이 불
가능하였다. 모든 딜러들은 주어진 펀드의 주식을 같은 가격에 판매해야 했고 
펀드원인수자에 의해 정해진 판매수수료를 바꿀 수가 없었다. 1960년대 들어 
SEC는 펀드 판매에 있어서의 경쟁제한 및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규정들이 생겨났는데 예를 들
면 1972년 8월에 제안된 NASD 규정은 특정한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6%까지 밖에 받지 못하게 하였고 특정한 3가
지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최대 8.5%까지 받을 수 있었다. 

1979년 SEC는 뮤추얼 펀드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12b-1 규칙4)을 제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펀드가 판매비용 조달을 위해 
주주 자산(펀드 자산)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전까지 모든 판매비용(Marketing and Distribution Fee)은 (투자자로부터 받
는 보수를 재원으로) 판매회사 및 (펀드관리와 자문의 대가로 펀드로부터 받
는 보수를 재원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지급하게 되어있었다. 규칙 제정 배경에
는 1970년대의 펀드산업 불황이 한 몫을 하였는데 자금유출이 지속되면서 
SEC는 펀드 판매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시장에서 Load Fund들이 
No-Load Fund에게 심각하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SEC는 펀드 판매와 
관련된 비용 조달을 위해 펀드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펀드주주에게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펀드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와서 기존주주가 판매비용(마케
팅 비용 등)을 부담하여도 결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Rule 
12b-1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예를 들어 주주 과반수의 동의와 이사회 및 이 규칙과 관련이 없

4) 자세한 내용은 존 프리먼(J. Freeman)(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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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회는 이 규칙의 적용이 펀드주주의 이
익에 반하지 않을 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
은 펀드산업의 탈규제화를 나타낸다. 펀드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이사회의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칙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주주에게 이익이 되었느
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이 규칙의 제정에는 존 보글(J. Bogel, 뱅가드 창업자)과 뱅가드(Vanguard, 
이하 뱅가드)의 역할도 컸다. 존 보글은 1979년 Rule 12b-1 제정 전에 SEC로
부터 판매비용 지급을 위해 펀드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 받았다. 앞에서 언
급했듯 이전까지 판매비용은 투자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재원으로 판매업
자 및 펀드관리와 자문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재원으로 투자자문업자가 지불했
다. 보글은 이러한 관행 때문에 펀드가 자문업자(자문업자와 판매업자는 한 묶
음이라고 볼 수 있다)에게 묶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투
자자문회사가 펀드 판매와 관련된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펀드가 판매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보글은 일찍부터 직
접 판매 채널을 구축하여 판매수수료 최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1990년대까지 
자체판매망을 고수하고 뮤추얼 펀드업계의 보편적인 채널전략인 개방형 구조
(Open Architecture, 자산펀드의 타사판매 및 타사펀드의 자사판매 형식)를 채
택하지 않았는데 판매수수료 부가로 인한 뱅가드 저비용이미지 훼손 우려가 주 
원인이었다. 마케팅 관련해서 뱅가드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단기간의 광고 전략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수한 수익률,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 고객과의 솔직한 소통 등을 통해 축적되어 왔다. 뱅가
드의 마케팅부서는 타 경쟁업체에 비해 소규모이고 예산도 적었는데 1990년대
에는 타 액티브 펀드 운용사의 7%~13%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였다. 예
를 들어, 1991년의 경우 뱅가드의 마케팅 비용은 약 500만 달러로 피델리티
(Fidelity) 7,000만 달러의 약 7%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보글은 3년간 투쟁해 
SEC에게 펀드주주의 자산을 사용해서 판매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었는데, 그 직후 SEC는 12b-1 규칙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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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뮤추얼펀드와 관련된 규제 개정들이 계속 있었으나 거의 모든 근간
은 1980년대 이전까지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 들어 주목할 만
한 규제변화 중의 하나는 SEC가 2004년에 개정한 규정인데 이사회의 경우 사
외이사의 비율이 75%이상이어야 하는 등 타산업보다 규제의 강도가 강해졌다. 
또한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에 
의한 제재도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예를 들면 2011년 위버링 거시 채권펀드
(Weavering Macro Fixed Income Fund)의 한 펀드매니저가 스왑(Swap) 이자
율을 조작해서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부풀리고 펀드가 손실을 입은 사실을 은폐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펀드회사의 이사 2명은 자산운용회사와 독립적이었으나 
실제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펀드매니저와 친인척 관계에 있어 제대로 감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고, 법원은 이 펀드회사의 이사 2명에게 펀드매니저
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죄를 물어 110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IV. 결론

2000년대 국내 펀드 산업은 적립식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성장
해왔다. 그러나 여러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펀드사업의 1980년대 이전수
준과 유사하다고 분석된다. 퇴직연금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법, 제도, 지
배구조 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펀드산업이 겪을 변화에 있어 특히 주목되는 것은 펀드산업자체의 내
부적 지배구조 개선이다. 지배구조 측면에 있어서 미국 뮤추얼펀드의 지배구
조(주식회사구조, 높은 사외이사비율, 강력한 이사회 등)와 유사한 방향으로 
국내 펀드들도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퇴직저축 자금의 유
인을 통한 펀드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국내 펀드산업의 
고유성 및 법,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미국식 지배구조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분석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자 향후의 주요 연구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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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sson from the history of mutual fund industry in U.S  

Lee, Changmin · Kang, Hyoung-Goo · Seok, Woonam · 
Oh, Sohae · Kim, Soo Hyun  

The Korean fund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ever since the year 2000, 
but it seems very similar to that of US in the early 1980's and there are  
expectations that it might change in the near future. Specially, the internal 
governance of the fund industry brings a closer attention. The US fund 
industry changed its regula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investor(stockholder), since the problems like seller-manager collision, 
seller/manager and investor conflicts occurred in the US fund industry back 
in 1920. Korea also needs to improve the regulations and governance of 
the funds just the way like the US’ mutual fund governance(stocks 
ownership and strong boards of directors) was improved.

Key words: mutual fund, corporate governance, boards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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