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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3(수 ) 현 지 정 보 뉴욕사무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MMF 개혁안 최종 승인

□ 2014.7.23(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부터 추진하여 온 
MMF 개혁안을 3대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힘

 

 ㅇ 동 개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현행의 고정순자산가치(Fixed Net 
Asset Value) 방식을 변동순자산가치(Floating Net Asset Value)* 방식으로 
전환, ② 금융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매 수수료(Redemption fees)** 부
과 및 환매유예(Redemption gates)*** 조치 등임

* 그동안 좌(share)당 순자산가치는 1달러로 고정된 것이 관례였으나 투자자
들은 실제 가치에 따라 환매 금액을 지급받게 됨

** MMF의 주간 유동자산(현금, 국채 등)의 가치가 총자산의 30% 미만
(threshold)으로 하락시 투자자가 환매요청을 할 경우 투자자에게 2%의 수
수료를 부과

*** MMF의 주간 유동자산 가치가 threshold에 도달하면 동 펀드의 이사회가
일시적으로 환매를 유예시킬 수 있음

   ― 변동순자산가치 방식으로의 전환은 기관투자가 펀드(다만, 국채전용 
펀드는 제외)만 해당되고 소매 펀드(retail fund)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시장에서는 2.6조달러에 달하는 전체 MMF 자산중에서 약 1/3 정도인
9,000억달러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

 ㅇ MMF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동 개혁안의 시행을 2년간 유예

(추진배경)

□ 그동안 MMF는 고정순자산가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규모 자금인
출 등의 유동성 압력에 취약하였음

 ㅇ 자산운용사들은 MMF를 은행예금 등과 같이 손실 위험이 없는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시킬 목적으로 순자산총액을 총좌수로 
나눈 좌당 순자산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해왔음

* Investment Company Act(1940)의 Rule 2a-7조항에 의거 MMF의 기초자산 가
치가 좌(share)당 1달러를 상회하면 그 차액은 이자로 투자자에게 지급되고 1
달러를 하회하면 펀드운용사가 자신의 자금으로 1달러 가치가 되도록 보충
(sponsor). 안정적인 순자산가치는 당일 인출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
본이득 또는 손실을 계상할 필요가 없어 세금 납부 또는 회계처리를 단순하
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여타 뮤추얼 펀드

의 가치가 매일 변동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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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러나 손실이 자산의 0.5%(0.995달러) 이내일 경우에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좌당 1달러로 환매해주게 되어 환매가 진행될수록 손실이 확대됨

 ㅇ 이처럼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좌당 1달러로 계속
해서 환매할 경우 남아있는 투자자들의 잠재적 손실은 증대되므로 투
자자들은 먼저 환매하려는 강한 동기를 보유

 (시장 평가)

□ SEC는 동 개혁안의 시행으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시와 같은 대규모 
fund run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Mary Jo White SEC 의장은 동 개혁안이 MMF의 자금운용방식을 근본
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투자자 및 금융시스템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평가(보도자료, 7.23일)

 ㅇ 시장에서도 동 개혁안이 시장충격에 따른 투자자들의 환매 경향을 완
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변동순자산가
치 방식의 채택은 먼저 환매하는 데서 오는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FT, 7.23일)

□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혁 조치들이 MMF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
에 대해 우려 

 ㅇ 동 MMF 개혁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 Kara Stein(민주당) 및 Michael 
Piwowar(공화당)은 변동순자산가치 방식으로의 전환이 fund run을 방지
하지 못하며 환매 제한 조치는 오히려 MMF로부터 대규모 자금인출 가
능성을 높여준다고 지적(WSJ, 7.23일) 

 ㅇ Cathy Greg(Partner at Treasury Strategies)는 변동금리 상품 투자가 금지된 
MMF를 중심으로 자금이탈이 예상된다는 견해를 피력(WSJ, 7.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