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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알프레드 존스(Alfred Winslow Jones)에 의해 처음 국제금융시장에 등
장한 것으로 알려진 헤지펀드는 절대수익 접근방식의 새로운 투자전략을 구사하여
시장초과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적
인 저금리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저하됨에
따라 헤지펀드가 대체투자로 주목받으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06년
현재 펀드 운용자산은 1조 2천억 달러, 펀드 수는 8,800여 개로 전 세계 금융자산
의 0.8%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헤지펀드 운용자산규모는
2006∼08년 중 연평균 15% 증가하여 2009년 2조 달러, 2013년 4조 달러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미국의 투자회사법에 규정된 투자회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투자
회사법 및 증권 관련 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사모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
채권, 통화 및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기구(investment vehicle)입니다. 또한 헤지펀드는 파산기업의 유
가증권(distressed securities), 비유동성 유가증권(illiquid securities), 그리고 기업
의 인수･합병에 따른 재정거래기회(arbitrage opportunities)에 대한 투자 등 고도
로 복잡하고 유연한 투자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일반화
되어 있는 뮤추얼펀드와 구별됩니다.
일부 헤지펀드의 고위험･단기고수익 추구에 따른 투기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유동성공급자로서 역할을 하는 헤지펀드의 긍정적인 측
면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단기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설정에 따른 재정거래기회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주식가격이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도록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유한 개인의 투자수단으로 이용되던 헤지펀드는 투자자의 다변
화가 이루어지고 연기금 등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자산운용상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위한 규제 논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에 있어 가
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투자자문법에 따라 미 증권거래
위원회(U. 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는 헤지펀드가 역외에 설립되도록 하고, 규제에 따르는 비
용이 새로운 펀드의 설립을 저해하며,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 유동성 및 안정성을 제고
시키는 헤지펀드의 긍정적인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더 많은 규제를 요구하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듯,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바
라보는 비판적 시각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헤지펀드가 투자자들
에게 시장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가져다주고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고
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가 운용상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헤지펀드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투자자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종
적인 전략으로는 시장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투자기회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수익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가져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전략상의 비밀 유지와 차익거래기회를 이용한다는 헤지

펀드의 독특한 투자전략과 거래상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이해상충의 존재로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헤지펀드와 관련된 위험관리를 위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
고 있습니다. 먼저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를 헤지펀드에 대한 간
접규제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간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가 취해질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헤지펀
드들이 규제가 행해지는 나라에서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단순히 헤지펀드의 소
재지를 이동하는 규제회피(regulatory arbitrage)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헤지펀드에 의한 금융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
기 때문입니다. 또한 헤지펀드의 등록을 통해 투자자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펀드 운
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헤지펀드 유형은 사모
투자펀드(PEF)에 불과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더라도 국내에서는 헤지펀
드 설립 자체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국내의 연기금이나 생보사 등의 기관투자가들
은 외국계 헤지펀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의 헤지
펀드 규제에 대한 정책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 본 보고서는 아직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는 국제금융시장과 헤지펀드 산업을 연구해오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본원의 이호진･송원호 박사, 건국대학교 장국현 교수, 그리고 미
국 롱 아일랜드 대학 Sam Y. Chung 교수가 본 연구를 담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본 보고서 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심의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한양대학교 김명직 교수, 재
정경제부 최희남 과장, 본원의 오용협 박사, 원고의 세심한 검독을 해주신 한국은
행 임호열 박사,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도움을 준 김연수 연구조원과 익명의 심사자

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헤지펀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헤지펀드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정책입안자들에게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12월
원장 李 景 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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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는 그 운용의 특성상 시장에서의 빠른 이동을 통해 산업간･산업내 자
원이동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KT&G와 같은 국내기업의 장기경영계획 및 사업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사
안이 단기성 투기자본의 수익률 게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한 금융정책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는 달리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제적 비용만을 수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
은행 총재였던 앨런 그린스펀은 헤지펀드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규제에 따른 비용이 헤지펀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
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따라서 규제에 따른 금융시장의 효율성 변화에 대한 실증
적 검증을 통해 사전에 규제정책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
며, 이러한 점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헤지펀드의 운용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여러 시사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헤지펀드를 개관하고 주요국의 규제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동향을 살펴봄으
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국내외 헤지펀드가 활성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헤지펀드 등의 외국투자자본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투자자본에의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에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국면전환행태(phase-locking behavior)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
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헤지펀드
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S&P500이나 다우지수 같은 시장지수 수익률과 상관관계
가 작기 때문이다. 1994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헤지펀드 중 다전략추구형 펀드(Multi-Strategy Fund) 지수 수익률과 S&P500
지수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056이고 신흥시장펀드(Emerging Markets Fund) 지
수 수익률과 S&P500 지수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472이었다. 그러나 1998년 여
름에 있었던 러시아 정부의 파산과 같은 파국적인 사건은 이러한 상관계수를 순식
간에 1에 가까운 값으로 변화시키는 국면전환행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국면전환효과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사건을 모형 안에서 소화
시킬 수 있는 리스크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실증분석결과 1992년 1월∼2006년
9월 신흥시장펀드 중 하나인 Latininvest Fund Ltd. 수익률과 다전략추구형 펀드
에 속하는 Everest Capital Global Ltd. 수익률의 시간가변적(time-varying) 상관
관계를 30개월과 60개월의 윈도를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두 헤지펀드 수익률의
상관관계는 윈도가 30일인 경우 평소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변동성이 커
지는 1998년을 전후하여 상관계수가 갑작스럽게 매우 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일련의 실증분석결과 유사시 헤지펀드 산업에서 야기되는 위험이 일부
통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어 금융시장에 잠재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1994∼95년 멕시코 정부를 긴장시켰던 멕시코 페소의 통화 위기라든가 1997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통화 및 금융위기는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돌발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 정상적이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또는
외환시장과는 수익률의 평균이나 변동성 면에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변화된 상태

에서 시장이 이루어지는 셈인 것이다. 1994년 1월∼2004년 8월 CSFB/Tremont에
속해 있는 14개 헤지펀드의 월별 지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Chan, Getmansky,
Haas and Lo(2005)는 14개 지수 중 12개 지수가 국면전환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모형 중에서 낮은 평균국면 확률을 이용하여 헤지펀드
산업에서 야기되는 위험이 일부 통로를 통해 금융시장에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연기금펀드와
기부금 등 미국 신탁기관이 헤지펀드에 눈을 돌리면서 헤지펀드 업계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U.
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헤지펀드에 2006년 2월 1일부터 등록서류(Form ADV)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
출서류(Form ADV)에는 과거 일반대중이 접할 수 없었던 풍부한 정보가 담겨 있
다. 여기에는 이해상충의 가능성, 소유권 및 자본구조 그리고 운용사나 관련 자문
가(investment advisor)에 대한 과거 법상･규제상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2006년도 SEC에 등록된 ADV 파일링 자료와 헤지펀드의 포괄적
데이터베이스(TASS Database)를 활용하여 SEC 파일링 요건의 전제, 즉 시장참여
자들이 운용위험을 사전적으로 인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SEC 파일링이 제공하
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이같은 정보 공개의무가 시장참여자들에
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대체 가설(alternative hypothesis)은
시장이 다른 수단(예: due–diligence)을 통해 이미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ADV 파일링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용효율적인
가, 또한 헤지펀드 시장참여자들이 부정 가능성을 지닌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
주면서 다른 방법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2006년 헤지펀드들이 제출한 ADV 데이터에 따르면 파일링을 한 펀드들은 하

지 않은 펀드들보다 더 양호한 과거 실적과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파일링
만으로 펀드의 품질을 예측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데이터는 또한 운용위험
을 탐지하는 데 적절한 정보를 제시하는가에 관해 미래의 갈등 가능성과 과거의
법상･규제상 문제점 사이에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과거에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한 헤지펀드(문제펀드)들이 미래의 이해상충 가능성
에서 더 높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의 헤지펀드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시아에서 헤지펀드의 수와 자산규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2003년 이후에는 그 증가속도가 더 가속화되었다. 이는 전 세계 헤지펀드의 주
요 투자처인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반
면 중국, 인도 등 아시아시장에서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으로 인해 투자매력이 높아
지고, 헤지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되면서 국제 헤지펀드 자금이 아시아시
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헤지펀드의 동향은 그간 헤지펀드 데이터베이스 수집기관 등의 동향 보
고서를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연구는 글로벌 헤지펀
드 활동에 치중되어 있으며, 아시아지역 헤지펀드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글로벌 헤지펀드와 비교하여 아시아 헤지펀드 시
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기존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에 적
용되는 이론과 특징이 아시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융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헤지펀드는 가입과 탈퇴에 따르는 엄격한 제약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등보다 덜 유동적이다. 반면 투자자에 대한 그러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은 펀드매니저가 좀더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투자
하도록 만든다. 아시아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글로벌 헤지펀드에 비해 가입 및 철회
기준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더 많은 투자자가 가입하도록 하여 펀

드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에, 투자자들이 더 빠르게 투자를 철
회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의 입장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수
없게 만들고, 투자철회가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용이한 투자
철회 기준은 헤지펀드로 하여금 더 큰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만들 위험이 있다. 따
라서 앞으로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이 발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점이 중요한 고려사
항이 될 것이다.
헤지펀드는 시장에 대해 유동성 공급자, 가격조정자 등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높은 레버리지의 사용 등으로 인해 높은 수익
을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할 유인이 있으며, 이러한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동시적으
로 집단적인 움직임을 초래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헤지펀드 산업의 위험특징(risk characteristics)을 사전에 잘
살피는 것은 가능성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
우선 수익률과 변동성 측면에서 아시아 헤지펀드는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에서
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수익률과 변동성이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저이자율의 환경하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가 그만큼 감소하
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펀드매니저들이 안정적인 수익률 흐름을 선호하게 되
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은 1990년대 말과 비교해서도 2000년 이후에는 펀
드가 극단적인 손실 혹은 이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의 경우와는 다르게 아시아 헤지펀드들은 다양한
투자전략을 선택하지 않는 반면에 2/3 가량의 펀드가 동일한 Long/Short Equity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 헤지펀드 거래가 특정 전략에 집중되어 있을 때, 과거
1990년대 초반과 Long Term Capital Management(LTCM)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헤지펀드가 동일한 전략을 취하게 되면 시

장에 더욱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가 있다.
전 세계 헤지펀드는 최근 들어 위험을 덜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경
이 허락하는 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고위
험추구전략 이외에도 헤지펀드 시장은 가격 교란 가능성, 프라임 브로커 시장의 경
쟁 격화로 인한 위험기준 약화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데이터 미비 및 헤지펀드 동향에 대한 정보 부재로 관련 당
국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한국에서 헤지펀드 시장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으며, 관련 규제 역시 미비하다. 또한 국내에
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 동향에 대한 정보 역시 부재하여 헤지펀드로 인한 잠재적
인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
서 금융당국은 향후 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수집, 분석, 외국 금
융당국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헤지펀드 산업에 대한 실증분석과 아시아지역에서의 헤지펀드 동
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헤지펀드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당국과 국제금융기구는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에 미
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대
응을 강구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헤지펀드 거래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거시경
제 안정과 금융혁신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축소되었으나 금융기관간 연계 강화로
금융위기 발생시에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
며, 개도국은 금융시장 규모가 작고 자금조달능력이 취약하여 헤지펀드의 영향력
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헤지펀드는 대부분 규

제가 적은 역외금융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다 자금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효
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간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 헤
지펀드의 부실화 우려시 프라임 브로커나 기타 거래기관이 이를 정책당국에 통보
하는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실제로 부실화될 경우 정책당국은 파급효과의 최
소화를 위해 사후처리를 신속히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프라임 브로커 등 헤지펀드
거래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투자자금의 유입을 저
해하지 않도록 주요국의 규제수준을 상시 점검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헤지펀드와 관련된 직･간접적 규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논리에도 귀를 기울
여 헤지펀드가 수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장자율적으로 통제하면서 자본시
장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내외여건 변화에 따라 헤지펀드 자금의 유출입이 빈
번해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고하는 등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개인투자가의 헤지펀드
투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투자가의 헤지펀드 투자가 정착된 이후 점진적으
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는 헤지펀드가 역
외에 설립되도록 하고, 규제에 따르는 비용이 새로운 펀드 설립을 저해하며, 헤지펀
드 매니저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금융시장
의 효율성, 유동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헤지펀드의 긍정적인 기능을 저해할 것
이라는 비판이 있다. 더 많은 규제를 요구하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듯,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헤지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시장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가져다주고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가 운용상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간
과할 수 없다. 헤지펀드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
을 기초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투자자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
종적인 전략으로는 시장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투자기회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수익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가져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투자전략
또는 정확한 거래내용이 공개되어 다른 시장참가자들이 같은 투자에 나서기 시작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빠르게 사라진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전략상
의 비밀 유지와 차익거래기회를 이용한다는 헤지펀드의 독특한 투자전략과 거래상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이해상충의 존재로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행위
는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헤지펀드와 관련된 위험관리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할 수 있
을 것이다. 먼저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를 헤지펀드에 대한 간접
규제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국가간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가 취해질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헤지펀드들
이 규제가 행해지는 나라에서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단순히 헤지펀드의 소재지
를 이동하는 규제회피(regulatory arbitrage)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헤
지펀드에 의한 금융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규율이 효율적이기 위한 전제조건은 규제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얼마나 충실히 하는가에 달
려 있다. 1990년대 금융시장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 이후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은 물론이고 헤지펀드와 같이 규제를 받지 않는 투자회사 혹은 금융기관에 의한
정보 공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를 포함한
금융중개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산운용활동과 관계된 시장위험의 정량적 정보

(quantitative information), 금융중개기관의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exposure),
유동성 위험에 관한 정보, 신용위험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헤지펀드와 관련된 정보의 불충분한 공개와 자산운용과 관련된
투명성 결여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 헤지펀드의 특성에 기인한다. 특히 자산운용의
비공개성, 운용자산포지션 평가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과거 헤지펀드의 실패 및 파
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헤지펀드의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증진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헤지펀드가 사용하는 레버리지의 정도를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해 시장에서 통용되
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헤지펀드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에 대한 적정수준의 정보는 시장과 투
자자 모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 제4장에서의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헤지펀드 투자에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기관투자
가들은 헤지펀드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수요
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이다. 한편으로 헤지펀드는 기관투자가의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받게 되지만 그러한 압력이 반드시 헤
지펀드의 정보공개 유인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안정화 효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금융시
장에의 유동성 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헤지펀드 유형은 사모
투자펀드(PEF)에 불과하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더라도 국내에서는 헤지펀드
설립 자체가 금지된다. 따라서 국내의 연기금이나 생보사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외
국계 헤지펀드를 활용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헤지펀드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의 헤
지펀드 규제정책은 아직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자료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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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의 LTCM1) 사태 이후 헤지펀드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헤지펀드를 직접적으로 규제하
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이 정책제안들은 거래상대방인 은행을 통한 간접적
규제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은행의 위험관리, 헤지펀드의
투명성 증대와 같은 간접적 규제만으로도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갖는 긍
정적 측면을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가
등록 소재지를 바꿈으로써 직접적인 규제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
면, 각국의 규제정책이 공조의 틀 안에서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헤지펀
드의 직접적인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공통의 정책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
은 없다.
[표 1-1]에서 보듯이 미국의 기관투자가에 의한 운용자산은 2005년 말 현재

표 1-1. 기관투자가의 운용자산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구

미국

유럽

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 금

9,407

10,079

11,090

12,119

보 험

4,135

4,633

4,968

5,465

뮤추얼펀드

6,975

7,414

8,106

8,905

소 계

20,517

22,126

24,164

26,489

연 금

2,221

2,859

3,368

3,621

보 험

3,168

4,682

5,640

6,002

뮤추얼펀드

3,168

4,683

5,628

6,002

소 계

8,557

12,224

14,636

15,625

자료: OECD, IFSL.
1) 1998년 세계 최대 헤지펀드였던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이 러시아 국채에
1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러시아가 1998년 8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막대한 손
실을 입어 국제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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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조 달러이며, 유럽의 기관투자가에 의한 운용자산은 15.6조 달러에 달하고 있
다. 이에 비해 헤지펀드에 의한 자산운용은 2005년 말 현재 미국과 유럽이 각각
7,150억 달러와 3,250억 달러로 기관투자가에 의한 자산운용규모의 각각 2.7%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헤지펀드는 기관투자가의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의 금융시장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률
도 높아 전 세계 금융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005년 말 44.7조 달러에 달해 2004년 말 37.2조
달러에 비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식시장에서 국가별로 시가총액
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약 46%를 차지하며, 일본이
약 9%, 영국이 2.4조 달러로 6%, Euronext Paris가 2조 달러로 5.4%, 독일이 1조
달러로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세계 채권시장 규모는 2004년 말 현재
44.5조 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본시장 발전을 배경으로 자산
운용사들은 주로 간접투자기구 중 뮤추얼펀드의 형태로 주식 및 채권, 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들어 뮤추얼펀드
수를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뮤추얼펀드의 운용 및 판매수수료에 대한 하향 압력과
헤지펀드,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 Fund: ETF), 사모주식(private equity),
벤처캐피털, 부동산, 구조화 금융상품(Structured Financial Product)과 같은 대체
표 1-2. 미국과 유럽의 헤지펀드 운용자산
(단위: 10억 달러)

연

도

유

럽

미

국

2002년

84

501

2003년

180

560

2004년

256

660

2005년

325

715

자료: Eurohedge, Hennesse Group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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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단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헤지펀드 산업의 성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
고 있어 머지않아 금융시장에서 주요 비은행금융중개기관(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혁신과 새로운 규율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화하
는 곳으로서, 향후 거시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금융질서가 만들어지기
도 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수단으로 자
리잡아가고 있는 헤지펀드 행태와 정책당국의 규제동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헤지펀드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설립･운용 중인
펀드의 비중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약 80%를 차지하며, 특히 미국의 비중이 50%에
육박하여 미국의 규제동향이 주요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국내투자자본에
대한 비대칭적인 규제로 인하여 대체투자수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투자자본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유일한 자금공급원으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투자수단에 대해 단기성 외국투기자
본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서는 선진국의 대체투자수단에 대한 규제 동향과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투자자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산업자금 공급의 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헤지펀드는 그 운용의 특성상 시장에서의 빠른 이동을 통해 산업간･산업내 자
원이동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KT&G와 같은 국내기업의 장기경영계획 및 사업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사
안이 단기성 투기자본의 수익률 게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한 금융정책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제적 비용만을 수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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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였던 앨런 그린스펀은 헤지펀드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규제가 헤지펀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따라서 규제에 따른 금융시장의 효율성 변화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규제정책
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헤지
펀드에 대한 규제가 헤지펀드의 운용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본 보
고서의 연구결과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먼저 제2장에서 헤지펀드를 개관하고 주요국의 규제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헤지펀드 규제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 자본시장에서 국내외 헤지펀드가 활성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경제
적 효과를 분석하고, 헤지펀드를 포함한 외국투자자본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헤지펀드가
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정의하고 위험 측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
장에서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금융산업에 대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제5
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
으로 제6장에서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제도를 도출하여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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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지펀드의 개요
1949년 알프레드 존스(Alfred Winslow Jones)에 의해 처음 국제금융시장에 등
장한 것으로 알려진 헤지펀드는 절대수익 접근방식의 새로운 투자전략을 구사하며
시장초과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시장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투자성과로 2006년 9월 말 현재 9천여 개
의 헤지펀드가 1.2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유한 개
인의 투자수단으로 이용되던 헤지펀드는 투자자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연금 등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자산운용상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위한 규제 논의에 직면
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
하도록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헤지펀드는 미국의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에 규정된 투자회사
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투자회사법 및 증권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사모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 채권, 통화 및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
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헤지펀드는 파산기업의 유가증권
(distressed securities), 비유동성 유가증권(illiquid securities), 그리고 기업의 인
수･합병에 따른 재정거래기회(arbitrage opportunities)에 대한 투자 등 고도로 복
잡하고 유연한 투자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뮤추얼펀드와 구별된다.
헤지펀드는 일부 펀드의 고위험･단기고수익 추구에 따른 투기성 논란에도 불구
하고 시장효율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단기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설정에 따른 재정거
래기회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주식가격이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도록 주식시장
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유동성 공
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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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헤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
(단위: 10억 달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의 퀀텀(Quantum) 펀드와 같은 매크로펀드는 글로벌 거시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하여 주식, 채권, 통화 및 상품선물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투자전략
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매크로 헤지펀드는 신흥개발국들로부터 단기투기성 펀
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상황투자(Event Driven) 헤지펀드는 기업간 인수합병이
나 파산과 같은 기업간 이벤트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거나 일반 투자회사와 마찬가
지로 주식시장에서의 주식거래를 통해 자산을 운용한다.2)

2) 헤지펀드의 종류는 그것이 구사하는 주요 투자전략에 따라 20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투자
전략으로는 전환유가증권(Convertible Security)과 발행기업의 주식에 대한 헤지포지션을 통해 수
익을 추구하는 전환유가증권-재정거래 헤지펀드(Convertible Arbitrage), 주식과 파생상품의 공매
도(short sell)를 주로 구사하는 공매도 전용 헤지펀드(Dedicated Short Bias), 전 세계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하는 신흥시장 헤지펀드(Emerging Markets), 주식시장에서의 베타
(개별 주식과 시장 전체의 상관관계)와 환율 변동에 중립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여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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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헤지펀드의 주요 특성
정 의

사모에 의해 자금이 조성되고 전문적인 투자매니저에 의해 운용되며 일반대중에
게 접근성이 제한된 투자기구로서, 공매도와 차입투자와 같이 다른 투자기구에
서는 제한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수익률 목표

벤치마크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시장상황에서도 양(+)의
절대수익률을 목표로 함.

투자전략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파생상품 등 광범위한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취함. 공
매도(short-selling), 차입투자(leverage)와 파생상품에의 투자와 같은 다양한 투
자전략을 구사함.

보수체계

통상적으로 운용자산 규모의 1∼2%의 운용보수, 실현수익의 15∼25%에 해당
하는 성과보수로 이루어짐. 운용보수는 누적성과가 일정수준에 도달하거나 목표
수익률(hurdle rate)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펀드에의 가입과 중도상환은 미리 정해진 월별 또는 분기별 일정에 따라 진행됨.
가입 및 상환 첫 중도상환의 경우에는 lock-up period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예외적인 상
황에서는 헤지펀드가 중도상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도 있음.
주소지

세율과 규제수준이 낮은 역외 금융센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외
에 뉴욕, 그리니치, 런던 등도 헤지펀드의 주요 주소지임.

매니저

금융감독기관에의 등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투자자

개인 고액자산가와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투자함. 투자회사 주식은 사모형태로
모집됨.

규 제

역외 금융센터에 주소를 두거나 역내 규제기관의 ‘가벼운 규제’ 원칙에 따라 최
저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거나 규제받지 않음. 투자자 보호나 공시의무로부터 면
제되는 경우가 많음.

공 시

자발적 또는 매우 제한된 수준의 공시의무만이 있음.

최근 들어 세계적인 저금리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상품
의 수익률이 저하됨에 따라 헤지펀드가 대안투자로 주목받으면서 시장규모가 급격
히 확대되어왔다. 2006년 9월 말 현재 펀드 운용자산은 1.2조 달러, 펀드 수는 9천

(underpriced)된 주식과 채권을 매수하고 고평가(overpriced)된 주식과 채권을 공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시장 중립 헤지펀드(Equity Market Neutral), 기업의 인수･합병 및 파산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파산 또는 부도위기 기업의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
에 의한 차익거래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이벤트 투자형 헤지펀드(Event Drive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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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1995년에 비해 각각 6.5배, 4.5배 증가함으로써 전 세계 금융자산의 1%, 뮤
추얼펀드 운용자산의 8%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는 2006
∼08년 중 연평균 15% 증가하여 2009년 2조 달러, 2013년 4조 달러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1]에 헤지펀드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였다. 근래에는 은행, 등록된 투자회
사, 등록되지 않은 투자회사 모두 헤지펀드와 유사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공매도와 차입투자가 헤지펀드만의 고유한 투자전략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다
만 헤지펀드는 이러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데 규제를 받지 않거나 가벼운 규제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헤지펀드는 대체자산(alternative
asset class)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새로운 금융환경하에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
하는 새로운 사업모형(business model)이나 투자기구(investment vehicle)라고 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헤지펀드의 영향력 추이
헤지펀드는 주식의 수익률이 저조하던 2000∼02년 중에도 안정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시현하였고, 이 기간을 제외하면 수익률이 채권수익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2]에서 보듯이 주식 및 채권수익률과의 상관관계도 대체로
높지 않아 위험분산을 위해 헤지펀드를 포트폴리오에 추가 편입시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헤지펀드 투자를 리스크 분산수단으로 인식하여 기관투자가들은 최근 헤지펀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헤지펀드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투
자비중은 1996년 38%에서 2005년 56%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003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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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식 및 채권 수익률간의 상관계수
헤지펀드
전환증권 주식시장
차익거래형 중립형

이벤트
채권
글로벌
투자형 차익거래형 매크로

주식
long/short

펀드의
펀드

미국
주식

0.48

0.11

0.46

0.55

-0.03

0.18

0.57

0.72

미국
채권

0.10

0.06

0.17

-0.10

0.06

0.20

0.05

-0.05

주: 1. 1997년 1월∼2005년 3월까지의 월별 수익률을 사용함.
2. 헤지펀드는 CSFB/Tremont 지수, fund of hedge funds는 Hedge Fund Research사의 지수, 미국
주식은 S&P500, 미국 채권은 시티그룹 미국 BIG 채권지수 기준임.
자료: 국제금융센터

개인이나 가족들이 헤지펀드에 투자한 자산은 2,490억 달러로 헤지펀드 전체 자산
의 약 4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
이고 있는 헤지펀드로의 투자자산 유입은 주로 캘리포니아주 연금 CALPERS와
Texas Teachers와 같은 공적연금,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자산(endowment) 및 공익
사업을 위한 각종 재단(foundation)과 같은 각종 기금에 의한 것이며, 이 기관투자
가들은 점차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절대수익 접근방식을 취하는 대체투자수단3)
에 투자하는 비중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다. 2005년 1월에는 뉴욕주가 880억 달러
에 달하는 연금자산의 일부를 헤지펀드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2005년
중 이 공적 연기금부문으로부터의 유입액만도 2,50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산되
었다.4)
3) 절대수익 접근방식을 취하는 대안투자수단에는 헤지펀드 외에도 부동산, 임야(timberland), 원유･
석유에 대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4) Caxton Associates, Moore Capital, Renaissance Technologies, SAC Capital Advisors,
Maverick Capital, Highbridge Capital Management와 같이 과거 높은 수익률을 올렸으며
수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은 신속･유연한 투자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급격한 투
자자금의 유입을 제한하는 폐쇄형(closed)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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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헤지펀드에 대한 기관투자가 비중 추이
(단위: %)

1996년

2000년

2004년

2005년

기관투자가

38

46

56

56

개 인

62

54

44

44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2006), London, Henessee Group LLC.

표 2-4. 헤지펀드의 지역별 자금원
(단위: %)

2002년(A)

2005년(B)

증감(B-A)

미

국

86

62

△24

유

럽

9

26

17

아

3

10

7

타

2

2

0

아
기

시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2006), London.

2005년에는 전체 헤지펀드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되었지만 2006년 들어 다시 증
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Tremont Capital Management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4분기 중 헤지펀드로의 자금유입은 383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6년 1/4
분기의 276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근래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인데, 2006년
상반기 중 79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2005년 상반기의 43억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헤지펀드 운용자산 중 미국의 비중은 2002년 86%에서 2005년 62%로 하락한
반면, 유럽과 아시아의 비중은 같은 기간 중 9%, 3%에서 각각 26%, 10%로 높아
져 유럽과 아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아시아시장 운용자산 규
모는 2003년 말 352억 달러에서 2006년 6월 말 현재 1,28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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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 아시아지역 헤지펀드의 자산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일본시장에 투자한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여 자금유입이 둔화된 데 기인한다. 그러나 일본을 제
외한 아시아지역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로의 자금유입은 2005년 145억 달러에서
2006년 1∼6월 중 205억 달러를 기록하여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

표 2-5. 최근 헤지펀드의 투자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사례
구분

세

부

내

용

∙미 헤지펀드 Pirate Capital은 2006년 8월 보유지분을 갖고 있는 Intrawest
Corp를 Fortress Investment Group에 매각하는 것에 찬성함. Intrawest는 피인
수에 합의함.
∙영 Telent Pl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 헤지펀드 Polygon은 2006년 8월 미
Fortress Investment Group으로의 피인수안을 투표로 저지해 성사되지 않음.
∙미 광산회사 Phelps Dodege Corp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 헤지펀드
Atticus Capital은 2006년 8월 이 회사가 캐나다의 Inco사를 인수하려는 계획
에 반대함.
인수 및 합병
∙미 에너지회사 Houston Exploration Corp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andell
Asset Management 등 미 헤지펀드 다수는 2006년 7월 이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매각을 주장함.
∙영 여행업체 MyTravel Group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 헤지펀드 Pardus
Capital은 2006년 7월 이 회사에 대해 사업부문 일부를 매각 또는 경쟁업체와
합병하라고 압력을 행사함.
∙미 헤지펀드 Silver Point Capital은 2006년 8월 에스토니아 철강업체 Galvex
를 인수함.

경영 참여

∙케이맨 소재 헤지펀드 Trian Group은 2006년 8월 케첩 제조회사인 Heinz와의
위임장 대결에서 1∼2석의 이사석을 확보함.
∙미 헤지펀드 Pirate Capital은 8월 자동차부품업체 Pep Boys의 이사진 진입을
계획함. 또한 2006년 8월 James River Coal Co.사와 이사진 3명을 진입시키
기로 합의함.
∙파산한 미 자동차부품업체 Delphi사는 2006년 8월 대주주인 미 헤지펀드
Appaloosa Mangement와 향후 사업정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
∙미 헤지펀드 Sandell Asset Management는 2006년 8월 스웨덴 Volvo사에 대
해 지분 확대압력을 통해 배당금 제고 등을 경영진에 요구함.

자료: 내외신 종합; 안남기,「최근 헤지펀드로의 자금유입 재차 증가세로 전환」, Memorandum
060904-MR, 국제금융센터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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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 중 아시아지역의 운용자산 비중은 2002년 말 3%에서 2006년 9월 현재
약 12% 내외로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
헤지펀드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영향력을 증대시
키고 있다. 또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 위주의 자산운용에서 벗어나 파생상품을
이용한 채권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출을 얻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은행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3. 헤지펀드의 위험요소
ԧਏਆഗࠤਆ
2006년 상반기 중 글로벌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우려로 세계 주가와 원자재가격
은 크게 하락하였으며, 신흥시장 통화도 약세를 보이는 등 불안현상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전년에 이어 헤지펀드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6년 9월 천연가스 선물가격이 급락하여 대규모 투자손실을 입었던 Amaranth
Advisors LLC의 예에서 보듯이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
손실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환매요구 및 헤지펀드의 파산위험으로 인
한 투자은행의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파국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헤지펀드의
특성상 펀드로부터의 자금유출과 투자전략 급변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각국의 헤지펀드 규제 변화와 헤지펀드 산업으로의 자금흐
름 등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헤지펀드는 레버리지 허용으로 파산 가능성이 높아 헤지펀드에 대해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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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청산･결제･위험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투자은행 등의 프라임
브로커와 투자자 등 거래상대방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 1998년 LTCM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금융불안을 초
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프라임 브로커가 소수화되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
관으로 위험이 파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maranth의 경우 총 9개의 투자은
행(Prime Broker)과 거래하고 있었으며, 이 중 JP Morgan과 Merrill Lynch가 주
거래대상이었다. Amaranth 사태가 조기에 수습된 것은 이 거래투자은행들과 금융
당국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주효했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용평가기관
인 S&P는 Amaranth가 대규모 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주거래대상인 투자은행들이
차입자금 회수에 급하게 나서지 않아 상황이 파산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Moody’s는 Amaranth의 주거래투자은행들의 거래상대방위험이 높아지지 않았으
며 이는 이들의 담보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처럼 헤지펀드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은행들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를 취하는 위험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헤지펀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
어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4년 말 현재 3대 투자은행(Morgan Stanley, Bear Stearns, Goldman
Sachs)이 전체 프라임 브로커의 펀드운용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리스크와 더불어 헤지펀드는 포지션을 동시에 청산하는 군집행동으로
인해 가격변동폭을 확대하거나 유동성 경색을 초래함으로써 시장불안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 기대수익률이 큰 시장에 투자를 늘리는 과정
에서 다수의 헤지펀드가 신흥시장, 원자재 등 동일한 시장에 투자하거나 유사한 투
자전략을 구사하는 군집행동(Crowded Investment)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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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3대 투자은행의 헤지펀드 운용자산 집중도
(단위: %)

투자전략
3대 투자은행 집중도

직접투자펀드
시장추세형

시장중립형

이벤트추구형

49

41

56

간접투자펀드

평균

29

37

주: 3대 투자은행이 프라임 브로커의 운용자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ECB･임호열･박진호, ｢헤지펀드의 최근 동향과 주요국의 정책대응｣, 한국은행에서 재인용.

펀드들의 시장이탈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헤지펀드의 군
집행동은 시장위축기에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투자전략의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수
익률 악화에 따른 유동성 보전을 위해 대규모 투매를 단행하는 데서 주로 발생하
고 있다. 최근 헤지펀드별 투자전략이 상호 유사해지면서 군집행동이 보다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전략별 월별 수익률 상관계수의 중앙값이 1에 접근하고 왜
도(skewness)는 0에서 보다 멀어지는 현상이 뚜렷하다. ECB의 최근 보고서에 따
르면 14개의 상이한 투자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들간의 개별 수익률이 높은 양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로 다른 투자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들도 실제로는 동일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이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특성상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위험자산시
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대형 금융기관이 헤지펀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여타 금융기관에 대한 전염효과와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ripple effect)를 통하
여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의 레버리지 축소, 대
규모 환매에 대한 제약 강화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낮아진 데다 투자전략 유연
성･거래 비밀성･독자적인 성과보수체계로 인해 헤지펀드가 군집행동을 보일 가능
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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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1998년 LTCM 사태 이후 가장 큰 헤지펀드 손실로 기록된
Amaranth Advisors LLC.의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Amaranth Advisors
LLC는 미국 커네티컷주 Greenwich에 소재한 헤지펀드로 자산규모는 95억 달러
이며 2005년 기준 전 세계 헤지펀드 중 자산규모 기준으로 29위 규모에 해당한다.
Amaranth는 2000년 설립 초기에 전환사채를 통한 차익거래에 주력하다가 최근
수년 동안에는 에너지 업종에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등 이른바 multi strategy 투
자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로 2006년 9월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인해 대규모로
투자했던 천연가스부문에서의 투자손실이 6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1998년 LTCM 사태 당시 LTCM의 자본금은 48억 달러였으나 레버리지가
26:1에 달해 자산규모는 1,250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당시 전 세계 헤지펀드의 총
자산규모가 2,20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할 경우 업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
다. 이로 인해 당시 14개 은행 및 증권회사는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LTCM에 약
36억 달러를 출자하면서 추가적인 금융시장 충격을 줄였다. 그간 전 세계 헤지펀
드의 총자산규모는 크게 증가해 현재 1.2조 달러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Amaranth의 운용자산은 95억 달러에 불과해 헤지펀드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maranth의 경우 헤지펀드에 자금대여, 거래중개,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
하는 프라임 브로커인 JP Morgan 등의 신속한 자산매입, 차입자금 회수 자제 등
으로 파산상황까지 확대되지는 않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
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Amaranth의 경우 사후 헤지펀드
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프라임 브로커들이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
는 등 추가확산을 제한하는 위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하였다. 헤지펀
드로서는 투자자 환매규정을 까다롭게 해 환매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하고 주거
래은행인 프라임 브로커들과 비상시 자금확보계약을 마련하고 있어 과거 L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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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와 같은 대규모 환매 및 대형 펀드의 연쇄파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
인다.

ي൷݁ଭ૬ী۩ச૬֝ଭ୨థ۩ଦ
헤지펀드의 위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대형 헤지펀드의 경우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가
집중될 경우 헤지펀드는 보유자산 및 레버리지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경
우 시장유동성이 경색되고 자산가치가 급락하게 되어 헤지펀드의 재무구조가 악화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헤지펀드와 연계된 투자은행의 거래상대방 위험으로서, 일부 헤지펀드의
실패로 인해 이들에 노출된 투자은행들에 위험이 전가되어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
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헤지펀드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투
자은행이 집중화 경향을 띠고 있어 더욱 위험하며, 투자은행간 경쟁격화로 헤지펀
드에 대한 이들의 위험관리가 느슨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헤지펀드 투자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급변 위험으로서 헤지펀드 자금유출
또는 투자전략의 급변 등으로 유동성이 작은 시장에서의 가격급락 및 변동성 증대
가능성으로, 특히 동일한 전략 및 포지션을 가진 다수의 헤지펀드가 동시에 시장을
이탈하거나 한 방향으로 거래할 경우, 집단거래의 위험이 있다. 이때 시장의 가격
급변동 및 유동성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앞으로 헤지펀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에 따라 국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 미국 등 각국의 헤지펀드 규제 변화 및 헤지펀드 업계로의 자
금흐름 등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함은 물론 헤지펀드에 투자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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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책당국도 금융시장 불안으로 헤지펀드의 잠재적인 위험이 커질 가능성
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모니터링 강화에 치중하고 있으며 구체적
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4.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논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논의는 1969년 1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연차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바 있는데, 당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200여 개의 헤지펀드가 15
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차입투자(leverage)나 공매도(short selling)와 같은 헤지펀드
의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등록된 투자회사의 매매 및 매매중개(brokerage) 관행, 차
입관행, 자금의 원천(credit source)과 투자자문사(investment adviser)의 신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992년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함께 미 정부채발
행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도한 공매도를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
과 정책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5) 이 보고서에서는 헤지펀드가 자기자본
에 비해 매우 큰 차입투자를 행하고 있으나 시장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
며, 여신을 제공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도 그들의 신용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헤지펀드가 취하고 있는 과도한 포지션이 금융시장에 미
칠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헤지펀드가 갖는 체
계적 위험에 대한 우려는 당시 증권거래위원회가 헤지펀드의 활동에 대해 그다지

5) Joint Report on the Government Securities Market (Januar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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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6) 증권거래위
원회는 대규모의 거래내역보고 시스템(trader reporting system)이 주식시장에서의
헤지펀드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금융시장에 관한 대통령 실무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은 1999년 4월 LTCM 사태와 관련하여 헤지펀드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고도의 차입투자를 행하는 투자회사의
위험관리와 투명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은행 등 여신공여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투자회사
법과 투자자문법(Investment Adviser Act)의 예외조항으로서 헤지펀드가 이 법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헤지펀드의 등록이 금융시장에서의 활동
을 감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차입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highly leveraged institutions)의 위기관
리와 투명성 문제를 연구하여 이 금융기관들의 정보공유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실무그룹 활동으로는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문분야
간 실무 협력그룹(Multidisciplinary Working Group on Enhanced Disclosure)’과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실무그룹 협력포럼(Joint Forum Working Group on
Enhanced Disclosure)’ 등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등장한 이래로 규제받지 않은 채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면
서 고수익을 올리던 헤지펀드가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

6) 1991년 12월 31일 현재 400여 개의 헤지펀드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미 증권거래위
원회는 이 중 13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17개의 헤지펀드에 대한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Letter from Richard C. Breeden, Chairman,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o Edward J. Markey, Chairman, Sub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and Financ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June 12, 19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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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첫째, 1990년 500억 달러에 불과하던 헤지펀드의 운용자산이 2003년에는
7,950억 달러, 2004년에는 1조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6년 9월 말 현재 약 1.2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헤지펀드가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투자회사법에 의해 미 SEC의 규제를 받
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1924년 보스턴에서 설립된 이래로 운용자산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 총운용자산 8조 9천억 달러 중 4조 2천억 달러를 상장
기업 주식으로 운용하고 있다.7) 헤지펀드는 미국 금융시장 운용자산의 5%를 운용
하고 있으나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30%를 거래하고 있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된 두 번째 원인은 1998년 9월 LTCM 스캔
들로 대표되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의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데 기인한다.
1994년에 형성된 LTCM는 시장중립전략(Market Neutral 또는 Relative Value)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로 시장비효율로 인한 유가증권의 비정상가격에 대한 재정거래
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회사였다. 이들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을 매입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공매도함으로써 수익
을 극대화하는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시장상황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
로 전개되자 투자자금의 약 40%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8)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논의의 세 번째 배경은 전통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 이루
어지던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가 FOHF(Funds of Hedge Funds) 등과 같은 새로운

7) Investment Company Institute(2006), 2006 Mutual Fund Fact Book: A Guide to
Trends and Statistics in the Mutual Fund Industry (46th ed.) 참고.
8) 시장중립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시장 전체의 이자율은 어떤 수준으로 변화하더라도 투자한 채권수익
률간의 격차(spread)가 줄어들기만 하면 헤지펀드는 투자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LTCM의 경우
이러한 격차가 넓어지면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LTCM 자본금의 50배에 달하는 차
입금에 의한 투자(leverage investment)로 인하여 더욱 큰 파국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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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전 세계 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 및 펀드 수 추이
(단위: 억 달러, 개)

1995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운용자산 규모
펀드 수

970

2,210

4,080

5,920

7,950

10,000

11,300

12,000

2,800

3,500

4,800

5,700

7,000

8,050

8,500

8,800

주: 연말 기준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2006), London, Hennessee Group LLC.

상품이 도입되면서 투자 저변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일부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하
던 때와는 달리, 비교적 소액으로도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공
익성이 강한 각종 연기금에 의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운용내역의 공개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03년 9월 29일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헤지펀드의 등록을 규정한 보고서를 발
간하였으며, 2004년 7월 14일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찬성 3, 반대 2의 표결절차를
거쳐 헤지펀드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어 2004년 12월 2일에
는 최종적인 규칙이 공표되었다. 이 규칙 203(b)(3)-2는 2006년 2월 1일부터 일정
한 요건을 충족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1940년의 Investment Advisers Act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헤
지펀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는 운용자산규모가 2,500만 달러를 넘는 일부 투자자문업자(헤지펀드)가 자발적으
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기 시작하였다.
헤지펀드 규제는 역내 헤지펀드 설립･등록･판매 등에 대한 규제와 헤지펀드 투
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역내 헤지펀드 설립･등록･판매 등
에 대한 규제는 각국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전 세계 헤지펀드의 대부분이
역외활동을 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주주권리를 제한하는 등 헤지펀
드의 역내 투자에 대한 직접 규제를 추진하는 국가는 독일 등 일부로 국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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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규제 강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최근 헤지펀드 규제와 관련한 주요국 감독당국의 움직임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
고 있으며 대체로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06년 2월 시행된 헤지펀드 등록법의 6월
연방항소법원 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등록한 헤지펀드에 대
한 혜택은 유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등 새로운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하원에서도 헤지펀드의 등록을 재규정한 증권거래위원회 개정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ernanke 미 연준의장은
2006년 7월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금융시장의
위험을 떠안고 유동성을 제고하는 헤지펀드의 역할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의 효
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금융시장 관련 대통령 실무그룹
(PWG)은 7월 미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의 간접적인 헤지펀드 규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직접적인 규제를 고려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간접 규제가 제
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직접 규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미국은 헤지펀드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정보 획득을 위한 낮은 수준의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 헤지펀드의 투자전략이나 주주권리 행사방법 등과 관련
된 규제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2005년 개인의 헤지펀드 투자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였으
며 자국의 펀드산업을 더블린, 룩셈부르크 등 여타 금융허브와의 경쟁을 위해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에는 현재 영국의 헤지펀드 규제 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시장조작, 자산평가조작, 투자자 처우 차별화 등
헤지펀드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프랑스는 2003년 4월∼2004년 11월 기간 중 규정 정비를 통해 개인 및 기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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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의 위험취향에 따라 레버리지 한도, 최소 투자금액 등을 규정해 다양한 종류의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EU 국가들은 헤지펀드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공통된 규제체제를 갖
추고 있지 않다. 2004년 1월 EU 의회가 경제통화위원회(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Committee: EMAC)의 보고서에 기초해 헤지펀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한
것이 있을 뿐이다. EU 의회는 이 결의에서 헤지펀드를 포함한 대체투자기구
(sophisticated alternative investment vehicles)들에 대해 느슨한 규제를 도입할 것
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현재 역외펀드로 등록되어 있는 펀드를 역
내펀드로 유인하고 유럽을 지역기반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헤지펀드 산업의 자체 행동강령(self-regulated code of conduct)을 마련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
한편 2006년 7월 유럽위원회(EC)가 연구를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느슨한 수준의 헤지펀드 규제가 제대로 작용해왔으며, 추가적인
규제는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헤지펀드 산업을 역외로
내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EU 감독당국 및 정책집행자들에게 추가적인
규제로 짐을 지우지 말 것을 촉구하며 여타 투자상품과 같은 규제로 다루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cGreevy EU 역내시장 집행위원은 2006년 5월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헤지펀드를 규제할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독일을 제외한 여타 유럽국가에서는 헤지펀드 산업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으며 규제 강화를 논할 정도로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규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펀드 매니저에 대한 규제, 둘째, 펀드 자체에 대한 규제, 그리고 셋째, 펀드 판매에
대한 규제이다. [표 2-8]은 EU 국가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현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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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EU 국가들의 헤지펀드, 펀드매니저, 헤지펀드 판매에 대한 규제
(2003년 5월 기준)
헤지펀드매니저
국가

역내에 주소지를 둔
헤지펀드의 존재 유무

규제기관

최소자본요건
(Minimum capital
requirement)

Financial
Market
Authority

다양한 요건

NA

NA

벨 기 에 규제 없음

규제 없음

NA

NA

독

규제 없음

○

○

은행,
펀드판매회사,
wrappers9)
은행, 사적인 소개
(private
placement),
wrappers
은행

NA

NA

NA

NA

오스트리아

일 규제 없음
Danish
덴 마 크
FSA

단일펀드 펀드의 펀드
(Single
(Fund of
fund) hedge funds)

헤지펀드의 판매
주요 채널

○

NA
○
NA

스 페 인

CNMV

30만 유로 +
운용자산규모에 따른
자기자금요건

NA

NA

핀 란 드

Finnish
FSA

16만 9천 유로

○

○

프 랑 스

COB

NA

○

Wrappers

○

아일랜드

IFSRA

○

○

개인은행, 브로커

○

이탈리아

Bank of
Italy,
CONSOB

○

○

사적인 소개

○

룩셈부르크

CSSF

○

○

○

22만 6,890유로

○

○

25만 유로

NA

NA

개인은행,
유니버설은행
직접판매, 브로커,
구조화노트발행자
NA

NA

1백만 SEK

○

○

사적인 소개

NA

통상 5만 유로의
자기자금 +
연간지출의 3개월분
유동자금

NA

NA

독립된
금융자문가,
wrappers

NA

Netherlands
AFM
포 르 투 갈 CMVM
Swedish
스 웨 덴
FSA
네덜란드

영

국 UK FSA

운영비용의 25% +
최소 5만 유로
통상 5만 유로의
초기자본 +
연간지출의 3개월분
유동자금
1백만 유로
12만 5천 유로(type 2)
150만 유로(type 3)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2004)

구조화노트발행자
(Issuers of
Structured Note)
운용회사
직접 판매

FOHF의
일반대중에의
판매 여부

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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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헤지펀드는 가벼운 규제체제와 세금상의 이유로 역외에 주소를 두기
를 선호한다. 그러나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와 스웨덴 등의 국가
들은 보다 유연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헤지펀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EU 지역의 헤지펀드 주소지로 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서, 주식
시장에 상장된 헤지펀드도 있다. 룩셈부르크도 헤지펀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
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으며 점차 아일랜드를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헤지펀드
소재지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헤지펀드가 소매투자자(retail investor)에게 판매되는 경향이 나타나
면서 불충분한 정보공개, 불충분한 분산투자, 운용비용의 불균등 배분, 자금운용상
의 문제(mis-buying and mis-selling)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독일
에서는 이러한 투자자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헤지펀드(single hedge fund)
와 펀드의 펀드(Fund of Hedge Funds: FOHFs)를 명확히 구분하여 단일헤지펀드
에는 어떠한 투자제한도 가하지 않는 한편, 펀드의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거
쳐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있게 하는 한편 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펀드의 펀드는 레버리지와 공매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단일헤지펀드
에의 투자만이 허용되며, 분산투자와 관련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케이맨 통화청(CIMA)은 2006년 8월 헤지펀드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
하기 위해 헤지펀드가 제공해야 하는 전자공시사항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
표하였다. 한편 홍콩은 2002년 헤지펀드의 소매판매를 허용하였으며, 자국의 헤지
펀드 산업이 싱가포르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여 최근 적극적인 규
제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는 2006년 7월 20개의 헤지

9) Wrappers는 구조화노트(structured notes)와 같이 수익률이 헤지펀드나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와
같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수익률에 연계된 금융상품이며, 소매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간
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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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상장시키고 헤지펀드 운용사를 더 많이 유치하여 관련 비즈니스 확대를 도
모하는 등 ‘아시아의 더블린’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최근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2006년 들어 헤지펀드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투자기업에 대한 헤지펀
드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헤지펀드로의 자금유입 및 투자패턴 변화에 따른 국제금
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여부, 주요국의 헤지펀드 규제 변화 등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헤지펀드가 크게 성장하고 있어 이 헤지펀드들
의 국내 투자동향 및 국내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운용자 규제’ 원칙에 입각,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요건 및 등록을 규
정하고 있어 제도권 외 ‘사적 합의’에 의한 헤지펀드 설립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헤지펀드 성격의 상품을 설립하거나 판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
근 정부는 ‘자산운용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헤지펀드와 유사한 형태
의 자산운용사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 헤지펀드 산업의 활성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
가 있다. 예컨대 파생상품･실물자산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 허
용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모펀드의 용이한 설립 허용 등을 추
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헤지펀드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하에서
유사 헤지펀드 설립을 유도하되 설립요건 및 자산운용의 제약을 점차 완화하는 방
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밖의 헤지펀드를 제도권내로 유도하는 미국의
사례보다는 초기 헤지펀드 설립부터 규제하면서 산업육성을 꾀하는 홍콩, 싱가포
르의 사례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자산운용의 재량 확대 측면에서
는 투자대상의 다양화, 레버리지 완화, 펀드 편입 허용 및 편입비율 확대 등 파생
상품 관련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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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헤지펀드의 투자전략
증권거래법상 등록된 투자회사는 시장지수(market index)와 같은 벤치마크 수
익률과 비교한 상대수익접근방식(relative return approach)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
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도 시장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양의 상대수익률)
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헤지펀드는 다양한 시장환경하에서도 양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절대수익 접근방식(absolute return approach)을
이용한다. 절대수익 접근방식은 투자전략의 유연성(flexibility)을 중시하기 때문에,
많은 헤지펀드는 원금손실을 피하면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이용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다
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다.
헤지펀드의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먼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근거하여 고위험과 레버리지(차입투
자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추세형 헤지펀드
(directional hedge funds)가 있는데, 매크로 헤지펀드(macro hedge funds)가 전형
적인 예이다. 이러한 펀드들은 거시경제상황의 추세적 변동이나 주요 사건으로부
터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시장의 장기적 움직임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여 투자하는
시장추세형 헤지펀드 중에서도 신흥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와 기타 특정지
역에 특화된 시장추세형 헤지펀드는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한 미시분석과 가격발견
과정(price discovery process)을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투자전략과는 상반되는 시장중립 헤지펀드(market neutral hedge funds)
는 재정거래 헤지펀드(arbitrage hedge funds) 또는 상대가치 헤지펀드(relative
value hedge funds)로 시장의 비효율성에 기초한 차익거래형(arbitrage opportunity)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대한 일방적인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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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헤지펀드의 투자전략별 평균 레버리지
CB
주식시장
차익거래형 중립형
평균
레버리지

1.67

0.92

event
채권
글로벌
주식 managed
driven 차익거래형 매크로 long/short futures
0.61

4.01

1.13

0.39

0.63

FOHF
0.27

자료: 국제금융센터

(exposure)을 피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투자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투
자전략은 변동성이 낮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약간의 비이상적인 가격 설정 혹
은 왜곡으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해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익거래형 헤지펀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리스크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벤트 투자형 헤지펀드는 기업간 인수와 합병, 기업구조 재편(reorganization),
파산(bankruptcy)과 같이 기업에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
는 수익의 기회에 투자한다. 예를 들어 합병차익거래전략은 일반적으로 피합병기업
의 주식을 매수하고 인수기업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한다. 투자전략에
따라서는 다양한 증권과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전략을 구사하기도 하고, 특정 기업
의 증권에 집중된 투자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주식가격이 하락할 때 반대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파
생상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시장포트폴리오의 가격 변동에 상대적으로 의존성이 낮
은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대처하기도 한다. 헤지펀드의 펀드는 여러 헤
지펀드에의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조정수익률을 높이고 변동성을 낮추는 투자전략
을 구사한다. [표 2-10]은 헤지펀드가 취하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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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헤지펀드의 투자전략
그룹

시
장
추
세
형

이
벤
트
투
자
형

투자전략

상 세 내 용

long/short
주식헤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시장추세형 투자전략으로 시장의
long/short 사이드에 모두 투자하며, 시장중립포지션을 취하지
않음. 가치주식, 성장주식,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사이의 포
지션 이동이나 net long/net short 사이의 포지션 이동이 펀
드매니저의 투자전략에 따라 자유로우며 옵션이나 futures와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전략을 구사하기도 함. 특정 지
역과 산업부문에 치중하는 투자전략을 취하기도 함.

공매도 전용 헤지펀드는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를 겪을
때 주로 이용되는 투자전략이며, 1990년대 말 주식시장의 장
공매도 전용
기호황을 겪으면서 공매도 전용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대신 주
(Dedicated Short Bias)
식과 파생상품에 대해 short 포지션에 치중하는 “short bias”
투자전략을 주로 이용함.

글로벌매크로
(Global Macro)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는 글로벌 거시경제의 중장기 전망에
근거하여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추세와 이벤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추세에 대하여 주요 자본시장 및 파생상
품시장에서 long 혹은 short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전략을 이
용함. 글로벌 매크로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파생상품 등을 포함함.

신흥시장
(Emerging Markets)

전 세계 신흥시장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함. 공매도
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이어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long 포지션만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파생상품
(Managed Futures)

금리, 주가, 통화 등 금융상품과 에너지, 비철금속, 임산물,
축산물, 농산물, 귀금속 등 일반상품(commodity) 선물에 투
자하는 전략을 사용함. 이러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펀드매
니저들은 상품거래자문업자(Commodity Trading Advisor)로
불림.

합병차익거래형
(Merger Arbitrage)

합병차익거래형 투자전략은 인수와 합병 과정에 있는 기업들
에 대해 동시에 long･short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를 행함. 일
반적으로 피인수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long 포지션을 취하
고 인수기업에 대해서는 short 포지션을 취함.

파산한 기업 혹은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부
채에 대한 투자를 통한 수익을 목표로 함. 통상 이러한 기업
파산기업/고수익증권
(Distressed/High Yield 들의 주식은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등으로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됨. 주로 long-only 투자전략을 사
Securities)
용하지만 헤지를 위한 short 포지션을 취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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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그룹

이
벤
트
투
자
형

투자전략

상 세 내 용

D규제
(Regulation D)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소규모 기업의 사모형태 자금 모집
에의 투자를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임. 투자는 전환증권
의 형태를 취하며 행사가격이 발행기업의 주식가격에 따라 변
동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채권차익거래형
(Fixed Income
Arbitrage)

채권차익거래자들은 이자율 증권(interest rate securities)간의
비정상적인 가격 설정으로부터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
용함. 대부분의 매니저는 낮은 변동성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함. 이 투자전략에는 이자율
스와프 재정거래(interest rate swap arbitrage), 주택저당담보
부증권 재정거래(mortgage backed securities arbitrage), 미국
과 비미국 정부증권 재정거래(US and Non-US government
bond arbitrage) 등의 투자기회가 포함됨.

회사의 전환증권에 헤지포지션의 형태로 투자하는 전략으로
서, 한 회사의 전환증권에 대해 long 포지션을 취하고, 같은
회사의 주식에 대해 short 포지션을 취함. 이러한 포지션을
전환증권차익거래
취하는 것은 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 투자원금을 보호하며 주
(Convertible Arbitrage)
식에 대해 공매도를 취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채권으로부터는 고정이자수입에 의한 투자수익을 취하기 위한
것임.
주식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한 투자수익을 목표로 함. 시장중
립 포트폴리오는 베타중립적(시장지수와의 공분산이 0)이거나
주식시장중립형
혹은 통화중립적(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이 없음)이 되도록 설
(Equity Market Neutral)
계됨. 이 투자전략을 실행함에서는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레버리지를 사용하기도 함.
다전략추구형
(Multi-Strategy)

다전략펀드는 여러 개의 헤지펀드 투자전략으로 자금을 동태적
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구사함.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시장에
서 나타나는 기회에 대응하여 여러 전략간에 자금을 배분하기
때문에 위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전략으로 규정할 수 없음.

펀드의 펀드
(Fund of Funds)

펀드 오브 펀드는 두 개 이상의 투자자문가 서비스를 이용하
는 펀드를 지칭함.

주: 이벤트 투자형 투자전략은 기업의 인수, 합병, 구조조정, 청산, 파산, 기업구조 재편(reorganization)
과 같은 이벤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기회에 투자하는 전략임.
자료: CSFB/Tremo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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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헤지펀드와 투자회사법상 등록된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비교
헤지펀드가 다양한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양의 수익률을 얻기 위한 절대수익
접근방식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전략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사전고지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로서는 이러한 절대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시장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투자회사법은 펀드매니저(adviser)가 취할 수 있는 투자전략의 유연성에 제약을
가하는 어떠한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그들이 사전고지한 고유의 투자전략으
로부터 벗어나는 투자전략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하고 있다.10) 따라서 투자회사의 투자전략에 대한 규제는 투자회사에 의해 스스로
설정된 제약조건이며, 투자자들의 기대에 따라 자금이 운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
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ԧߑ࣊ࠤ
레버리지는 헤지펀드의 투자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총투자금
액을 헤지펀드 순자산(equity)으로 나눈 값이며, 2002년 말 현재 매크로 헤지펀드
의 약 89%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레버리지가 2보다 클 경
우, 흔히 높은 레버리지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52%의 매크로 헤지펀드가 2보
다 큰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을 하고 있었다. 투자회사법상의 투자회사 역
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헤지펀드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0) 등록된 투자회사가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취할 수 있는 투자전략, 예를 들어 차입에 의한 투자,
부동산이나 특정 상품(원유 등)을 사거나 파는 행위,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하는 등의 투자
전략에 대해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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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이사회는 레버리지 사용과 관련된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투자회사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يվ࠻ܑ TIPSUTFMMJOH
공매도는 가격하락으로부터 수익을 얻거나, 예기치 못한 환매요구에 따라 유동
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매입포지션(long position)에 따른 위험을 피할(hedge)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는 Risk/Merger Arbitrage나 전환사채 재
정거래(Convertible Arbitrage)11) 투자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공매도 기법을 사용한
다. 그러나 헤지펀드는 공매도 기법과 관련하여 공매도와 신용불이행 스와프(credit
default swap)를 수반한 풋옵션거래를 통하여 지나친 매도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한 뒤 해당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과도하게
하락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7. 헤지펀드에 대한 미국의 법적 규제
ԧ൷݁റୀฎॷ࣑ *OWFTUNFOU$PNQBOZ"DUPG
헤지펀드는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주식･채권 등으로 보유하고 있어 투자회
사법상의 투자회사로 분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투자회사의 정의에 대한 예외

11) Convertible Arbitrage 투자전략은 전환사채에 대하여 long position을 취하고 주식에 대해서
는 short sell position을 취하는 투자전략으로서, 주식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가격차이에 의한
투자수익을 취하는 투자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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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해 투자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상의 투자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로부터도 벗어나 있다.
1) Section 3(c)(1)
이 규정은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이 100인 이하의 투자자에 의해 보유되고 있으
며, 주식 발행이 공모에 의하지 않는 경우 투자회사법상의 투자회사로 보지 않는
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업투자가(corporate investor)는 한 명의 투자자로 분류된
다.12) 이 조항은 사모에 의해 소수의 투자자가 소유한 투자회사에 대해 연방 차원
의 투자회사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회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Section 3(c)(7)
이 조항은 Section 3(c)(1)에 의한 투자회사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에
의해 소유된 경우 투자회사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가족 소유의 회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투자자 수에 대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 이 조항
에 설립근거를 둔 헤지펀드는 1934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상의 등록 및 보고 의무조항을 피하기 위해 499명 이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3)

12) 만약 투자회사로 등록된 기업투자자, Section 3(c)(1) 또는 Section 3(c)(7)(후에 기술)에 의한
회사가 Section 3(c)(1) 펀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상호 보유하고 있는 경우
Section 3(c)(1) 펀드에 투자한 기업투자자의 주주들을 Section 3(c)(1) 펀드의 상호 주주
(beneficial owner)로 간주하여 이 조항의 100인 투자자 제한을 적용한다.
13) Section 3(c)(7) 펀드는 투자회사로 등록된 기업투자자, Section 3(c)(1) 또는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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ي൷݁ஹ࣑֫ 4FDVSJUJFT"DUPG
증권법이 제정된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는 증권거래에 따른 정보를 법에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 Section 5에서는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공개시 투자자들에게
증권의 발행자와 발행되는 증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합자
회사(limited partnership)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형
태를 취하는 헤지펀드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예외규정을 충족
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헤지펀드는 사모방식에 대한 예외규정(Section 4(2))이
나 Rule 506에 의해 증권법의 등록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1) 증권법의 사모방식에 대한 예외규정
이 법 Section 4(2)는 사모방식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등록이나 규제
승인에 관한 모든 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여기서 사모방식은 “투자와 관련된 위험
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투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2) D 규제(Regulation D)
(가) Rule 506
Regulation D의 Rule 506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사모방식과 관련하여 규정한 규
칙이다. 이 규칙은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주체가 Rule 506을 충족시키면 증권
3(c)(7)에 의한 회사가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상호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Section
3(c)(1)의 ‘look-through’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모든 투자자가 Section 3(c)(7)에 규정
된 자격(투자자산 500만 달러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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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에 대한 등록이나 규제 승인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Rule 506에 규정된 모집과 판매
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
(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 대한 사모방식
헤지펀드가 증권 발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개인 혹은 부부 합산
100만 달러의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난 2년간 개인소득이 20만
달러 이상, 혹은 부부 합산 소득이 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및 500만 달러 이상
의 자산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등
록의무와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14)

ۗ൷݁ஹ֫Ջ࣑ 4FDVSJUJFT&YDIBOHF"DUPG
증권거래법 Section 12는 회사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500인 이상인 경우와
최근 회계연도 말 현재 1천만 달러 초과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증권거래위원회
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500인 이하의 투자자
를 유지함으로써 증권거래법상의 등록의무를 피하고 있다.

ޭ൷݁റୀୀࢂ࣑ *OWFTUNFOU"EWJTFST"DUPG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2004년 말 ｢1940년 투자자문법｣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14)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자 자격을 정의하면서 투자자의 자산 및 소득에 대한 금액상 규제는 1982
년 설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어왔으나, 2001년 12월 개정에서 현행 투자자의 자산 및 소득에
대한 규제가 투자자 보호와 헤지펀드의 투자자금 형성에 적절한 균형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금액
상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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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는 투자자문업자(헤지펀드)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2
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최근 헤지펀드 업계의 급성장으로 헤지펀드 투자자
층이 소액투자자로까지 확대되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헤지펀드와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며 헤지펀드 자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규정을 마련하였다. 등록대상은 미국 소재 헤지펀드의 경우 15
인 이상의 미국인 고객을 가지고 2,5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며,
해외 소재 헤지펀드의 경우 15인 이상의 미국인 고객을 가진 기관은 운용자산 규
모에 관계없이 투자자문업자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기본적인 등
록사항은 기관명, 소재지, 주요 직원 등이며,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펀드
세부사항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상세내역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등록된 헤지
펀드는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정책 및 절차 등의 준수를 서면으로 확약해야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규정의 도입으로 2006년 2월 1일까지 총 979개(자산운용 규모로는 8천억
달러)의 헤지펀드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 대체로 증권거래위원회가 예상한
소기의 목표는 달성하였다. 등록하지 않은 8천 여 개의 대다수 헤지펀드는 2,500
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펀드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대형 헤지펀드는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헤지펀드의 환매금
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등록을 면제하는 조항에 따라 이번 등록에서 제외되었
다. 또한 일부 헤지펀드는 미국 투자자가 15인 미만일 경우에도 등록이 면제되는
조항을 이용하여 신규 미국 투자자의 투자를 막아 등록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제반규제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헤지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헤지펀드 투자자들에게 운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헤지펀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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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략의 특성상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공개하는 것은 헤지펀드를 뮤추얼펀드와 다
를 것이 없는 투자수단(investment vehicle)으로 만드는 것이며, 헤지펀드 특유의
시장효율성 제고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규정으로 인해 투자손실을 숨기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헤지펀드 업계의 규정 준수의식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검사인력 및 능력
부족과 헤지펀드의 막대한 법 준수비용 등으로 이번 등록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하워드 전 영국 금융감독청(FSA) 원장은 미 증권거래위
원회가 이번 등록제도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였
으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혜택은 주지 않으면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2005년 이후 역내 헤지펀드 및 투자은행들과 정례적으로
접촉하여 헤지펀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 중이며, 이들의 금융시장 왜곡, 내부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하였다.

ࠬ׆ָ୪
이밖에 헤지펀드와 투자자문가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ERISA(Employm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그리
고 전국유가증권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가 제정한
규칙 등이 있다.
1) 상품거래법에 의한 규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헤지펀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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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선물거래를 하는 사람을 CPO(Commodity Pool Operator)와 CTA(Commodity
Tading Advisor)라고 정의하여, 이들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
고 있다. 등록된 CPO와 CTA는 상품선물거래에 관한 거래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이들은 국가선물협회(National Futures Association)의
정기적인 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투자회사법의 등록규정 예외조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및 상품거래법
의 등록의무를 갖지 않는다. 또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투자자문법상의 예외규정
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거래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나, 그러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
고하거나 감사받을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8. 헤지펀드의 위상 변화 및 향후 전망
미국의 등록규정을 제외하고 각국의 규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최근 헤지펀드
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많아져, 향후 각국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되던 상황
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등록규정 관련 무효소송에서 패소하여 헤지펀드 등록
규정은 무효화되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 업계는 꾸준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된다.
최근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아시아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통합법 도입 등을 앞두고 국내 진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나라 감
독당국은 헤지펀드의 긍정적 측면을 잘 활용하되, 헤지펀드 감독에 대한 국제적 조
류를 모니터링하여 체계적 위험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헤지펀드는 비상장합자회사 형태로 공동출자에 의해 조성된 투자자금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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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옵션, 선물, 파생상품 중에서도 복잡한 구조를 가진 비유동 금융자산에 투자하
는 경우도 많아 4∼5년간 투자로부터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와는 달
리 1990년대 중반 이후 한층 강화된 감시기능에 따라 뮤추얼펀드는 S&P500 지수
편입주식 위주의 상대수익 접근방식에 치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대수익 접
근방식에 의한 전통적인 투자는 펀드 수익률이 벤치마크 지수(예를 들어 S&P500
지수 수익률)를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훨씬 낮은 수수
료를 부과하는 인덱스펀드를 선호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굳이 높은 수수료를 지
급하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필요 없이 시장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절대수익 접근방식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는 투자전략의 신속한 전환
(style drift)을 통해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투자자들
과의 별다른 마찰 없이 채권에의 투자를 늘림으로써 유연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3년 현재 헤지펀드의 운용자산은 뮤추얼펀드 운용자산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은 헤지펀드의 경우가 훨씬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헤지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1∼2%에 달하는 운용보수는 뮤추
얼펀드보다 낮지만 투자수익의 통상 20∼40%에 달하는 인센티브 수입이 있기 때
문이다.
미국의 이자율이 상승추세로 전환된 것은 헤지펀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최근의 저이자율은 대규모 차입에 의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
드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였으나 이자율 인상에 따른 차입비용 상승은 헤지펀
드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의 펀드(FOHF)가
근래 들어 헤지펀드로의 자금유입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OHF 역시 차입에 의한 자산운용을 하고 있어, FOHF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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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헤지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른 헤지펀드로부
터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외부충격에 의한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위험성은 헤지펀
드에의 충격이 투자은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다. 차입에 의한 투자로 헤지펀드는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규모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디폴트
스와프와 같은 거래를 통해 은행과 거래당사자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헤지펀드
에 대한 규제정책은 각종 금융자산에의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구조적으로 복
잡하게 얽혀 있는 투자행태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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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상관성의 원인과 문제점
2. 헤지펀드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기
3. 헤지펀드의 리스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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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상관성의 원인과 문제점
자본시장의 미시구조분석에 의하면 비동시거래(nonsynchronous trading)는 개
별 주식 수익률과 두 개 이상 주식 수익률간의 자기상관성을 유발한다고 한다. 그
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헤지펀드 운용자산의 비유동성과 그에 따른 스무딩
(smoothing)이 헤지펀드 수익률과 강한 양(+)의 자기상관관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헤지펀드 수익률의 양(+)의 상관관계가 비유동성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는 주장
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헤지펀드 보유자산의 순자산가
치(Net Asset Value)를 산정(mark-to-market)함에 있어 비유동자산의 특성상 불가
피하게 혹은 고의적으로 자산가격의 intrapolation 혹은 extrapolation에 의한 가격
스무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가격 스무딩은 수익률의 변동성을 현저히 감소
시키고, 펀드의 사후적인 성과(market performance)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샤프
비율(Sharpe ratio)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최근의 헤지펀드 수익률과 시장지수 수익률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
으로 말미암아 위험과 성과 측정을 통한 보상 등을 전통적인 계량방법론으로 해서
는 곤란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sness, Krail and Liew(2001)에서
베타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중립적인 펀드의 수익률을 대상으로 하고 회귀분
석 식에 현재의 시장수익률과 과거의 시장수익률을 독립변수로 추가시킴으로써 위
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Lo(2002)는 헤지펀드
수익률의 샤프비율 추정을 위한 통계추정치 도출시 좀더 정교한 방법론을 개발하
였는데 Lo(2002)는 다른 연구와는 다르게 연간 샤프비율 계산을 위하여 월별 수익
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Getmansky, Lo, and Makalov(2004)는 헤지펀드들의 serial correl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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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큰 이유를 주로 헤지펀드들의 비유동성 노출(illiquidity exposure)과
스무딩된 수익률(smoothed return)에서 찾고 있다.
한편 market performance를 과대 계상하는 것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스무딩은 비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한 헤지펀드일
수록 빈번히 일어날 개연성이 존재한다. 만약 t기의 관찰된 수익률(observed returns)이 유한한 과거 수익률(finite unobserved economic returns)의 이동평균치
(moving average)임을 가정하는 모형을 추정한다면, 현재 수익률을 산정함에서 어
느 정도의 스무딩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로부터 일종의 스무딩
인덱스를 계산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이 일정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헤지펀드 수익률이 스무딩된 경우 샤프비율이 높게 측정되는 편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스무딩으로 말미암아 헤지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샤프비율이 높게 측정되는 편의가 존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흔히 연율로 표시된 샤프비율을 계산할 때 월별 비율에 
 를 곱
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월별 헤지펀드 수익률이 IID 가정을 충족시키게 되
면 별 문제가 없으나, 월별 헤지펀드 수익률이 IID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보다 정교한 샤프비율의 측정을 위해서는 다른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t -시점
에서 헤지펀드의 q -기간 수익률을   라고 하면
  ≡       ⋯      

(3-1)

이때 월별 헤지펀드 수익률이 IID 가정을 충족시키게 되면   의 분산이 기
간 q 에 비례하게 되므로 샤프비율은 식 (3-2)를 만족하게 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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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en(1982)의 GMM 추정치를 이용하여 Lo(2002)는 
 의 점근분포를
식 (3-3)과 같이 도출하였다.




 
  
   ∼                

(3-3)

그러나 월별 헤지펀드 수익률이 IID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익률  가
정상 시계열이라는 가정하에서
  

   



    

 

            

   





(3-4)

이와 같은 사실은 SR 과 SR (q ) 사이에 식 (3-5)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 

 
  
 



(3-5)



 

식 (3-5)에서 만약 자기상관계수  가 0인 경우에는 헤지펀드 수익률이

IID

경

우인 것처럼 식 (3-5)는 식 (3-2)의 형태로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하자. 그러나 월
별 헤지펀드 수익률이 IID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SR 과 SR (q ) 사이에 식
(3-6)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 

 
  





(3-6)





이때 식 (3-6)의 점근분포는 잘 알려져 있지만 헤지펀드 월별 수익률의 경우 샘
플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Richardson and Stock(1989)의 대체적 점
근 분포를 사용하게 된다. 특히 샘플사이즈 T 가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 q 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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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식 (3-7)과 같이 비율  는 0과 0 사이의 유한한계로 수렴하게 된다.

lim    ∈ 

(3-7)

  →∞

이제 q 가 무한히 커지고 이에 따라 SR (q )도 무한히 커지게 되면
     
   
 
   

  
   


(3-8)

  
 
  

   

(3-9)

 


lim    

→∞


(3-10)

식 (3-10)에서 
 는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추
정하기 위해서는 식 (3-6)을 이용하거나 식 (3-11)과 같이 Newey and West(1987)
를 이용하여 직접 실증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3-11)

2. 헤지펀드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헤지펀
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S&P500이나 DJIA 같은 시장지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작
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1994년 1월∼2004년 8월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를 보면 헤지펀드 중 Multi-Strategy 지수 수익률과 S&P500 지수 수익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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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는 0.056이고 Emerging Markets 지수 수익률과 S&P500 지수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472이었다. 그러나 1998년 여름에 있었던 러시아 정부의 파산과 같은
큰 사건의 경우, 하룻밤 사이에 이러한 상관계수들을 0에서 1로 갑작스럽게 변화시
켜버리는 phase-locking 행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한 phase-locking 효과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식 3-12]처럼 그러한 사건을 모형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2요인 모형(two factor model)으로 생성되는 경우를 가정
해보자.
             

(3-12)

식 (3-12)에서          는 모두 IID이고 또한
       

    

     

     

     

     

(3-13)

만약 phase-locking event 지시변수인  가 식 (3-14)와 같이 정의된다면
 = 1(확률 p) 또는

(3-14)

0(확률 1-p)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각각 펀드의   와 펀드의 시장민감도   및 모든 펀드에
동시에 적용되는 phase-locking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약 확률 p가 매우 작다
면 대부분의 경우 기대 수익률은 알파와 베타에 의하여 결정되겠지만 아주 희귀한
케이스에 돌발요소인   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돌발요소인   의 변동성이 시장요
인과 비체계적 위험의 변동성보다 훨씬 클 경우에는  = 1인 상태가 될 때 돌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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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모든 펀드의 기대 수익률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잠재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때, 즉  = 0 조건부 펀드 수익률의 상관관계는
     
            
        
      

≈   

(3-15)

 ≈  ≈ 

(3-16)

그러나 잠재적 위기가 발생할 때 즉  = 1 조건부 펀드수익률의 상관관계는
           



        
(3-17)

       
    







≈ 
 



    
    









  ≈  ≈ 





(3-18)

여기서 우리는 잠재적 위기가 발생하여 돌발요소인   의 변동성이 시장요인과
비체계적 위험의 변동성보다 훨씬 클 경우, 즉  가 나  보다 훨씬 큰 숫자일
경우에는 두 개 펀드의 상관관계가 0에서 1로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러한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
게 되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두 종류의 헤지펀드와 S&P500 시장지
수의 수익률을 가지고 변동성 추이와 시간가변적인 상관관계를 도시해보기로 한다.
먼저 CSFB/Tremont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헤지펀드의 월별 수익률 중 본 연구
에서는 예시를 위하여 1992년 1월∼2006년 9월 Emerging Markets 지수 중 하나
인 Latininvest Fund Ltd(469번) 수익률과 Multi-Strategy 지수에 속하는 헤지펀드
중 하나인 Everest Capital Global Ltd(USD)-(87번) 수익N 시장지수의 수익률 추
이를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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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시장지수와 두 종류 헤지펀드의 수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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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92년 1월∼2006년 9월

1997년 10월을 전후한 스윙이 [그림 3-1]의 수익률과 변동성 추이를 도시한
[그림 3-2]에서 동시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그림 3-2]는 AR(1)- GARCH(1, 1)
모형에서 추정된 시간가변적인 표준편차를 도시한 것이다. 비록 개별 헤지펀드 중
하나이지만 일반적인 지수 수익률의 경우처럼 GARCH(1, 1)으로 모형화할 수 있
는 것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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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Everest와 Latininvest 수익률의 변동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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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보다 매우 큰 값을 가지며 
 ≡

     로 변동성은
이를테면 
    은 평균
매우 지속적임을 알 수 있다. 평균방정식의 AR(1) 회귀계수 

이 예측 가능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주가 수익률의 한 특성인 소위 비동시거래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림 3-3]과 [그림 3-4]는 상관관계가 시간가변적임을 도식적으로 예시하
기 위하여, 1992년 1월∼2006년 9월 Emerging Markets 지수 중 하나인
Latininvest Fund Ltd 수익률과 Multi-Strategy 지수에 속하는 헤지펀드 중 하나인
Everest Capital Global Ltd(USD) 수익률을 각각 S&P500 시장지수의 수익률과
time 윈도를 30개월과 60개월로 변형시키면서, historical한 시변상관관계를 구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상관관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Emerging Markets 지수 중 하나인 Latininvest Fund Ltd 수익률
의 경우 IMF 이전과 이후의 변동성이 큰 차이가 나고 또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점의 -기간 ‘역사적 상관관계(historical correlation)’  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하였다.




 




  




 








  

  
  는 평균을 제거한 헤지펀드 수익률이다.
이때 

[그림 3-5]는 1992년 1월∼2006년 9월 Emerging Markets 지수 중 하나인
Latininvest Fund Ltd 수익률과 Multi-Strategy 지수에 속하는 헤지펀드 중 하나인
Everest Capital Global Ltd(USD) 수익률의 시간가변적인 상관관계를 time 윈도
30개월과 60개월로 나누어 historical한 시변상관관계를 구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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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Everest와 S&P500간의 시변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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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R(1)-GARCH(1, 1)-nornal 모형: Latininvest Fund Ltd(1992년 1월∼2006년 9월)

그림 3-4. Latininvest와 S&P500간의 시변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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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92년 1월∼2006년 9월

다. 역시 두 헤지펀드 수익률의 상관관계는 time 윈도가 30일인 경우 식 (3-18)에
서 명시한 것과 같이 평소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다가도 변동성이 커지는 1998
년을 전후하여 상관계수가 갑작스럽게 매우 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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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Everest와 Latininvest간의 시변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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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지펀드의 리스크모형
헤지펀드 수익률의 경우 매우 많은 비선형성(non-linearity)을 나타내고 있어서
상관계수나 선형요인모형 등과 같은 선형방법론으로는 모형화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간단한 비선형성을 예로 들자면 S&P500 지수와 같은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대칭적 민감도, 즉 주식시장이 상승기에 있을 때의 베타계수
와 주식시장이 하락기에 있을 때의 베타계수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이를 위하여
t -시점의 j -번째 헤지펀드 수익률  에 대한 식 (3-19) 같은 회귀식을 고려해보

기로 하자.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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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9)에서

 =  if   
 otherwise

(3-20)


=  if  ≤ 
 otherwise

이때  를 S&P500 지수 수익률이라고 하면      이므로 만약 주식
시장이 상승기에 있을 때의 베타계수와 주식시장이 하락기에 있을 때의 베타계수
가 일치하는 경우, 즉      인 경우는 일반적 경우의 식 (3-19)의 특별한 케이
스인 표준선형모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han, Getmansky, Haas and
Lo(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헤지펀드의 베타계수 양태가 주식시장이 상승기
에 있을 때와 주식시장이 하락기에 있을 때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94년 1월∼2004년 8월 CSFB/Tremont 헤지펀드 지수 수익률과 S&P500 지수
수익률을 가지고 회귀분석한 결과 Distressed index의 경우 주식시장이 상승기에
있을 때의 베타계수가 시장중립적인 0.04에 불과하지만 주식시장이 하락기에 있을
때의 베타계수는 0.43으로 매우 비대칭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Managed Futures index의 경우 주식시장이 상승기에 있을 때의 베타계수
가 0.05인 데 반하여 주식시장이 하락기에 있을 때의 베타계수는 -0.41로 베타계
수의 부호가 바뀌는 비대칭적인 양태를 보이며 비선형적 모형의 중요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처럼 Managed Futures index의 경우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전통적 자산 클라스에서 가지게 되는 분산효과보다 훨씬 더
큰 분산효과를 가지게 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량모형 설정에서 비선형
성 모형이 가지는 장점과 헤지펀드의 리스크모형을 투자자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an, Getmansky, Haas and Lo(2005)의 실증연구에서 그들
이 시장조건과 위험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로는 S&P500 월별 지수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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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P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가중 금융주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 1계차 차분한
LIBOR, 미국 현물달러 지수 월별 수익률, NYMEX의 오일선물계약 월별 수익률,
금 현물가격지수의 월별 수익률, 다우존스/리만 채권지수 월별 수익률, 다우존스
large-cap과 small-cap 차이의 월별 수익률, 다우존스 가치지수와 성장지수 차이의
월별 수익률, 신용스프레드, 기간스프레드, VIX 내재 변동성 지수의 월별 1계차
차분 등이다.
한편 t -시점의 j -번째 헤지펀드 수익률  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금융섹터 수익
률들을 회귀분석시켜 보면 금융섹터가 일부 헤지펀드 지수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
되어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1994년 1월∼2004년 8월 CSFB/Tremont
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헤지펀드 월별 지수 수익률과 2개월까지의 래그변수들, 그
리고 S&P500 월별 지수 수익률과 역시 2개월까지의 래그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
고, CRSP SIC 코드 중 6000-6199, 그리고 6710에 해당하는 금융주들에 대하여
가치가중(value weighted) 포트폴리오와 동일가중(equally weighted)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여, 이것들의 월별 수익률을 금융섹터의 대용치로서 종속변수로 사용하
여 회귀분석한 결과 Chan, Getmansky, Haas and Lo(2005)는 헤지펀드와 금융기
관간에 common factor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일가중 금융주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S&P500 월별
지수 수익률과 2개월까지의 래그변수들만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한 경


우 sample size 118에 조정된   는 32.8%이고 S&P500 월별 지수 수익률과 1개
월 래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 은행들이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물론 비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동일가중 금융주 포트폴
리오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S&P500 월별 지수 수익률과 2개월까지의 래그변
수들 및 여러 가지 헤지펀드 월별 지수 수익률들과 2개월까지의 래그변수들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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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조정된   가 54.6%(Managed Futures의
경우)에서 58.2%(Risk Arb and Long/Short Equity의 경우)까지 비교적 고른 설명
력을 보임과 동시에 일부 헤지펀드 지수(예를 들면 Managed Futures Index)를 제
외한 대부분의 헤지펀드 지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치가중 금융주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S&P500 월별 지
수 수익률과 2개월까지의 래그변수들만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한 경


우 sample size 118에 조정된   는 55.7%이고 동일가중 금융주 포트폴리오의 경
우와는 다르게 현시점 S&P500 월별 지수 수익률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
여 비교적 규모가 큰 은행들은 시장 위험에만 노출되어 있고 유동성 위험에는 노
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치가중 금융주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종
속변수로 하고 S&P500 월별 지수 수익률과 2개월까지의 래그변수들 및 여러 가
지 헤지펀드 월별 지수 수익률들과 2개월까지의 래그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


귀분석을 동일하게 시행한 결과, 조정된   는 54.6%(Managed Futures의 경우)에
서 58.2%(Risk Arb의 경우)까지 동일가중지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시
장지수의 설명력이 비교적 높아 보였으며, 일부 헤지펀드 지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유사시 헤지펀드 산업에서 야기
된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일부 전이되어 금융시장에 잠재적 리스크(systemic risk)
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헤지펀드의 국면전환모형
1994∼95년 멕시코 정부를 긴장시켰던 멕시코 페소의 통화위기라든가 1997년
한국을 위시하여 아시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통화 및 금융 위기는 분명히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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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른 돌발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 정상적이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또는 외환시장과는 수익률 평균이나 변동성 면에서 전혀 다른 국면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예는 1998년 러시아 XXX GKO 부채의 부도사건으로 촉발된 위기상
태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식 (3-12)이나 식 (3-19)와 같
은 돌발상황에서는 선형모형으로 이러한 상황을 모형화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 바로
Hamilton(1998)이나 Ang and Bekaert (2004)의 국면전환모형(regime-switching
model)이다.
이제 t -시점의 헤지펀드 수익률  가 다음을 만족한다고 하자.
         

(3-21)

 ∼     

(3-22)

1 with probability        
 = 1 with probability   

    

(3-23)

0 with probability        
0 with probability        
따라서  는 헤지펀드 수익률  가 상태 1에서의 수익률인지 상태 2에서의
수익률인지를 결정하는 지시변수이며 j -상태에서 t -시점의 헤지펀드 수익률은
이제  가 된다. 식 (3-21)에서 식 (3-23)을 살펴보면 각 상태에는 각기 다른
평균과 분산이 존재하고 국면전환과정  는 2개의 확률을 가지게 됨으로써 지
금까지 추정해야 할 모수는 모두 6개가 된다. 한편 마코프 체인(Markov chain)
의 k -단계 전이행렬이   로 주어지게 되므로 t -시점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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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즉  ≡         ⋯   가 주어진 상황에서 국면    의 조
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다.
                     

(3-24)


 ≡ 
  

(3-25)

유사한 마코프 체인의 산식을 이용하면    의 조건부 기대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   

         ′


≡



  ′

(3-26)
(3-27)
(3-28)

1994년 1월∼2004년 8월 CSFB/Tremont에 속해 있는 14개 헤지펀드의 월별
지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Chan, Getmansky, Haas and Lo(2005)는 14개 지수
중 12개 지수가 국면전환모형으로 모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모
형 중에서 낮은 평균국면 확률을 이용하여 헤지펀드 산업에서 야기된 위험이 일부
통로를 통하여 금융시장에 잠재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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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지펀드 규제의 필요성
미국 증권중개인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NASD)
는 중개인들이 개인투자가들에게 헤지펀드를 판매하면서 때로 투자전략이 개인투
자가의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suitability analysis)와 헤지펀드가 수반하는 위
험을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례들을 지적하고 있다. 규제자들은 헤지펀드에 자
금중개･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가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투
자하도록 하는 것은 헤지펀드가 헤지펀드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 프라임 브
로커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헤지펀드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갖가지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부분
의 사람은 복잡한 파생상품과 모형을 이용하는 헤지펀드의 거래구조와 다양한 투
자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지펀드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헤지펀드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면 헤지펀드 산업에 금융규제기
관이 개입하는 데 우려를 느낄 필요도 없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도 낮을 것이다. 하
지만 오늘날 헤지펀드는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993년 헤
지펀드 수는 1,100개, 총운용자산은 500억 달러 정도였으나 2006년 9월 말 현재
헤지펀드 수는 약 9천 개이며 총자산은 1.2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미국 금융시장 규제기관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헤지
펀드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 규모와 영향력이 증가하고 연기금 등 미국
신탁기관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여 헤지펀드에 눈을 돌리면서 규제자들은 헤지펀
드와 같은 대체투자기구(alternative investment vehicle)를 정의하고 통제하기 위
해 갈수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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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의 역사
헤지펀드는 그동안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비교적 가벼운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는 증권 관련 미국 연방법제도의 규정에 기인한다.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
거래법, 1940년 투자회사법, 1940년 투자자문가법의 투자회사와 관련된 핵심 의무
규정에는 예외조항이 존재하며, 헤지펀드는 이 예외조항을 충족시키면서 미국 금
융규제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헤지펀드는 증권법에 규정된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헤지펀드만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운용되어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2004년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
권거래위원회)는 헤지펀드 규제와 관련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법률 개정을 통
해 헤지펀드에 대한 간접규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투자자문법 조항 203(b)(3)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자회사로서의 헤지펀드는 △ 이전 12개월 동안 고객 수가 15
명 미만이고 △ 투자자문가로서 일반투자자(retail investor)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홍보를 하지 않으며 △ 등록 투자회사에 자문하지 않는 한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투자자문법 203(b)(3)-1에서는 투자자문가가 203(b)(3)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 헤지펀드와 같은 투자펀드를 하나의 고객(single
client)으로 간주하도록 허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헤지펀드 매니저는 투자자문법상
의 투자자문가로 SEC에 등록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헤지펀드 투자자 수에 관계
없이 최대 14개 헤지펀드를 운영할 수 있었다.
2004년 12월 2일 SEC의 등록의무화 규정에 따라 많은 헤지펀드가 ADV 서식
을 SEC에 제출함으로써 등록의무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이 서식은 미국내 등록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었으나 2006년 2월 이전 헤지펀드는 등록 투자회
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2006년 6월 23일 미국 워싱턴
D.C. 항소 법원은 헤지펀드의 등록 및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하는 데 사용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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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EC의 가이드라인과 상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헤지펀드 등록을
위한 ADV 서식 제출이 현재와 같은 형태를 띠거나 현재 규정에 정해진 공개범위
처럼 포괄적인 형태로 남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2006년 2월까지 많은 헤지펀
드가 ADV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SEC에 등록한 것은 그러한 공개가 필요하거나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
로 남을 전망이다. 제출서류에는 이해상충 가능성과 과거 법적･규정상의 문제 등
을 포함하여 과거 일반대중이 접할 수 없었던 풍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2006년 ADV 파일링 그리고 헤지펀드 특성과 과거 실적을
다룬 포괄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SEC 파일링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 즉 이
정보 공개로 제공되는 정보가 시장참여자들이 운용위험을 회피하는 데 이용될 수
있었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체가설(alternative hypothesis)은 시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ADV 파일링이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중복하여 제공하
고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헤지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시장참여자들이 잠재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6년 ADV 서식을 제출한 헤지펀드는 등록하지 않은 헤지펀드에 비해 보다
양호한 과거 실적과 더 많은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SEC에 등
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정한 수준을 갖춘 헤지펀드임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운용상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규제 취지와
궤를 같이하여, 잠재적 이해상충(potential conflicts)이 있는 헤지펀드는 과거에 법
적 또는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펀드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문제가 있는 펀드(problem fund)와 문제가
없는 펀드(non-problem fund) 사이에서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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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문제가 있는 펀드에서는 잠재적 이해상충의 척도가 역사적으로 낮은 펀
드수익률과 직접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문제가 없는 펀드에서는 그러
한 양(+)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적으로
운용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펀드를 찾아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
고, 이 변수를 이용하여 펀드의 운용성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좋은 펀드를 선택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지닌 펀드를 회피하
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에 대해 가격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면, 그러한 정보에 대한
수요와 정보 가격은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펀드는 그렇지 않은 펀드에 비해 펀드의 운용구조가 집중화 경향을 보이며,
평균적으로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펀드 투자자들이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를 구분할 능력
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SEC 등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시장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정보일 뿐이라고 하는 중복정보가설(information redundancy hypothesis)은,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좋은 운용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펀드는 법상･규제상 문제가 없으면서 좋은 실적을 보이는 펀드에 비
해 낮은 자금의 순유입(net inflow)을 경험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는 이러한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종합하자면 이
러한 검증결과는 헤지펀드 운용상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 SEC 등록의
무에 의해 새로이 얻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운용상 위험과 관련
하여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더하여 SEC 등록의무 규정에 의한
ADV 파일링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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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문헌 연구
위에서 언급한 2004년 12월 SEC 결의안은 14인 이상의 미국 투자자로 이루
어진 역외펀드와 자산 2,500만 달러 이상이며 투자자본의 거치기간(lockup period)이 2년 미만인 역내 헤지펀드는 ADV 서식을 SEC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 ADV 서식은 잠재적 이해상충(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헤지펀드의
운용회사(management company) 및 운용회사와 관련된 자문회사들의 과거 법상･
규제상 위반사항과 운용회사의 소유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헤지펀드가 자발적으로 등록하거나 특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헤지펀드에만 등록의무가 부과되었다. 35쪽에 달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
로써 SEC에 등록하는 것은 헤지펀드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 Phil Goldstein은 ADV 서식은 “마지막 천연두 백신 접종시기”
에서부터 “전자우편으로 주고받는 모든 더러운 농담”에 이르기까지 별별 세세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ADV 서식은 펀드매니저의 운용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국제금융공학자협회는 운용위험을 “펀드매니저, 운용과정, 펀드 운용기술 또는 외
부적인 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부
운용, 통제 및 회계 시스템의 실패위험, 법률 준수 및 내부 감사시스템 실패 그리
고 인력 감독시스템 실패, 즉 직원 부정 및 비행이 이에 해당한다. 악성거래자(예:
Barings, National Australia Bank, Allied Irish Bank)에 따른 손실, 경영진의 부
정에 따른 실패(예: 엔론), 2004년 뮤추얼펀드 시장타이밍 스캔들(예: Putnam) 등
을 모두 운용위험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운용위험은 LTCM 사태에서 나타난 신용노출(credit exposure)에 따른
시장위험과는 구분된다. 시장위험은 정량적 위험모형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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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직접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proxy)가 없다. 운용위험은 직
접적으로 계량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변수를 사용
할 수밖에 없다. 운용위험 중에서도 인적 위험을 평가하는 일이 가장 어려울 것이
다. 과거의 행동과 현재의 기회는 인적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매니저의 과거 행동에는 과거 매니저에게 취해진 법규상 조치뿐 아니라 향후 고
객, 파트너 또는 자금공여자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향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변수들이 포함될 것
이다. 물론 그러한 경향은 내부 통제 및 외부규정 준수절차를 통해 얼마간 관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의 부정 위험은 기회가 많을수록 증가할 것이다. 통제 및 법률 준
수가 일정하다면 매니저와 투자자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운용위험
또한 높아진다.
따라서 ADV 서식에 포함된 질문은 일부 사람에게는 부당한 개인사이고 부담
스러운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이 질문들은 운용위험, 특히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행동하려는 인간의 의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위험 측정 및 평가
가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ADV 서식은 운용회사 경영진의 과거
범죄와 관련된 기소 여부, 범죄의 성격과 심각도 및 처분 결정을 공개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과 제재성격을 비롯하여 회사나 그 직원들에게 취해진
과거 규제조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 회사와 관련한 과거 민사소
송, 채권소송 그리고 중재정보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변수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서 운용위험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결합된 정보로서 회사 또는 회사가
현재 고용한 사람들이 지닌 과거 불법행위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연구하는 또 다른 핵심 변수는 이해상충을 포착하는 일이다.
이 사안은 투자은행의 업무영역에서 많이 연구된 주제였다.15) Gompers와
Lerner(1997)는 벤처캐피털 산업에서 이해상충의 근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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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공모주에 참여하는 일은 초기 공모주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전혀 미치
지 않았다. ADV 서식은 잠재적 이해상충과 관련된 많은 변수에 관한 정보를 요
구하고 있다. 특히 이 서식은 회사의 통제를 받는 직원이나 법인이 브로커･딜러,
뮤추얼펀드 또는 유한합자회사 등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
해 질문하고 있다. 또한 이 서식은 거래상 독점이익, 거래상 영업이익, 중개재량
권(brokerage discretion), 고객자산 보호를 포함하는 고객들의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매니저가 고객 결정에 영
향을 미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의 이익을 희생하고 매니저의 이득을 취하는
결정을 내릴 개연성은 존재한다.
우리가 이 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또 다른 변수는 투자회사의 소유권 및 지배구
조와 관련된 것이다. 이 관계를 다룬 현재의 연구는 그러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remers 등(2005)은 이사가 높
은 소유지분을 지닌 뮤추얼펀드가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Ding and Wermers(2006)는 뮤추얼펀드 이사회의 독립이사 비율로 표본외 실적
(out-of-sample performance)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Khorana
and Servaes(2006)는 표본외 실적은 경영자의 소유권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헤지펀드 업계에는 운용 중인 펀드에 포함된 경영진의 지분규모가 기
대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 대용변수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지만, 헤지펀드
정보제공자들에게서는 통상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고 이러한 믿음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ADV 서식은 회사의 직접적인 소
유권과 간접적인 소유권 모두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Dugar and Nathan(1995), Lin and McNichols(1998)과 Michaely and Womack(1999)
는 투자은행업무에 있어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운용성과(performance)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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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번 연구자료를 확보하였다.
첫 번째는 Lipper TASS Inc.의 데이터베이스이다. 2006년 2월 TASS 자료를
활용하여 헤지펀드 운용회사(management company)를 SEC ADV 파일링과 대응
시켰다. TASS 데이터베이스는 4,019개의 현재 활동 중인 헤지펀드(live hedge
fund)와 2,491개의 소멸한 헤지펀드 그리고 이 헤지펀드 운용회사들의 정보를 담
고 있다. 개별 헤지펀드 자료에는 수익률,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AUM), 투자자본 거치기간(lockup period), 출자 및 환매 기간(subscription and
redemption period), high water mark16) 및 기타 자료가 포함된다. TASS 파일에
는 운용회사 명칭과 주소도 포함된다. 2006년 2월 TASS 데이터 이외에도 과거 8
개의 TAS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9개 데이터는 1998∼2006년의 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펀드의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요 자료는 SEC 자문가 웹사이트이다.17) 이 사이트에 등재된 각각의
ADV는 헤지펀드 운용회사의 정보를 담고 있다. ADV 파일링은 12개 항목
(12items)과 3개의 스케줄(3schedules)로 이루어져 있다. 항목 1번부터 6번까지는
회사 주소, 조직, 직책별 직원 수 그리고 투자자 유형 분류를 비롯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항목 7번과 8번은 회사의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을 다룬다. 항목 9번은
다양한 자산임치(assets custody) 상태를 조사하고 10번은 회사의 최고경영자
(control person)를 다룬다. 항목 12번은 규제가 소규모 운용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SEC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11번은 중범죄,

16) 과거 손실을 회수할 때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7) http://www.adviserinfo.sec./IAPD/Content/IapdMain/iapd_SiteMap.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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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관련된 범죄와 경영진 또는 연관이 있는 자문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
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용회사가 항목 11번의 어떤 질문에든
“예”라고 답한다면 항목 11번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상세히 다루는 DRP를 제출해
야 한다. 스케줄 A에는 회사의 직접 소유주와 경영자 정보가 포함된다. 스케줄 B
는 회사의 간접 소유자 정보를 열거하고 스케줄 D에는 기타 사업장 위치, 기타 레
코드 위치, 과거에 등재되지 않은 경영자 목록 그리고 회사가 참여한 유한파트너십
목록이 포함된다.
각 ADV 파일링이 어떤 헤지펀드의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2단계 검색을 실
시하였다. 먼저 TASS에 실린 운용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각 헤지펀드의 운용회사
를 검색하였다. 그 검색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헤지펀드 이름에 포함된
독특한 단어를 검색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운용회사 정보만으로도 ADV 파일링과
TASS 데이터베이스의 운용회사를 식별할 수 있었다. SEC 등록규정은 2006년 2
월 1일자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검색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데이터베이스만 포
함되었으며, TASS 데이터에 포함된 헤지펀드는 ADV 파일링에 포함된 펀드와 일
치되도록 하였다. TAS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1,697개 운용회사 중에서 893개
운용회사, 즉 52.3%를 식별하였다.
우리가 식별한 운용회사들은 현재 활동 중인 TASS 데이터베이스에 오른 4,019
개 활동펀드 중 2,272(56.5%)개를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TASS 데이터베이
스와 ADV 파일링간에 일치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데 실패한 헤지펀드는 자산규모
250만 달러 미만인 헤지펀드(비일치 펀드의 22%), 2년 이상 투자자본이 고정되는
헤지펀드(비일치 펀드의 2%), 미국 투자자가 14인 이하 또는 이상인 외국계 회사
(비일치 펀드의 73%)가 포함되었다.
[표 4-1]은 TASS와 ADV 파일링간에 일치하는 펀드와 현재 활동 중인 모든
TASS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통계치(descriptive statistics)를 보여준다. 전자

제4장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보호 문제 97

98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matched dataset)의 수익률과 표준편차는 후자(All TASS Live Funds)의 그것과
약간의 차이가 날 뿐이지만, SEC 등록펀드(ADV filing funds)의 샤프 비율은 전
체 TASS 데이터의 샤프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것은 SEC에 등록한 펀드의
위험 조정 후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도(skewness) 및 첨도
(kurtosis)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SEC
등록펀드의 자기시계열상관(autocorrelation)은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등록펀드가
유동성이 낮은 운용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18) SEC 등록펀드의 평균 최저투자액뿐 아니라 평균규모 또한 두 표본에서 유의
하지 않은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세 가지 유동성 척도인 투자자본고정기간(lockup
period), 얼마나 자주 출자 및 환매가 가능한가를 나타내는 일수 모두 SEC 등록펀
드가 길었는데, 이는 등록펀드가 역내펀드인 경우가 많고 역내펀드가 보다 많은 지
분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평균 high water mark 수준과 평균 레
버리지는 SEC 등록펀드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운용보수(management fee)
는 ADV에 포함된 펀드 표본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왔고 성과보수
(incentive fee)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결
과는 ADV 파일링을 통해 SEC에 등록한 펀드가 그렇지 않은 펀드에 비해 높은
품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18) Getmansky, Lo and Makarov(2004)는 비유동자산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의 높은 자기계열상
관의 원인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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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증분석 결과
ԧࢂ୪଼ۀ൷݁ࢂ୪ઢۀ൷݁
이해상충 변수와 법규 문제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먼저 문제 있는 펀드
(problem fund)와 문제 없는 펀드(non-problem fund)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 있는 펀드는 헤지펀드 운용회사가 ADV 서식항목 11번에 “예”로 답한 펀드
이고, 동일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 펀드가 문제 없는 펀드이다. ADV 서
식 11번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과거 중범죄 또는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ADV 서식에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SEC, CFTC, 연방(federal) 또는 주기관(state agency)이나 기타 규제조치와 관련
된 내용도 포함된다. 2,272개 표본펀드 중에서 358개의 펀드가 항목 11번 질문 중
적어도 1개에 “예”라고 답한 운용회사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다. 전체 표본의 약
15.8%가 문제 있는 펀드였다. 또한 893개 운용회사 중에서 128개사(14.3%)가 항
목 11번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 웹사이트에서 다운받
은 모든 ADV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ADV 파일링 펀드 중 문제 있는 펀드의 비율
을 계산한 결과, ADV에 등록한 1만 295개 펀드 중에서 1,526개 펀드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V 파일링 표본 전체의 14.8%로, TASS 데
이터베이스의 헤지펀드 표본이 보인 14.3%와도 거의 동일한 비율이다.
[표 4-2]의 패널 A는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 사이의 운용성과 차이와
펀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펀드 사이에는 수익률의 표준편차나 수익률의 자기
계열상관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평균 수익률과 샤프
비율은 문제 있는 펀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규모에
서는 문제 있는 펀드가 평균적으로 더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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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문제 있는 펀드(Problem Funds)와 문제 없는 펀드(Non-Problem Funds)의 비교
표 4-2-A. 펀드･펀드매니저의 특성 및 운용성과와 관련된 통계치
문제 있는 펀드

변 수

표본 수

평균

문제 없는 펀드

중위 수 표본 수

평균

중위 수

차이

p-값

평균 수익률

356

0.89

0.80

1898

0.98

0.84

-0.09

0.05**

표준편차

354

2.60

1.79

1897

2.74

2.08

-0.14

0.28

1차 자기상관계수

349

0.14

0.15

1863

0.14

0.14

0.00

0.82

샤프 비율

354

0.33

0.29

1897

0.39

0.30

-0.06

0.01**

운용자산(백만 달러)

325

218.23

58.74

1647

180.23

54.00

38.00

0.20

연수(년)

358

5.65

4.50

1912

4.99

3.92

0.66

0.01**

최소투자액(백만 달러)

358

0.98

0.50

1909

1.30

0.50

-0.32

0.35

운용보수(%)

358

1.37

1.25

1912

1.38

1.50

-0.01

0.63

성과보수(%)

358

15.23

20.00

1912

17.52

20.00

-2.29

0.00**

High Water Mark

358

0.69

1.00

1912

0.82

1.00

-0.13

0.00**

투자자본거치기간(월)

358

4.07

0.00

1912

4.48

0.00

-0.41

0.24

주:

***, **, *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4-2-B. 외부와의 이해상충관계
외부와의 이해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
1)

문제 있는 펀드

문제 없는 펀드

표본 수 Yes(%) 표본 수 Yes(%)

차이

p-값

브로커･딜러

359

73.8

1912

24.8

49.0

0.00***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

359

50.4

1912

16.0

34.4

0.00***

투자자문가(Investment Advisor)

359

74.7

1912

41.3

33.4

0.00***

상품 브로커(Commodity Broker)

359

53.5

1912

20.3

33.2

0.00***

행

359

40.4

1912

9.8

30.6

0.00***

보험회사

359

39.8

1912

9.4

30.4

0.00***

유한책임파트너의 스폰서

359

56.8

1912

22.2

34.6

0.00***

은

주: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펀드와 관계되어 있는 경우 ‘1’로 표시됨.
투자회사 변수 및 표에 열거된 다른 변수는 펀드와 관계 있는 투자회사･기관일 경우 ‘1’로 표시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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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C. 내부와의 이해상충관계
문제 있는 펀드

내부와의 이해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

N

Yes(%)

N

Yes(%)

차이

p-값

359

30.1

1912

8.4

21.7

0.00**

359

85.2

1912

69.6

15.6

0.00**

359

74.9

1912

50.8

24.1

0.00**

359

31.2

1912

2.3

28.9

0.00**

5)

359

69.4

1912

46.8

22.6

0.00**

RecSaleInterest6)

359

22.6

1912

15.7

6.9

0.00**

RecBrokers

359

45.7

1912

38.4

7.3

0.01**

OtherResearch7)

359

81.3

1912

69.0

11.4

0.00**

BuySellYourOwn

1)

BuySellYouselfClients
RecSecYouOwn

2)

3)

AgencyCrossTrans4)
RecUnderwriter

주:

문제 없는 펀드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운용회사가 자신과 고객 사이에서 매수･매도 거래를 하는 경우 ‘1’로 표시됨.
2) 관계당사자(related party)가 펀드에 추천된 것과 같은 주식을 매수･매도 거래를 하는 경우 ‘1’로
표시됨.
3) 펀드가 관계당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 ‘1’로 표시됨.
4) 펀드가 기관들간의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1’로 표시됨.
5) 인수자(underwriter)가 관계당사자로서 고객에게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 ‘1’로 표시됨.
6) 관계당사자가 판매 목적으로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 ‘1’로 표시됨.
7) 펀드가 외부연구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1’로 표시됨.
***, **, *

표 4-2-D. 소유권(Ownership)과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관계
문제 있는 펀드

구조변수

표본 수

평균

359

7.85

7.00

359

8.47

Percent own 75% 3)

357

Domestic Direct Corp4)

문제 없는 펀드
평균

중위 수

차이

p-값

1912

6.44

5.00

1.41

0.00***

7.00

1912

6.46

5.00

2.01

0.00***

0.73

1.00

1912

0.50

0.50

0.23

0.00***

359

0.80

1.00

1912

0.50

0.00

0.30

0.00***

Indirect Owners5)

359

2.26

1.00

1912

1.38

0.00

0.88

0.00***

Leveraged6)

358

0.51

1.00

1912

0.58

1.00

-0.07

0.03**

Direct Owners
Controlling

1)

2)

중위 수 표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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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D. 계속
구조변수
Margin

6)

Personal Capital($mm)
주:

문제 있는 펀드
표본 수

평균

273

0.36

0.00

104

1.18

0.00

문제 없는 펀드

중위 수 표본 수

평균

중위 수

차이

p-값

1449

1.49

0.00

-0.13

0.00***

622

2.64

0.00

-1.46

0.02**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직접적인 소유주
지배적인 소유주
적어도 펀드의 75%를 소유한 사람의 비율임.
직접적인 소유주로 등록된 국내기업
간접적인 소유주
펀드가 레버리지와 마진을 사용하는 경우 ‘1’로 표시됨.

***, **, *

1)
2)
3)
4)
5)
6)

문제 있는 펀드가 문제 없는 펀드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더 오래된 것으로 나타
났고, 평균적인 성과보수는 더 낮았다. High water mark 또한 문제 있는 펀드가
유의한 수준에서 낮았다.
패널 B는 외부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패널 B는 매니저가 관련
있는 브로커･딜러, 투자회사, 투자자문가, 상품브로커, 은행 또는 보험회사를 가지
고 있거나 유한책임파트너의 후원자인지 등의 질문을 다루고 있다. 문제 있는 펀드
가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빈도는 문제 없는 펀드에 비해 공통적으로
높았다. 예를 들어 문제 있는 펀드 중 74.7%는 관련 투자자문가를 보유하고 있었
지만 문제 없는 펀드는 동일 사안에 대해 41.3%의 비율을 보였다. 회사가 관련 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
드는 각각 50.4%, 16.0%로 나타났다.
패널 C는 내부의 잠재적 이해상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AgencyCrossTrans 변수는 브로커･딜러가 브로커 의뢰인의 증권을 투자자문해주
는 고객과 매매하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문제 없는 펀드 중 2.3%만이 잠재적
이해상충 가능성을 보인 반면 문제 있는 펀드 중 31% 이상이 이런 매매를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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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사자들이 소유권 형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
게 금융자산을 추천(RecSecYouOwn)하는 변수 또한 문제 있는 펀드가 25% 더
높았다. 패널 B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 사이의 이 모
든 차이점은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고 있었다. 패널 B와 C의 결과는 법규 문제와
다양한 내외부의 이해상충 척도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패널 D는 두 펀드간의 소유권 및 자본의 구조 차이를 조사한 것이다. 패널 첫
부분은 회사의 주식 소유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문제 있는 펀드에서 직접소
유자(direct owner) 및 지배소유자(controlling owner)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회사지분의 75%를 소유한 소유자의 비율인 Percent own 75% 변수는 문
제 있는 펀드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 문제 있는 펀드가 더 집중화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즉 지분이 작은 여러 명의 소유자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기보다는 지
분율이 높은 소수의 소유자에 의해 운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패널 D는
회사의 채무정보도 담고 있다. 문제 있는 펀드는 문제 없는 펀드에 비해 레버리지
와 마진이 낮은데, 이는 신용공여자가 문제 있는 회사에 더 적은 신용을 공여할 것
이라는 가설과도 일치한다. 다음에서 이 관계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았다.
[표 4-3]은 문제 있는 펀드일 경우 1, 문제 없는 펀드일 경우 0을 종속변수로
하는 probit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추정에 사용된 모든 모형은 스타일의 차이를 컨
트롤하기 위한 스타일더미(style dummies)를 포함하고 있다.
모형 1은 매니저와 펀드의 특성 변수만을 포함하고 있다. 규모변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high water mark와 낮은 인센티브 보수는 문제 있는 펀드
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펀
드가 낮은 성과보수체제를 가지고 있다. 즉 시장이 펀드의 과거 문제와 관련된 정보
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운영위험에 대해 낮은 보수를 지급
함으로써 보상받으려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104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표 4-3. 문제 있는 변수에 대한 Probit 모형 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Chi-sq

계수

Chi-Sq

계수

Chi-Sq

0.012

0.37

-0.023

1.18

-0.005

0.05

-0.193

4.99**

-0.111

1.39

-0.14

2.01

0.063

1.39

-0.039

22.82***

-0.039

21.16***

-0.038

18.58***

0.79

68.88***

0.682

46.43***

1.418

123.73***

0.333

15.03***

0.256

5.78**

Percent owner75

0.554

.7.59***

Direct Domestic

0.128

8.74***

Log(자산)

1)

High Water Mark

2)

평균 수익률
성과보수
관계(Relationship)
AgencyCross Trans

주:

RecSecYouOwn

0.313

14.32***

BuySellYourOwn

0.679

45.91***

Other Research

0.321

10.03***

Pseudo R-Squared

3.87%

16.62%

25.73%

표본 수

1971년

1971년

1954년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모형의 종속변수는 문제 있는 펀드일 경우 ‘1’, 문제 없는 펀드일 경우 ‘0’ 임.
1) 달러로 표시된 운용자산의 로그변환값임.
2) 펀드가 high water mark를 가지고 있는 경우 ‘1’ 임.
3) 펀드가 외부와 이해상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임.
***, **, *

모형 2는 운용위험변수로서 RecSecYouOwn을 추가하는데, 이 변수는 펀드 운
용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와 소유권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펀드가 추천할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BuySellYourOwn은 펀드가 자신과 고객 사이에서 증권을
매매할 경우 값이 1이며, OtherResearch는 펀드가 외부 연구를 활용할 경우 값이
1이다. 이 모든 변수의 계수는 값이 크고, 양수이며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고 있는
데, 이는 이해상충 가능성과 법규 문제 사이에 양(+)의 관계가 성립함을 뜻한다.
즉 펀드가 잠재적으로 운용위험을 내포한 경우에는 법규정상 문제가 있는 펀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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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형 3은 모형에 두 가지 소유권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 2의 AgencyCross
Trans 변수를 BuySellYourOwn 변수로 대체한다. AgencyCross Trans는 펀드가 기
관의 상호 거래를 수행할 경우 값이 1이다. Percent owner75는 펀드지분의 최소
75% 소유하고 있는 직접소유자들의 전체 소유자에 대한 비율이다. 펀드의 지분 소
유자가 1명인 경우 이 비율은 100%가 되며, 만약 뚜렷한 대주주가 없다면 이 비율
은 0%가 되는 것이다. Direct Domestic은 직접적인 소유자로 등재된 국내 법인 혹
은 단체의 수이다. AgencyCrossTrans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고 양(+)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내부적 이해상충이 있는 펀드가 법규적으로 문제 있는 펀드가 될 가
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유권과 관련된 두 개의 변수 또한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 소유권이 소수의 대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펀드는
문제 있는 펀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펀드의 소유권을 가진 국내기업 수가 많은
펀드일수록 문제 있는 펀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가질 수 있는 의문 중 하나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가 데이터베이스 생존편향(survival bias)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점이다. 우리
의 연구에서 ADV 서식을 제출함으로써 SEC에 등록한 펀드들은 TASS 데이터베이
스에 포함된 펀드 중 현재 활동 중인 펀드(live fund)만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분석대상이 되었던 펀드들은 이미 어떤 선택편향(selection bias)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펀드가 그 이전에 혹은 자발적으로 ADV
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것이란 가정하에 이미 분석대상이 되었던 데이터 집합에
2005년 2월 TASS 데이터를 보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2005년
2월 현재 활동 중인 펀드(live funds) 중에서 2006년 2월에 TASS 데이터베이스의
소멸한 펀드(defunct fund)로 이동한 펀드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약 1년 사
이에 126개 펀드가 활동을 중지하고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126개 펀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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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 파일링을 통해 SEC에 등록한 펀드는 46개 펀드에 불과하였고(문제 있는 펀드
8개, 문제 없는 펀드 38개), 따라서 표본 크기는 작고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지만,
활동을 중지한 펀드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도 이전의 분석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ࠤ࣊ߑيࠜധେ୍ୡࢂ୪଼ۀ൷݁ଭਐ
여기서는 프라임 브로커와 같이 헤지펀드에 대해 자금을 공여하고 매매와 관련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으로서의 금융기관이 사전적으로 높은 운용위험
을 가진 펀드를 식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의 레버리지 차이를 조사하였다. [표 4-2]에
서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가 레버리지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probit 모형 분석에서는 레버리지를 사
용하는 정도와 투자전략에 따른 펀드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두 펀드 사이의 레
버리지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표 4-4]는 펀드의 레버리지와 운용위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패널 A는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 사이에 세 가지 레버
리지 척도상의 평균적인 차이(mean differences)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0∼1
변수를 레버리지 척도로 삼는다. 두 번째 레버리지 척도는 펀드들이 사용하는 평균
적인 레버리지이다. 세 번째 척도는 펀드가 사용한 최대 레버리지이다. ADV 파일
링을 통해 SEC에 등록한 펀드 표본에 속한 모든 펀드에 대해 세 가지 척도를 계
산하였고, 이어서 ‘펀드의 펀드(funds-of-funds)’를 배제한 하위집합(sub-set), 그리
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를 가장 크게 사용하는 상위 5%를 배제한 표본을 대상으
로 이 세 가지 척도를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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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레버리지와 잠재적 문제 있는 변수간의 관계
TASS와 ADV 파일링간에 일치하는 펀드
문제 있는 펀드

문제없는 펀드

표본 수

평균

표본 수

레버리지

358

0.51

1912

평균 레버리지

273

53.53

최대 레버리지

273

98.21

평균

차이

p-값

0.58

-0.07

0.03**

1449

85.49

-31.96

0.01***

1449

141.02

-42.81

0.00***

차이

p-값

펀드의 펀드를 제외한 헤지펀드만의 표본
문제 있는 펀드
표본 수

평균

문제없는 펀드
표본 수

평균

레버리지

266

0.61

1532

0.61

-0.01

0.88

평균 레버리지

220

64.81

1201

95.65

-30.84

0.02**

최대 레버리지

220

119.59

1201

159.18

-39.59

0.05**

TASS와 ADV 파일링간에 일치하는 펀드: 레버리지
사용에 있어 상위 5%를 표본에서 제외시킨 경우
문제 있는 펀드

문제 없는 펀드

표본 수

평균

표본 수

평균

차이

p-값

평균 레버리지

273

44.54

1449

65.31

-20.77

0.00***

최대 레버리지

273

82.45

1449

108.63

-26.18

0.00***

사용하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의 차이는 주로 ‘펀드의 펀드’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펀드의 펀드’를 표본에서 제외하면 두 펀드 사이에는 레버리지 사
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레
버리지와 최대 레버리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의 레버리지에서 Winsorizing한 결과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5%
를 표본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에서 얻은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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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ୡࢂ୪ԧۇনଡيٛ࣡ۀ൷݁ଳࠔ
[표 4-5]에 월별 펀드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삼은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명변수로는 probit 모형 분석을 통해 법규정으로 문제 있는 펀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판별된 변수를 포함시켰다. probit 모형 분석에서와 마
찬가지로 헤지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른 유형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
형더미(style dummies)를 포함시켰다. 수익률은 펀드가 활동한 전체 기간 동안의
월별 수익률이다. 앞서 수익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 또한 통제 목적
으로 사용되었다.

표 4-5. 소유구조, 외부와의 이해상충과 펀드 수익률간의 관계
구 분

주: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Log(자산)

0.093

11.57***

0.095

11.84***

0.095

11.85***

STADEV

0.167

24.29***

0.167

24.17***

0.166

24.26***

On Shore

0.079

2.75***

0.069

2.34**

0.077

2.67***

Lockup

0.003

1.46

Incentive Fee

0.004

1.17

High Water Mark

0.054

1.45

0.074

2.13***

Relationship

-0.080

-2.66***

-0.057

-1.87*

Direct Domestic

-0.074

-4.65***

%Owner75

-0.103

-3.38***

Adjusted R^(%)

35.40

35.83

36.71

N

1958년

1958년

1954년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모형의 종속변수는 문제 있는 펀드일 경우 ‘1’, 문제 없는 펀드일 경우 ‘0’ 임.
1) 달러로 표시된 운용자산의 로그변환값임.
2) 펀드가 high water mark를 가지고 있는 경우 ‘1’ 임.
3) 펀드가 외부와 이해상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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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에서 펀드규모(달러로 표시한 운용자산의 로그변환치), 펀드의 표준편차
(stdev), 역내펀드의 여부(펀드가 미국내에 소재하면 1, 그 외의 경우 0)를 통제변
수(control variable)로 사용하였다. 펀드 수익률은 이 모든 변수와 양(+)의 관계를
보였다. 모형 2에서는 펀드 외부와의 관계변수를 추가하여, 펀드 외부와의 이해상
충 가능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가 음수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점을 발
견하였다. 이러한 외부와의 이해상충관계는 월별 수익률을 0.080% 또는 연간 수
익률을 약 1% 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모형에서는 이전의 모형에
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통제변수들과 함께 소유권 관련 변수를 추가시킨 결과, 소
유권 관련 변수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펀드의 지분을 75% 소유한 소유주들의 전체 소유주에 대한 비율이 크면 클수
록 펀드의 월별 수익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유권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를 모형 3에 추가한 결과 외부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
가 -0.057로 나타났다. 즉 외부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경우 펀드의 월별 수
익률은 0.057% 또는 연간 수익률은 0.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결과는 소유권의 특성이 운용위험에 대한 합리적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내 단체 혹은 법인이 펀드의 직접적인 소유자가 되
는 경우는 월별 수익률을 0.074% 또는 연간 수익률을 1%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펀드 운용이 소수의 소유주에게 집중되어 있을수록 수익률이 감
소하였다.
이해상충이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두고서 과거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이해상충이 항상 잠재적 이해상충 가능성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표본의 선택과 상황에 따라 이러한 이해상충이 수익률에 미치
는 영향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표본을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로 나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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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간의 소유구조 및
이해상충에 따른 수익률 격차
문제 있는 펀드

문제 없는 펀드

두 펀드의 조합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Log(자산)

0.107

4.71***

0.103

11.44***

0.105

12.61***

연한(년)

-0.027

-2.78***

-0.018

-4.06***

-0.05

-4.91***

표준편차

0.16

7.99***

0.178

23.18**

0.176

24.49***

역내펀드

0.057

0.8

0.11

3.43

0.103

3.50***

0.004

1.09

구 분

주:

성과보수

-0.005

-0.65

0.007

1.73*

High Water Mark

-0.033

-0.35

-0.008

-0.19

-0.009

-0.24***

hip

-0.668

-5.41***

-0.023

-0.72***

-0.064

-2.07**

내부상충

-0.049

-0.65

0.105

2.65***

0.056

1.52

-0.073

-4.51***

-0.1

-3.25***

Direct Domestic

0.01

0.19

-0.082

-4.94***

%Owner75

-0.146

-1.58

-0.09

-2.68***

Chow-검정 p-값

<.01

조정된 설명계수(%)

38.12

38.76

37.40

표본 수

321

1618

1939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모형의 종속변수는 문제 있는 펀드일 경우 ‘1’, 문제 없는 펀드일 경우 ‘0’임.
1) 달러로 표시된 운용자산의 로그변환값임.
2) 펀드가 high water mark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임.
3) 펀드가 외부와 이해상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임.
***, **, *

[표 4-5]의 세 번째 모형을 다시 추정하였다. 역시 서로 다른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의 유형에 따른 편차를 통제할 목적으로 유형더미(style dummies)를 사용
하였다. [표 4-6]에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두 가지 펀드의 결합모형 추정치를 함께
제시하였다. 문제 있는 펀드의 추정결과를 문제 없는 펀드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Chow 검정을 실시하여 두 모형이 결합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나은 결과를 제시하
는지 살펴보았다. Chow 검정의 p-값은 0.01 미만으로 나타나 두 그룹의 종속변수
인 펀드의 월별 수익률이 이 설명변수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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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그룹간에 가장 유의한 차이 중 하나는 관계변수이다. 문제 있는 펀드의 경우
관계변수는 수익률을 크게 하락시키는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문제 없는 펀드의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 없는 펀
드의 표본에서 이해상충관계는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정 수준 이
상의 품질을 담보하는 다른 특성의 영향으로 펀드의 수익률을 낮추는 현상이 나타
나지 않았다. 회사지분의 7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1인이 존재하는 경우,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 모두 펀드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문제 없는 펀드에서만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유권 집중은 양쪽 펀드의 표본에서 수익률 감소와 연관이 있었다. 직접 국내기업변
수는 문제 없는 펀드에서 유의한 음(-)의 수치를 보였지만 문제 있는 펀드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표 4-5], [표 4-6]에 나타난 실증분석 결과는 운용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ADV
파일링에 포함된 대용변수들(proxies)이 펀드의 과거 수익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대용변수들은 투자자들이 잠재적 운용위험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의미한다.

6. 결론 및 논의
헤지펀드 업계는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성장을 누렸다. 이 성장은 SEC의 헤지펀
드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로 이어져 2004년 SEC는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처
음으로 상당한 파일링 요건을 규정하였다. 2006년 2월 헤지펀드들이 제출한 ADV
서식은 미국의 주요 헤지펀드에 대해 특히 운용위험을 대상으로 상당한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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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였다. 여기에는 이해상충 가능성, 소유권 및 자본구조 그리고 경영사나 관련
자문가에 대한 과거 법적･규제적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이 정보공개 의무가 시장참여자들에게 유리한가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정보공개가 헤지펀드내 보통주 투자가, 대출자 그리고 지분 투자가
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장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문제를 지닌 헤지펀드가 더 높은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보인다는 유의한 통계적 결
과가 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기회가 법률과 규제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예측과도
부합한다. 또한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제 있는 펀드의 수익률이 문제 없
는 펀드의 수익률보다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역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를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 법적･규제적 제재는 제도적인 연관
을 지니고 있고 사업을 다각도로 운영하는 펀드에서 더 높을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을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로 분류하였더니 수익과
운용위험 대리변수(proxy) 사이의 관계가 문제 있는 펀드에만 유효하고 문제 없는
펀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잉여가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소유권 구조의 차이를 조사하였더니 문제 있는 펀드가 75% 이상의 지분을 지닌
소유자가 있을 가능성 그리고 보다 간접적인 소유권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왔다. 이
는 문제 있는 펀드의 보통주 자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부합한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차이를 조사하였다. 스타일 그리고 개별적인 운용위험의 정
의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결과, 문제 있는 펀드 그리고 높은 운용위험을 지닌 펀
드는 평균 레버리지가 낮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지펀드가 제출한
ADV는 2006년 이전에는 입수할 수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
에 우리는 ADV 서식을 관찰 가능한 변수에서 도구변수(instrument)를 구축해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SEC의 헤지펀드 ADV 서식 제출요건이 유용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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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이자 “아니오”이다. ADV 서식은 투자가들에게 분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ADV 서식을 제출하지 않던 이전에도 운용위험에 대한 정보시장
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 실제로 실사(due
diligence) 서비스 수행 여부를 연구하는 연구회사의 존재 그리고 헤지펀드 자료를
독점공급하는 다양한 공급사의 존재는 이 정보에 대해 활발한 시장이 열려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다. 깊이 파고들면 그러한 정보공개를 의무로 규정해야 하느
냐는 문제가 나온다. 모든 유형의 헤지펀드 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시장이 모
두 똑같은 수준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헤지펀드 규정이 헤지펀드를 국외로 나가도록 이끌 것이라든가 규정준수 비용
이 새로운 펀드사 설립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된다는 비판, 그리고 헤지펀드 매니
저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투자전략을 구현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 금융시장의 효
율성, 유동성 및 안정성을 낮출 것이라는 주장 등 새로운 헤지펀드 규제조항을 놓
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청하는 주장에 일리가 있듯
이러한 비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더 엄격한 헤지펀드 규제가 합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보면 SEC가 채택한 법률 변화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헤지펀드 산업을 보다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수많은 조치 중
첫 번째일 뿐인지는 앞으로 더 두고봐야 한다. SEC가 의식적으로 헤지펀드를 규
제하기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SEC의 새로운 헤지펀드 규정은 SEC의 전반적
인 규제 철학과 양식을 음미해볼 기회를 제시한다. 이 시점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들
에게 Advisers Act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SEC의 헤지펀드
규정 결정은 정부 개입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헤지펀드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불완전한 정보
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보다 근본적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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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어가자면 좁은 의미에서 부정을 방지하고 정보비대칭, 자본형성과정에 부
담을 주는 위험 그리고 증권시장의 효율성, 두터움 그리고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한다는, 투자자보호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SEC는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하는가?
헤지펀드 사안을 바라볼 때 타당한 시각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 헤지펀드 산
업을 관통한 추문과 남용은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 헤지펀드의 대다수는 부정 또는
불법적 행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금융 위법행위에 대해 감수
성이 높아진 엔론사태 분위기에 아직 휩쓸려 있기 때문인지, 강탈당하지 않은 은행
에는 거의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헤지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시
장수준을 상회하는 수익을 안겨줄 적법한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는 현실이 홀대받
고 있다. 또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헤지펀드의 거래 활동으로 어떤 시스템상의
위험이 나타나든, 헤지펀드 거래는 더 효율성 있고 유동성 높은 자본시장을 조성함
으로써 시스템 차원에서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의문의 여지 없이 헤지펀드는 비
밀리에 운용해야 한다.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고 시장의 예측동향을 토대로 좌
표를 설정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헤지펀드는 비밀리에
운용되어야 한다. 거래전략 또는 정확한 거래내용이 공개되어 다른 사람들이 같은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면 수익을 얻을 기회는 빠르게 사라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밀유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행동에 개입하는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
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헤지펀드가 “틈새를 이용하
여” 규제를 “회피한다”는 말은 헤지펀드가 의도와 수용의 한계를 벗어나 법망을
일정 부분 빠져나간다는 말로 들릴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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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 헤지펀드에 대한 기존 연구
아시아에서 헤지펀드의 수와 자산규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2003년 이후에는 그 증가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는 전 세계 헤지펀드
의 주요 투자처인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
는 반면 중국, 인도 등 아시아시장에서 시장대비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으로 인해
투자매력이 높아지고, 헤지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희석되면서 국제 헤지펀드
자금이 아시아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헤지펀드의 동향은 그간 헤지펀드 데이터베이스 수집기관의 동향 보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연구는 글로벌 헤지펀드
활동에 치중되어 있으며, 아시아에서 헤지펀드 활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
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글로벌 헤지펀드와 비교하여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으며, 기존 글로벌 헤지펀드에 적용되는 이론과
특징들이 아시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의 헤지펀드 시장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으
며, 관련 규제 역시 미비하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 동향에 대한 정
보 역시 부재하여 헤지펀드로 인한 잠재적인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19) 다만 현재 한국에서의 헤지펀드 활동은 대단히
미미하지만, 향후 한국이 높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아시
아시장에서의 헤지펀드 동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에서 헤지펀
드 시장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본 장은 우
선 아시아 헤지펀드의 전반적인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19) 우리나라에서는 이영우(1998), 민상기(1999) 외에 헤지펀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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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 헤지펀드의 성장 추이
ԧୀ߹
본 연구는 아시아 헤지펀드의 움직임을 HSBC AsiaHedge Database(Hedgefund
Intelligence)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AsiaHedge DB에 정기적으
로 펀드 기록을 보내는 펀드들로서, 자산의 50% 이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되거나, 혹은 오로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 투자할 때 등록이 된다. 펀드의
최소 규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20) 이 DB에 등록된 펀드 수는 2006년 6월 현재
총 735개이다.

ੰيਏੰ൷݁ଭܛේࢫ
1) 아시아 헤지펀드의 성장
아시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한 자료는 주로 1990년대 후반부
터 축적되었으며, 주요 통계는 2000년 이후부터 발표되고 있다. 아시아 헤지펀드
의 자산규모와 펀드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5-1]과 같다.
헤지펀드의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200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2002년 27%이었던 전년대비 성장률이 2003년에 69%에 이르고 2005년에는
93%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 들어서는 그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는 현상

20) 아시아 헤지펀드 자료는 본 연구에 사용된 Hedgefund Intelligence의 HSBC AsiaHedge
Database 외에도 EurekaHedge의 Asian Hedge Fund Database 등이 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DB 기관들도 점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헤지펀드들에 대한 DB 구
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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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아시아 헤지펀드의 자산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AsiaHedge DB

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6월 현재 자산규모는 약 1,28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펀드매니저의 거주국을 중심으로 자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는 2000
년대 초반에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
작하여 2005년에는 미국, 일본, 영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반면 싱가포르는 홍콩과 비교해볼 때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규모도
작은 편이다.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볼 때, 호주 다음으로 미국, 일본, 영국, 홍콩
순으로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 헤지펀드의 비약적인 성장은 헤지펀드의 설립시점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보고된 헤지펀드의 설립건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
하여 2003년부터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에서도 마찬가지로
2006년에는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헤지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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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펀드매니저 거주국별 자산 추이
(단위: 10억 달러)

그림 5-3. 연간 신설된 헤지펀드 규모

자료: AsiaH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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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글로벌 헤지펀드 대비 아시아 헤지펀드의 비중
(단위: 10억 달러)

2000년

2006년

펀드 수

자산

펀드 수

자산

Asia(A)

126

12

735

128.0

Worldwide(B)

4,800

408

8,800

1,200

Percentage(A/B)

2.63%

2.94%

8.35%

10.67%

주: 2006년 6월 기준임.
자료: Hedgefund Intelligenc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London, Hennessee Group LL.

수와 자산규모는 거의 매년 30% 이상 성장하여왔으며, 2005년에는 전년대비 53%
늘어나기도 하였다.
펀드 수 측면에서 아시아 헤지펀드는 2000년 126개에서 2006년 735개로 약 6
배가 늘었고, 자산 측면에서는 120억 달러에서 1,280억 달러로 거의 10배 증가하
였다.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 헤지펀드 수와 자산규모를 비교해보면,
2006년의 현재 2000년에 비해 펀드 수와 자산규모 모두 3배 이상 증가하였다.21)
2) 아시아 헤지펀드의 특징
아시아 헤지펀드들은 범주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총 23개의 범주로 구성되
는데, 그 중 Asia excluding Japan Long/Short Equities 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그 뒤를 이어 Japan Long/Short Equities와 Asia including Japan

21) 글로벌 헤지펀드와 아시아 헤지펀드의 규모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글로벌 헤지펀드 분
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Lipper TASS DB에서는 아시아에 집중투자하는 헤지펀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TASS DB 안에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 대신 AsiaHedge DB와 TASS DB
를 간접비교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AsiaHedge DB는 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 자료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 때문에, TASS DB에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헤지펀드 수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이한 두 DB를 비교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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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Short Equities가 따르고 있는데, 전체 중에서 Long/Short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는 약 67%를 차지한다. 이어서 Japan Market Neutral(5%), Asia Arbitrage
(4%) 등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은 비율이 매우 작아서 4% 미만
이다.22) 또한 아시아 헤지펀드에서 일본과 관련된 펀드가 약 44%를 차지하고 있
다. 헤지펀드 산업에서 어떤 특정 전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시스템 위기차
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과거 1990년대 초반 전 세계 헤지펀드 산
업에서는 소위 “Global Macro” 펀드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
대 후반 LTCM 사건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이 펀드들로부터 자산을 회수하는 과정
에서 Global Macro 펀드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러
한 경우를 볼 때 시장에서 한 전략이 지배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경우, 어

그림 5-4. 아시아 헤지펀드의 전략

자료: AsiaHedge DB
22) 이러한 편향은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투자전략 분포와 비교하면 대비되는데,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는 Long/Short Equity가 25%, Event Driven이 23%, Fixed Income Arbitrage이 9%
등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Bank of Jap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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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아시아 헤지펀드 매니저의 거주지역 분포

자료: AsiaHedge DB.

떤 특정 사건으로 인해 펀드들이 일시에 동일한 전략을 취하게 되면 시장에 큰 압
력을 가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에서는 현재 Long/Short
전략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다른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형세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펀드매니저의 거주지역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미국과 영국에 거주하
는 투자자가 가장 많지만(71%, TASS DB), 아시아 지역만 한정한다면 영국, 홍
콩, 호주, 미국 순이다. 전체 헤지펀드 수에서 일본과 관련된 펀드가 차지하는 규
모는 44%나 되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는 전체 중 11%밖에 되지
않는다.
프라임 브로커는 헤지펀드에 대해 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자금을 공급해주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헤지펀드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하
기도 하고 투자자를 소개하기도 한다. 한 헤지펀드는 하나 이상의 프라임 브로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몇몇 소수의 주요 투자은행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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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아시아 헤지펀드의 프라임 브로커
프라임 브로커

비 중(%)

Goldman Sachs

24.1

Morgan Stanley

23.9

UBS

14.1

Deutsche Bank

7.9

Credit Suisse

3.7

Merrill Lynch

2.9

Citigroup

1.4

Undisclosed

11.2

자료: Asiahedge DB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3대 투자은행(Morgan Stanley, Bear Stearns, Goldman
Sachs)이 전체 프라임 브로커의 펀드 운용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말 현재 37%이다(임호열･박진호, p. 15). 아시아의 경우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UBS, 도이치
뱅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헤지펀드는 무제한의 레버리지를 허용함으
로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프라임 브로커와 투자자 등 거래상대방에
게 위험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이렇게 소수의 투자은행에
집중된 프라임 브로커 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위기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에서 헤지펀드의 소재지역을 보면 케이맨 군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6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호주(8%),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6%) 등이
따르고 있다. 전 세계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케이맨 군도가 33%, 미국이 31%, 버
진아일랜드가 8% 등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23) 아시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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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아시아 헤지펀드의 주요 소재지(Domicile)

자료: AsiaHedge DB

역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중 미국에 소재하는 펀드는 오직 3개뿐이다.
헤지펀드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보면 영국에 가장 많은 152개의 펀드가 있다.
그 뒤로 홍콩과 호주, 미국, 일본, 싱가포르가 뒤따르고 있다. 중국과 태국 등은
매우 소수이며, 한국에는 3개의 펀드가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 헤지펀드에 주로 사용되는 통화는 미국 달러화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본 엔화(13%)와 호주달러(10%), 그리고 유로화(6%)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글로벌 헤지펀드 거래에서는 미국 달러화(74%) 다음으로 유로화
(16%), 영국 파운드화(5%), 그리고 일본 엔화(2%)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헤지펀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거래통화로서 엔화의
위치는 아직 확고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3) 미국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주로 파트너십의 형태로 미국에 거주한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투
자하려는 사람은 주로 케이맨 군도와 같은 역외 조세회피처에 투자회사, 트러스트회사, 혹은 유한
회사 등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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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주사무소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펀드 수

영국

152

홍콩

139

오스트레일리아

114

미국

107

일본

83

싱가폴

81

중국

7

태국

7

말레이시아

6

뉴질랜드

6

대만

6

스위스

6

기타

21

합

계

735

자료: Asiahedge DB

그림 5-7. 헤지펀드 주거래 통화
AsiaHedge

자료: AsiaHedge DB; Lipper TASS DB.

T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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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투자와 관련해서 운용보수(management fee)를 받고, 투
자성과에 상응하는 성과보수(incentive fee)를 받는다. 운용보수는 자산운용금액
의 2% 내외를 받고, 보너스는 보통 순자산증가액의 20% 전후를 받는다. 아시아
헤지펀드로 등록된 펀드들의 관리비와 보너스의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5-8]과
같다.
전 세계의 헤지펀드와 비교하면 성과보수는 평균적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TASS에 등록된 펀드는 1.5%와 1%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35% 수준으로 나왔
으나, 아시아 헤지펀드는 50% 이상이 1.5%대, 30% 정도가 2%, 약 17% 정도가
1%대의 성과보수를 부과하였다. 운용보수의 경우에도 다소 다른데, TASS에 등록
된 펀드는 약 65% 정도가 20%의 보너스를 받는 데 반해, 아시아 헤지펀드는
80% 넘는 비율이 20%의 보너스를 받고 있다.
성과보수는 종종 high water mark라는 형태로 지급되기도 하는데, high water
mark란 과거에 투자된 펀드가 도달한 최고점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 제도가 있으
면 펀드매니저는 펀드의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보너스를 받지 않으며, 펀드

그림 5-8. 투자매니저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단위: %)

운용보수

주: undisclosed 등은 계산에서 제외함.
자료: AsiaHedge DB

성과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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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헤지펀드의 가입 및 철회 기간
(단위 : share, %)

가입주기

자금회수주기

자료: AsiaHedge DB

수익이 과거 최고 수익률 수준을 넘어야만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펀
드매니저가 펀드 수익률을 높일 인센티브가 생긴다. 2006년 6월 현재 TASS DB
에 등록된 펀드 중 약 77%가 이 방식의 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아시아 헤지펀
드의 경우는 2006년 6월 현재 약 84%의 펀드가 high water mark 방식의 보상제
도를 채택하고 있다.
많은 펀드는 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가입요건(subscription terms)과 펀드에 투자
된 자금을 회수하는 가입철회요건(redemption terms)을 가지고 있다. 각 요건을 처
리하는 주기는 펀드마다 다른데, 가입조건은 주로 85%가 한 달을 주기로 처리하
며, 자금회수는 주로 70%가 월별, 약 20% 정도가 분기별로 처리한다. TASS에 등
록된 펀드의 경우 자금회수는 월별이 50%, 분기별이 34%인 것에 비하면 아시아
헤지펀드의 자금회수절차가 다소 빠르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배당이고, 둘째는
투자 종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헤지펀드는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자금은 보유자금으로 보관된다. 펀드에 대한 투자를 종료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
른다. 많은 경우 특정 월이나 분기에만 종료할 수 있다. 종료하기 위해서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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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헤지펀드의 Lock-up period

자료: AsiaHedge DB

전 일정 시간 전에 종료사실을 알려야 하며(notice), 실제 환불도 정해진 기간
(payout period)이 지난 후에 가능한 경우도 있어 종료와 지급기간 사이의 기간이
60일이 넘기도 한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시작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투자 종료를 할 수가 없기
도 한데 이를 lock-up 기간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펀드마다, 투자자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어떤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penalty fee)을 지급함으로써 더 일
찍 종료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장 공황사태 등 예외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헤지펀드들은 투자 종료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헤지
펀드의 경우 이러한 lock-up 기간이 없는 펀드가 82%에 이른다. 이는 TASS에 등
록된 펀드의 경우 lock-up 기간이 없는 비율이 약 69%인 것에 비하면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요구하는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있다. 아시아 헤지펀드의 경우 10만 달러가 최소금액인 경우가 40%를 상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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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최소투자금액

자료: AsiaHedge DB

있으며, 그 다음으로 100만 달러 기준이 약 29%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
벌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100만 달러 기준이 약 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만 달러 기준이 33%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헤지펀드의 경우 최소가입금액 기준이 글로벌 헤지펀드보다 더 낮아 가입이 다소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헤지펀드는 가입과 탈퇴에 따르는 엄격한 제
약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등보다 덜 유동적이다. 투자자에 대한 이러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은 펀드매니저가 좀더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투자
하도록 만든다. 아시아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글로벌 헤지펀드에 비해 가입 및 철
회 기준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더 많은 투자자가 가입하도록 하
여 펀드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반면, 투자자들이 더 빠르게 투자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입장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투자 철회가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할 경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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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가 쉬우면 쉬울수록 헤지펀드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위험이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이 발전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중요한 요
소가 될 것이다.
3) 한국에서의 헤지펀드
아시아 헤지펀드 산업의 성장세에 비해 한국시장에서의 헤지펀드 활동은 아직
미비하다. 아시아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헤지펀드가 약 735개에 달하는 반면, 한
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헤지펀드는 15개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근거를 두고
아시아에 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는 2006년 6월 현재 3개이며, 이는 아시아에 집
중투자하는 헤지펀드(735개)의 0.4%에 불과하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차지하
는 경제규모를 고려해볼 때 매우 작은 수이다.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헤지펀드들의 규모를 살펴보면 펀드 수로는 총 15개로
서 전체 펀드 수의 약 2%(=15/735)이고, 자산규모로는 53억 달러로 전체 아시아
헤지펀드 자산규모의 약 4.1%(=53억 달러/1280억 달러)를 차지한다. 이 펀드들은
모두 Long/Short 펀드이다. 2003년 이후 펀드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2년부
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펀드 수가 7개였으나,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4년 동
안 새롭게 8개의 펀드가 신설되었다.
한국내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헤지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되
고 있으며, 이에 헤지펀드에 대한 과세나 감독 규정 등의 문제로 인해 헤지펀드들
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것이 한국내 헤지펀드 산업 부
진의 원인 중 하나이다.
한편 국제 헤지펀드 시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지속, 주가 저평가 등에 비추어
한국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작은 변동성을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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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헤지펀드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
계적으로 헤지펀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무조건적인 부
정적 시각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아시아 헤지펀드의 위험요소
헤지펀드 산업은 지난 10년간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 중 한 가지가 아시아 외환위기이고, 그 이
후에 러시아 루블화 평가절하 및 모라토리엄 선언, 미국 LTCM의 파산위기 등이
있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와 관련해서는 과연 헤지펀드들의 투자행위가 외환위
기를 촉발하였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24)
1990년대 말의 LTCM 사건이나 아시아 외환위기의 경험을 보더라도 헤지펀드
의 실패는 시장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헤지펀드가 미칠 수 있는 외
부효과는 첫째, 헤지펀드 자체의 대규모 실패 혹은 파산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둘째,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여러 다양한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초래
(tirgger)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 적절한 위험관리기법 및 제도적인 측면으로서
어느 정도 위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일단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그 헤지펀드가 시장의 주요 유동성 공급자라면 시장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24) 과거 1992년 유럽환율조정 메커니즘(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ERM) 사건,
멕시코위기, 아시아위기 등 헤지펀드와 관련된 위기경험들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헤지펀드
의 파급효과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위기 자체를 촉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Fung
and Hsieh 2000; Eichengreen and Mathies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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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헤지펀드가 복잡하고 다양한 투자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시장에 투자함에 따라 여러 시장의 가격이 상호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고 투자자의
투자패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지펀드들이 한 방향
으로 집중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헤지펀드의 외부효과는 크게 증대될 수 있
다. 1992년 ERM 사건과는 달리 아시아 외환위기의 촉발 및 악화에서 보듯이 헤
지펀드의 영향력이 비록 제한적이었다는 연구가 있기는 하나(Eichengreeen et al.
1998), 아시아에서 그 잠재적인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헤지펀드가
시장의 주요 유동성 공급자인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헤지펀드의 움직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의 전 세계 금융상황을 보면, 낮은 이자율하에서 수익률 역시 하락
하였고, 그에 따라서 위험관리기법 또한 점차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되었다. 특히
LTCM 사건 이후 헤지펀드들의 위험구조 또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 전에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특정 거시경제의 시나리오에 대해 거
대자본을 가지고 투기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LTCM 사건 이후
에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여 전 세계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사
용함으로써 넓은 시장분야에서 유동성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Bank of
Japan 2006)
특히 헤지펀드들은 여러 시장에 동시에 투자하고 다양한 거래전략을 도입함으
로써 시장간에 상관관계를 높이고, 이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
성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2005년 5월 미국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신용하락 사건
은 헤지펀드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의 한 예이다. 당시 신용하락은
미국 정크본드의 스프레드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에 의해 발행된 주식이
나 후순위채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신용파생상품이나 증권화된 금융
상품, 전산채권 등을 사용한 헤지펀드들의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Bank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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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5)
따라서 헤지펀드의 전략이 점차 복잡해지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
황에서 헤지펀드의 움직임과 잠재적인 위험의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다음에서는 헤지펀드들의 위험특성(Risk characteristics)을 수익률, 변동성,
극단적인 이익･손실을 얻을 확률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ԧଳࠔ
다음에서는 HSBC AsiaHedge Hedge Fund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한다.26) 주의
할 사항은 인덱스는 대푯값이기 때문에 개별 펀드의 다양한 특징은 반영되지 않으
며, 데이터베이스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펀드만 등록되기 때문에 헤지펀드
시장 전체의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HSBC AsiaHedge Index는 DB
에 포함된 모든 펀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합산되었다. 각
지수는 동일한 그룹에 속한 펀드 수익률의 중간값(median)을 반영한다. 지수에는 현
존하는(live) 펀드뿐만 아니라 이미 청산된(liquidated) 펀드도 과거 데이터에 반영되
어 있다.
[그림 5-12]는 DB에 포함된 헤지펀드의 모든 전략을 고려한 composite index
의 모습을 보여준다. 1999년 한 차례 높은 정점에 도달한 후 2000년 최저점에 급

25) 당시 한국은 국내은행들의 헤지펀드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기 않아서 이 사건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원(2005. 6. 14), ｢국내은행의 헤지펀드 관련 익스포저 현황 및 대응방안｣.
26) 헤지펀드 분석에서 헤지펀드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다. 헤지펀드 통계의 신
뢰성 저하는 파산한 펀드의 통계를 포함하지 않거나(survivorship bias), 펀드운용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작성(selection bias)하고, 펀드 수익률이 향상된 시점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
우(incubation bias), 펀드운용회사가 펀드 청산 전에 수익률 자료 제출을 중단하는 경우
(liquidation bias) 등에 의해 발생한다(임호열･박진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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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HSBC AsiaHedge Composite Index

자료: AsiaHedge DB

격히 하락하며 그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헤지펀드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으로서,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낮
은 위험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 전략별 수익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서 composite index의 경우와 비슷하
게 1999년도에 매우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가 2000년 이후에 수익률 구조가 안정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Asia including Japan index는 1999년 120%까지
도달했던 수익률이 2006년에는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머징마켓지
수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얻고 있으
며 1999년에도 최대 수익률이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모든 지수의 수익률이 수렴하여 서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
로 저금리구조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수익률을 얻기 위한 펀드들의 전략 선택의 폭
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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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주요 전략별 수익률 변화

자료: AsiaHedge DB

아시아의 주요 국가별 수익률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Japan Long/Short
index의 경우 수익률 변화가 매우 적으며 2006년에는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 지수는 가장 수익률 변화가 가장 적으며 다른 지수들의 중간값 정도의
수익률을 얻고 있다. 중국 지수는 기간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
고 있어, 헤지펀드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시장임을 나타내고 있다. 인도
지수는 2001∼03년 기간 중에 수익률이 비약적인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는 2000년의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벗어나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 패턴을 보
여주고 있으며, 2005년에는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었으나 2006년
에는 다시 낮아졌다(표 5-4 참고).
2000년 0% 기준으로 수익률 지수를 누적하여 국가별로 누적 수익률을 표시했
을 때 각 국가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의 성과가 잘 나타난다. 한국과 인도는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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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주요 국가별 수익률 변화

자료: AsiaHedge DB

표 5-4. 아시아 지역별 헤지펀드 월평균 수익률
2005년

2006년 1∼4월

2005년 1월∼
2006년 4월

한국

3.40

1.52

2.93

중국

0.69

4.97

1.76

인도

1.67

3.91

2.23

일본(Long/short index)

1.67

-0.13

1.22

주: 미 달러화 기준
자료: AsiaHedge DB

대 초반 음(-)의 수익률을 보이다가 2005년경에 양(+)의 수익률로 회복하였으며,
일본은 중간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호주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
며, 이 기간 중 중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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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국가별 누적 수익률

자료: AsiaHedge DB

ܛ࣡يন
헤지펀드의 위험구조에서 수익률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는 수익률의 변동성이다.
변동성을 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정의할 때 주요 전략별 수익률의 변동성을 보
면, 변동성은 2000년 이후 급격히 낮아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과 2006년은 거의 변동성의 변화가 없다. 변동성이 작아졌다는 것은 그만
큼 헤지펀드들의 수익률 구조가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주요 국가별 수익률의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인도의 경우 변동성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일본과 호주의 경우
에는 2000년과 비교해서도 변동성에 큰 변화가 없어 이 국가들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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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주요 전략별 수익률 변동성

자료: AsiaHedge DB 자료로부터 계산함.

그림 5-17. 주요 국가별 수익률 변동성

자료: AsiaHedg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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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수익률 구조가 상당히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ୡৃਓրଲଳଭԧۇন
헤지펀드의 위험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수익률과 분산의 비교 이외에 잠재적
으로 헤지펀드의 수익구조가 극단적인 손실･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를 보는 방법이 있다. 우선 분석기간을 1998∼2003년의 전반기와 2003∼06년의
후반기로 나누어서 수익률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기간의 수익률 분포를 비교해보면, 전반기에 상당한 양의 수익률을 시현한
반면에 후반기에는 평균 주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의 모습을 보다 정확한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 수익률 분포의 왜도

그림 5-18. 1998~2003년 아시아 헤지펀드의 수익률 분포

자료: AsiaHedge DB 자료로부터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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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2003~06년 아시아 헤지펀드의 수익률 분포
(단위: %)

자료: AsiaHedge DB 자료로부터 계산함.

(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분석은 헤지펀드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왜도는 분포의 좌우대칭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양(음)의 왜도는 오른쪽(왼
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분포를 의미하며, 분포가 좌우대칭일 경우 왜도는
0이 된다. 다시 말해서 수익률 분포의 왜도가 양(음)이면 작은 손실(이익)의 확률
이 크고, 큰 이익(손실)의 확률은 작게 된다.
첨도는 분포의 뾰족함 혹은 양 끝부분의 두터움(fat-tails)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첨도값이 커지면 평균값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손실이나 이득의 확률이 커지게 되
고 첨도가 작아지면 극단적인 손실이나 이득의 확률이 작고 평균값 주위의 수익률
을 얻을 확률이 커지게 된다.27)
먼저 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호주를 제외하면 모든 경우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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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수익률의 왜도(skewness)
skew

comp

AEJ$

AIJ$

JLS$

EM

1998∼2003년

1.73

1.08

2.15

1.28

-3.08

2003∼06년

0.06

0.00

0.07

0.62

-0.19

skew

AEJ$ CHN

AEJ$ IND

AEJ$ KOR

JLSY

ALSA$

1998∼2003년

0.93

-0.73

0.21

0.94

0.23

2003∼06년

0.00

-0.38

-0.15

0.36

-0.32

주: 영문 약자는 앞서 HSBC AsiaHedge Index를 사용한 수익률 분석에 사용된 Index들의 약자임.
자료: AsiaHedge DB의 자료로 계산함.

작아졌다. 즉 좌우비대칭의 수익률 분포에서 점차로 대칭인 수익률 분포로 변화되
었다. 이는 수익률 변화에서 극단적인 수익률을 취하는 경우가 작아졌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sia excluding Japan을 비롯한 많은 펀드가 양의
왜도값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극단적으로 매우 큰 수익률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99년에 그러한 높은 수익률을 얻
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이머징마켓과 인도의 경우는 음의 왜도값 절대치가 작아
졌다. 왜도가 음(-)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손실을 입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 국가들에서 2000년 이전에 큰 손실을 입은 사건이 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큰 손실을 보는 사건의 확률이 작아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 세계 헤지펀드의 수익률 분포를 보면, 1997∼2000년 기간에는 왜도가 큰 음수
를 띠었다가 2002∼05년 기간에는 거의 0이거나 양수를 갖게 되었다. 즉 전반기에는
극단적인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으나 후반기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Bank of Japan p. 28). 반면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산은

27) 표준정규분포의 경우 왜도는 0이고, 첨도는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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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수익률의 첨도(kurtosis)
skew

comp

AEJ$

AIJ$

JLS$

EM

1998∼2003년

8.35

5.78

8.99

6.51

18.83

2003∼06년

2.63

2.32

2.42

4.17

2.67

skew

AEJ$ CHN

AEJ$ IND

AEJ$ KOR

JLSY

ALSA$

1998∼2003년

5.47

4.22

2.87

4.66

3.78

2003∼06년

3.43

3.46

3.46

3.40

2.61

주: 영문 약자는 앞서 HSBC AsiaHedge Index를 사용한 수익률 분석에 사용된 Index들의 약자임.
자료: AsiaHedge DB의 자료로 계산함.

왜도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더욱 감소하였다. 이는 헤지펀드들의 투자정책이 극단적
인 손실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첨도값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서 첨도값이 하락하였다. 이는 극단적인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머징마켓의 경우 그 감소폭
이 매우 크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첨도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으
로 올 때 하락하였다. 이는 주로 1990년대 후반 LTCM 사건 등의 영향을 받은 바
가 크다.

4. 아시아 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의 자산규모와 수는 2003년 이후 급증하였다.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헤지펀드 규모는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작아서 아
시아대비 펀드 수로는 2%, 자산규모로는 4.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 수 역시
2003년 이후로는 증가추세에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헤지펀드 역시 수익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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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이 2000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극단적인 손실 혹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2000년 이후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의 경우와
는 다르게 아시아 헤지펀드들은 다양한 투자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2/3 가량이 동
일한 Long/Short Equity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 헤지펀드 거래가 특정 전략
에 집중되어 있을 때 과거 1990년대 초반과 LTCM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헤지펀드가 동일한 전략을 취하게 되면 시장에 더
욱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가 있다.
또한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은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에 비해 투자펀드에 대한 가
입 및 철회가 다소 용이하다. 이는 헤지펀드 자산의 유동성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
어서 투자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반면 펀드 운용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투
자를 계획하는 데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처럼 수
익의 기회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높은 위험을 감수
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전 세계 헤지펀드는 최근 들어 위험을 덜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경
이 허락하는 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고위
험추구전략 이외에도 헤지펀드 시장은 가격교란 가능성, 프라임 브로커 시장의 경
쟁격화로 인한 위험기준 하향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더 큰 문
제는 이러한 문제가 데이터 미비 및 헤지펀드 동향에 대한 정보 부재로 관련 당국
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향후 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수집･분석, 외국 금융당국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더욱 노력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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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
2.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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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
1998년의 LTCM 사태는 헤지펀드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일시적인 장애요인
으로밖에는 작용하지 못했다. 1998년 말 헤지펀드 산업의 운용자산(AUM)은
3,076억 달러로 1997년 말의 3,111억 달러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2000년 말
4,323억 달러, 2005년 말 1조 655억 달러, 그리고 2006년 말 예상치 1조 2천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이후 헤지펀드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은 기관투자가들과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가져옴과 동시에 헤지펀드가 금융시스템
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98년의 LTCM 사태와 2006년의 Amaranth의 파산과 같은 헤지펀드의 부정
적인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산업이 금융시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헤지펀드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격발견과정(price discovery process)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여 자본시장의 거래제도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대체투자수단(alternative investment vehicle)으로서 포트폴리오 다변화(portfolio diversification)의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유층 개인에 대한 판매가 총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AUM)의 45% 그리고 신규 유입자금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펀드
의 펀드(FOHF)를 통해 일부 중산층으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또한 각종 연기금의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헤지펀드는 신속한 이동성을
바탕으로 국제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헤지펀드는 실제로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높
이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증
적으로 입증된 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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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효율성 가설에 의하면 주식 가격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즉 미래
수익흐름의 현재 가치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며, 따라서 장기에 걸친 초과수익의 기
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부 헤지펀드가 기록하고 있는 장기에 걸친 초과
수익률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28) 효율적인 자본시장하에서 실증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초과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시장수익률을 2%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2%에 달하는 운용보수와 20
∼40%에 달하는 성과보수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의 투자로부터 초
과수익을 얻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고수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헤지펀드들이 본래의 위험헤지에 의한 절대수익 접근방식보다
는 고수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2004년 중 270여 개
의 헤지펀드가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었고, 헤지펀드의 평균수명도 수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헤지펀드가 가지는 잠재적인 위협은 프라임 브로커와 같은 신용공여기관, 금융
시장에 대해 미치는 파급효과와 연관되어 있다. 즉 프라임 브로커로서 은행과 같은
신용공여기관은 헤지펀드에 레버리지를 공급하거나 신용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헤지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포지션(trading exposure)을 보유하게 된다. 문제
는 소수의 투자은행에 프라임 브로커의 역할이 집중되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
급효과를 다양한 경로로 분산시키지 못하게 되어간다는 점이다.
우리는 제3장의 실증분석을 통해 헤지펀드가 금융시장 전반에 파국적인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28) Economist(2005년 2월 17일)에 따르면 Renaissance Technologies는 10년 넘게 40% 이
상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SAC Capital Advisors는 30%가 넘는 초과수익률을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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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S&P500
나 다우존스지수 같은 시장지수 수익률들과 상관관계가 작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4년 1월∼2004년 8월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헤지펀드 중
다전략추구형 펀드(Multi Strategy Fund) 지수 수익률과 S&P500 지수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056이고 신흥시장펀드(Emerging Markets Fund) 지수 수익률과
S&P500 지수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472이었다. 그러나 1998년 러시아 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 후 하루 사이에 이러한 상관계수들이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
는 소위 국면전환행태(phase-locking behavior)가 발생하였고, 이는 경우에 따라
금융시장에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우리는 국면전환(phase-locking)
효과를 감안한 위험모형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헤지펀드간의 시변상관관계
(time-varying correlation relationship)는 평소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변
동성이 커지는 1998년을 전후하여 상관계수가 갑작스럽게 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련의 실증분석 결과 유사시 헤지펀드 인더스트리에서 야기되는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어 금융시장에 잠재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일으
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1990년대 말 이후 금융규제기관과 헤지펀드 산업 관련 금융기
관들이 위험관리표준을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 사후 헤지펀드의 위험을 모니터링하
고 프라임 브로커들이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확산을 제한
하는 위험시스템을 갖추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헤지펀드로서는 투자자 환매규정
을 엄격하게 만들어 환매가 몰리지 않게 하고 주거래은행인 프라임 브로커들과 비
상시 자금확보계약을 마련하고 있어, 과거 LTCM 파산시와 같은 대규모 환매 및
대형 펀드의 연쇄파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규제
당국이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규제를 통해 헤지펀드의 체계적인 위험
(systemic risk)이 금융시장에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규제정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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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한 헤지펀드의 등록의무규정이 헤지
펀드의 운용건전성과 관련한 사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미 SEC가 2004년 12월 발표한 규제방침에
따라 헤지펀드는 SEC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감독을 받게 되었다. SEC에 의
한 감독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자산운용내역을 공개하고 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로, 헤지펀드와 전통적인 자산운용간의 구분은 점차 의미
를 잃게 될 수도 있었던 정책이었다. 2005년 7월 14일에는 투자자문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에 따라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2006년 2월까지 SEC에 등록
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이 찬성 3 대 반대 2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SEC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헤지펀드들이 2006년 2월 1일
부터 SEC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헤지펀드가
ADV 서식을 SEC에 제출하여 이 규정을 따랐다. 제출서류(ADV)에는 과거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없었던 풍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여기에는 이해상충 가능성, 소유
권 및 자본구조 그리고 운용사나 관련 투자자문가에 대한 과거 법상･규제상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제4장에서는 2006년도 SEC에 등록된 ADV 파일링 자료와 헤지
펀드의 포괄적 데이터베이스(TASS Database)를 활용하여 SEC 파일링 요건의 전
제, 즉 이 정보공개로 제공되는 정보가 시장참여자들이 헤지펀드의 운용상 위험을
사전적으로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정보공개가 헤지펀드
투자자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대체가설
(alternative hypothesis)은 시장이 다른 수단(예: due‐diligence)을 통해 이미 등록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ADV 파일
링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효율적인지,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확보할 수 없
는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헤지펀드 시장참여자들이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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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투자하는 것에 사전적 경보를 줄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2006년에 헤지펀드들이 제출한 ADV 데이터에 따르면 등록한 펀드는 등록하지
않은 펀드보다 더 양호한 과거 실적과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ADV 서식
파일링을 통한 SEC 등록 여부만으로도 펀드의 품질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하고 있다. 또한 운용위험(management risk)을 탐지하는 데 적절한 정보를 제시
하는가에 관해, 미래의 이해상충 가능성과 과거의 법상･규제상 문제점 사이에 강
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과거에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
한 헤지펀드(문제 있는 펀드)들이 미래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더 높은 추세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들과 펀드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운용사들의 이해가 상충될 때, 펀드 운용사의 이기적인 운용행위가 법률과 규
제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가설과도 부합한다. 또한 다른 변수를 통제(control)한 결
과 문제 있는 펀드의 수익률이 문제 없는 펀드의 수익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ADV 서식은 투자자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DV 서식을 파일링하기 전에도 운용상 위험
에 관한 정보가 시장기능에 의해 전달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근거가 존재한다. 헤
지펀드의 운용사들이 스스로 운용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노
력(due diligence)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회사와 헤지펀드 자료를 공급하는
회사의 존재는 이 정보에 대해 활발한 시장이 열려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위한 정책방향
각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당국과 국제금융기구는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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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대
응을 강구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헤지펀드 거래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거시경
제 안정과 금융혁신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축소되었으나 금융기관간 연계 강화로
금융위기 발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
으며, 개도국은 금융시장 규모가 작고 자금조달능력이 취약하여 헤지펀드의 영향
력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헤지펀드는 대부분 규제가 적은 역외금융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다 자금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간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 헤지펀드의 부실화 우려시 프라임 브로커나 기타 거래기관
이 이를 정책당국에 통보하는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실제로 부실화될 경우 정
책당국은 파급효과의 최소화를 위해 사후처리를 신속히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프
라임 브로커 등 헤지펀드 거래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투자자금 유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요국의 규제수준을 상시점
검하여 이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헤지펀드 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국내 자본시
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고하는 등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개인투자가의 헤지펀드 투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투자가의 투자가 정착된 이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는 헤지펀드가 역외에 설립되도록 하고, 규제
에 따르는 비용이 새로운 펀드 설립을 저해하며,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새롭고 혁신
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 유동성 및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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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시키는 헤지펀드의 긍정적인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더 많은 규
제를 요구하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듯,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에 합당한
근거가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보면 SEC가 채택한 규제조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투자자
문법에 따라 SEC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SEC의 헤지펀드 규제 결
정은 정부 개입이 투자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헤지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시장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가져다주고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가 운용상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간
과할 수 없다. 헤지펀드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
을 기초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투자자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종적인 전략으로는 시장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투자기회에 유동성
을 공급하며 시장수익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가져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투자전
략 또는 정확한 거래내용이 공개되어 다른 시장참가자들이 같은 투자에 나서기 시
작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빠르게 사라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자전략
상 비밀 유지와 차익거래기회를 이용한다는 헤지펀드의 독특한 투자전략과 거래상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이해상충의 존재로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행
위는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헤지펀드와 관련된 위험관리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할 수 있
을 것이다. 먼저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를 헤지펀드에 대한 간접
규제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는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가 전 세계 국가
간의 공조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해질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헤지펀드들이
규제가 행해지는 나라에서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단순히 헤지펀드의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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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규제회피(regulatory arbitrage)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헤지펀
드에 의한 금융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
문이다. 1999년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은행에 대한 안전준칙(sound practices)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
러한 준칙은 LTCM 사태를 분석하여 주요 위험관리실패사례를 수집한 것으로서,
헤지펀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용을 분석하며 운용자산의 위험을 측정하고 모
니터링하여, 헤지펀드의 자산운용전략에 따른 적절한 담보의 확보, 신용한도 설정 등
에 관한 일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거래상대방위험관리정책모임
(Counterparty Risk Management Policy Group: CRMPG), 국제스와프파생파생상
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 그리고 국제금융연
구원(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등이 헤지펀드의 위험관리와 관련된 다양
한 제안을 하고 있다.
CRMPG는 파생상품과 증권시장에서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기관들을 위한 강화
된 위험관리표준을 개발해온 12개의 주요 국제은행 및 증권회사 모임으로서, 이들
은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원칙들에 기초한 위험관리표준을 제안
하였다. 그 원칙들은 △ 헤지펀드 거래상대방간의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
△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그리고 레버리지를 평가할 수 있는 통합체제 △ 스트레
스 테스트와 헤지펀드 청산이 이루어질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 노출(credit exposure) △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 헤지펀드 산업 문서자료의 분류 정리
표준 향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에 근거하여 규제와 감독문제를 고려
한 위험관리절차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각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시장의 규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규율
이 효율적이기 위한 전제조건은 규제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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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얼마나 충실히 하는가에 달려 있다. 1990년대에
금융시장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 이후 규제받는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헤지펀드와
같이 규제받지 않는 투자회사 혹은 금융기관에 의한 정보 공개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를 포함한 금융중개기관은 정기적으
로 자산운용활동과 관계된 시장위험의 정량적 정보(quantitative information), 금
융중개기관의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exposure), 유동성위험에 관한 정보, 신
용위험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도 지
적된 바와 같이 헤지펀드와 관련된 정보의 불충분한 공개와 자산운용과 관련된 투
명성 결여 등은 규제받지 않는 헤지펀드의 특성에 기인한다. 특히 자산운용의 비공
개성과 운용자산포지션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이 과거 헤지펀드의 실패 및 파산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9)
헤지펀드의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증진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헤지펀드가 사용하는 레버리지의 정도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통
용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헤지펀드의 위험수
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에 대한 적정수준의 정보는 시장
과 투자자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 제4장에서의 분석은 이러한 주장
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헤지펀드 투자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늘어나
고 있으며, 기관투자가들은 헤지펀드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수요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이다. 한편으로 헤지펀드는 기관투자가
의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받게 되지만 그러
한 압력이 반드시 헤지펀드의 정보 공개 유인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정

29) 운용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투자전략, 예를 들어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가격을 시장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 운용자산포지션의 시가 평가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나, 헤지펀드 중에는 오히려 이
러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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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안정화 효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금융시장에의 유동성 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
적이 있다.30)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헤지펀드 유형은 사모투
자펀드(PEF)에 불과하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더라도 국내에서는 헤지펀드 설
립 자체가 금지된다. 따라서 국내 연기금이나 생보사 등의 기관투자가들은 외국계
헤지펀드를 활용하고 있다. 헤지펀드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정책
은 아직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30) Persaud(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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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ge Fund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on Hedge Fund Industries
Ho Jin Lee, Won Ho Song, Kook Hyun Chang, and Sam Y. Chung

The scale and influence of hedge funds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place
has grown over the past decade. The number of hedge funds in the world was
over 8,800 with total assets exceeding $1.2 trillion in 2006. This growth led to
an in–depth review of hedge fund activities by the SEC that resulted in 2004
in the first significant regulatory filing requirement for hedge funds by the
SEC. The ADV forms filed by hedge funds in February, 2006 have provided
considerable information about major U.S. based hedge fund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operational risks that include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ownership and capital structure and past legal and regulatory actions involving the
management firm or related advisors.
We review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hedge fund regulation.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question of th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form ADV to participants in the investment market.
We link the SEC filings data with a comprehensive database of hedge funds.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only used risk variables and a
number of other factors, including performance, and capital structure. We address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mandated disclosure was relevant to market
participants. In particular, we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disclosures provided
redundant information to equity investors, lenders and share investors in hedge
funds.
The result shows that hedge funds filing ADV had better past performance,
more assets and higher quality than non-filers, supporting the assertion that filing is a potential signal of quality. Consistent with the intent to provide information relevant to detecting operational risk, we find a strong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otential conflicts and past legal and regulatory problems in
the ADV database. Funds with past legal and regulatory problems have a more
concentrated management structure and less average leverage than their “non–
problem” counterparts.
A number of criticisms have been aimed at the new hedge fund regulation,
such as that it will drive hedge funds offshore; that the cost of compliance
will erect entry barriers that keep new funds from launching; and that it will
chill hedge fund managers from undertaking new and innovative investment
strategies, leading to less efficient, less liquid, and less stable financial
markets.
There is substance to these criticisms, just as there is substance to the arguments favoring more regulation. However one comes down on the question of
whether more hedge fund regulation was warrante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SEC's adopted rule change is a relatively modest step. It remains to be seen,

however, whether this is just the first of many steps toward more substantive
regulation of the hedge fund industry.
Since the SEC consciously shifted direction in deciding to regulate hedge
funds, the SEC’s new hedge fund rule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visit the
SEC’s overall regulatory philosophy and style. The SEC’s decision to regulate
hedge funds, even if only at this point by requiring that hedge fund managers
register under the Advisers Act, raises questions about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government intervention is warranted to protect investors.
What does it mean for investors to be able to defend for themselves in the
face of imperfect information, militating against stricter regulation? More fundamentally, how should the SEC proceed when serving the goal of investor
protection, in the narrow sense of preventing fraud and remedying information
asymmetries, risks overburdening the capital formation process and compromising the efficiency, thickness, and smooth functioning of securities markets?
It is important to keep concerns about the hedge fund industry in proper
perspective. The scandals and abuses that have punctuated the hedge fund industry are not representative. Thereality is that the vast majority of hedge
funds are not engaged in any fraudulent or otherwise illegal behavior.
Whether it is because we are still in a post-Enron climate with heightened
sensitivity to financial corruption, or because attention rarely focuses on the
banks that were not robbed, the reality that hedge funds provide investors with
legitimate opportunities to earn above-market returns is downplayed.
Additionally, whatever systemic risk is posed by the trading activities of highly leveraged hedge funds, hedge fund trading spins off important systemic ben-

efits by leading to more efficient and more liquid capital markets.
Without question, hedge funds are shrouded in secrecy. The very nature of
hedge funds requires that they operate in secrecy because hedge funds make
money by exploiting market inefficiencies and by taking positions based on
anticipated market moves. The opportunity to make money quickly vanishes
when a trading strategy or exact trades are disclosed and others start to make
the same investments.
It is important to stress, though,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secrecy, on the one hand, and engaging in illicit behavior, on the other. More to
the point, to say that hedge funds “escape” regulation by “exploiting loopholes” leaves the misimpression that hedge funds are somehow evading the
law’s reach in unintended and unacceptabl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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