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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역사를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들을 짚어본 후, 앞
으로의 발전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원래 증권투자신탁은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탄생한 제도로서 경제 및 금융 수요의 맥
락에 따라 계약형, 회사형, 폐쇄형,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들이 고안되면서 발전
하여왔다. 동 제도가 선진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
장 육성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법제를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은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이어 1969년 8월 4일에「증권투자
신탁업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에는 기능별 규율을 위해 통합법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포괄주의,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통합법인「자본시장법」 체제로 들어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발전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불완전판매 문제, 소규모투자신
탁의 양산의 문제, 펀드판매경로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발
전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투자자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잠재적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이를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수요기반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불완전 판매 개선을 위해 판매사들의 자율적 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의 엄중한 규율이 필요하다. 셋째로, 만성적 문제의 하나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과도한 소규모펀드 수를 구조적으로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펀드의 판매경로가 편중되어 있는 실정에 대해 새로운 경로들을 신설하여 추가하거나
직판을 강화함으로 판매경로를 확대하여 건전한 경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신탁업법, 투자자,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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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투자가를 대신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
는 제도를 말한다. 투자신탁 중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securities
investment trust)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를 대신하
여 증권에 분산투자하고 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실적 배분하는 제도이다. 산업자본
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증권투자신탁은 대행투자, 공동투자, 분산투자로 증권시장
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최초의 투자신탁은 1868년 설립된 영국의 The
Foreign and Colonial Government Trust는 계약형 투자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자유의
사에 따라 운용대상을 변경할 수 없는 고정형 투자신탁이다. 19세기에 영국에서 탄
생한 투자신탁은 미국에서 산업의 부흥과 발전에 따른 자본의 축적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
투자신탁은 우리나라에도 원초적으로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증권을
중심 투자대상으로 하는 지금의 투자신탁은 정부가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펴면서 정
부 주도로 도입되었다.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이어
1969년 8월 4일에「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우리나라의 증권투자
신탁이 시작된 것이다. 실제 투자신탁 활동은 1970년 5월 20일 공기업인 ‘한국투
자공사’가 1억원의 기금을 설정하여 운용을 개시한 것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74년 최초의 전업사인 ‘한국투자신탁(주)’이 설립되었으며, 잇달아 1977년 ‘대
한투자신탁(주)’, 1982년 ‘국민투자신탁(주)’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이후, 증시
호황으로 투자신탁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이에 1989년 지방에 본점을 둔 5개 투자신
탁사가 추가로 허가되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증권투자신탁제도는 산업자본조달
과 증권시장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역사를 살펴
보고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방법만을 이용하였다. 문헌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역사적인 측면에서 국내외 전문서적과 간행물 및 논문 등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역사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였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은 서론으로 연구에 대한 개관을 서술하고,
제Ⅱ장은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외국의 증권투자신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Ⅲ장
에서는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Ⅳ장에서는 우리나라 증
권투자신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일반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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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증권투자신탁
1. 영국의 증권투자신탁
영국의 증권투자신탁은 19세기 후반에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에서 개인투자자의
위험을 공동투자. 대행투자, 분산투자로 분산시키고 전문투자가의 운용을 통하여 수
익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세계최초의 증권투자신탁제도로 탄생하게 되었다. 영국의
투자신탁제도는 초기에는 계약형이, 그리고 1879년부터는 회사형 제도가 주류를 이
루었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회사형인 투자회사(investment trust)와 계약형인 단위
형(unit trust)이 병행하면서 성장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단위형은 고정형(fixed trust)과 융통형(flexible trust)으로 나뉘고 융통형은
증권충당형(appropriation trust)과 현금충당형(cash fund trust)로 나뉜다. 단위형은
개방형(open-end type)이며 가변자본금으로 신탁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단위형은 20
세기 미국에서 뮤추얼펀드(mutual fund)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영국의 회사형인 투자회사(investment trust)는 고정자본금으로 회사법의 적
용을 받는데, 폐쇄형(closed-end type)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개방형
(open-ended investment company, OEIC)도 도입되었다.

2. 미국의 증권투자신탁
미국의 증권투자신탁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자본수입국과 채무국에서 자본수출국
과 채권국으로 전환되면서 증권투자신탁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였다.
미국의 증권투자신탁은 1920년대에 영국의 투자회사(investment trust)를 도입 발
전시키었으나 1929년 대공황으로 증권시장이 붕괴되어 폐쇄형 투자신탁이 큰 어려
움에 봉착하게 되어 미국의 증권투자신탁제도에 제도적인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1940년에 미국의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과 투자자문법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의 제정으로 미국의 증권투자신탁은 순조로운 발
전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투자신탁제도는 회사형과 계약형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관리형
(management)으로 불리는 회사형이 대부분이고 회사형은 주식을 상장하는 폐쇄형
(closed-end type)과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open-end type)으로 발전하였다. 이중에
서 개방형인 뮤추얼펀드(mutual fund)가 주류를 차지한다. 계약형은 단위형(unit)으
로 불리며 추가가입 및 환매가 가능한 융통적기금형(flexible trust)과 고정
형인 고정적단위형(fixed trust)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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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증권투자신탁
일본의 증권투자신탁은 1937년 초기투자신탁의 형태인 등본유가증권투자조합으로
출발하여 1941년 11월에 노무라증권의 설립 이후 영위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중지되었다. 이후 1951년에 증권투자신탁법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일본의 투자신탁은 위탁회사, 일반투자자, 위탁회사로 나뉘어 위탁회사
는 일반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모집 판매하고, 모집 판매 자금을 수탁회사에 신탁하
여 자산운용을 지시한다. 수탁회사는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관리하고 운
용수익을 수익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본 증권투자신탁은 운
용된다. 과거 일본의 증권투자신탁은 계약형만이 존재하고 증권투자신탁의 설정은
현금충당형(cash fund)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일본의 증권투자신탁은 변화를 거듭
하여 완전한 개방형도 아니고 완전한 폐쇄형도 아닌 혼합형으로 발전하였다.

Ⅲ.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역사
우리나라의 투자신탁은 원초적으로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증권을 중
심 투자대상으로 하는 지금의 투자신탁은 정부가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펴면서 정부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 대
조적이다. 시작은 법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 도입이었다. 즉, 1969년에「증권투자
신탁업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실제 투자신탁 활동은 1970년 공기업인
‘한국투자공사’가 1억원의 기금을 설정하여 운용을 개시한 것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에는 전업 투자신탁회사들의 출현이 필요하였다. 1974년
최초의 전업사인 ‘한국투자신탁(주)’이 설립되었으며, 잇달아 1977년 ‘대한투자
신탁(주)’, 1982년 ‘국민투자신탁(주)’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이후, 증시 호황으
로 투자신탁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이에 1989년 지방에 본점을 둔 5개 투자신탁사가
추가로 허가되어 설립되었다.
1980년대말부터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선진화, 개방화 흐름이 강해졌다. 이에 대
응하여 증권산업 강화를 위하여 1995년「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을 포함하여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현재와 같이 기존 투자신탁업 조직중 운용업과 판매
업이 분리되었다. 즉, 운용업은 전업사가 담당하는 반면에 판매업은 증권사가 부수
업무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투신사들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분리하면서 전자가 후자를 자회사로 갖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또한 1996년부터 운용
사 설립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용사 설립 붐이 일어나 운용사 수는 동 년말에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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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에는 20여개로 급증하였다.
1998년에는「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을 통하여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펀드 판매업을 기존 증권사 외에 상대적으로 영업점이 많은 은행도 영위할 수 있게
허용되면서 판매 부문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에 뮤추얼펀드
(mutual fund)라고 부르는 회사형 증권투자펀드 제도가 「증권투자회사법」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동 제도의 주요한 도입배경으로는 ① 다양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간접투자상품의 제공을 통한 간접투자상품의 다양화 ② 투신상품의 실적배당원칙
확립 ③ 투자신탁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통한 외국자본의 유치 ④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등을 들 수 있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체제
2003년에는 기존의「증권투자신탁업법」과「증권투자회사법」등을 통합하여「간
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1). 이는 기존에 신탁
형 증권투자펀드와 회사형 증권투자펀드 등이 실제로는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함에
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의 법제로 규율하던 상황(기관별 규제)을 개선하여 동일한 기
능에는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기능별 규율” 원칙을 구현하여 투자펀드
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2), 투자자 보호장
치를 강화하여 자산운용산업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었다. 또한 자산운용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전면 개선하여 자산운용 대상을 확대하
고3),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고자 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공시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고 펀
드 감시기관인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시적
외부감시가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자산운용 대상은 기존의 거래법상 유가증권, 장내
파생상품, CP, 외화증권에 더해 부동산, 실물자산, 장외파생상품까지로 확대되었다.
펀드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사 및 은행에 보험사를 추가하였으며, 자산운
용사의 직판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여 판매시장의 경쟁도를 높이게 되었다.
1) 자산운용업법은 기존 두 법 외에 은행이 취급하는 은행 신탁을 규율하던「신탁업법」, 보험사
가 취급하는 변액보험을 규율하던「보험업법」, 투자자문사가 취급하는 자문 및 일임업을 규율
하던「증권거래법」에서 자산운용 관련 조항들을 모두 흡수 통합
2) 기능별 규율 체제는 선진국들의 추세(출처: 고광수 2003)
3) 동 법에서 간접투자기구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자산 범주로 ① 투자증권 ② 파생상품 ③ 부동
산 ④ 실물자산 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열거(동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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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은 다양한 투자펀드 제도에 대한 통합법을 지향하였지만 투자펀드 제도 중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별도의 법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동 법의 적용이 배제된 한계를
내포하였다. 즉, 회사형 부동산 투자펀드, 회사형 선박 투자펀드, 창업 투자펀드, 유
동화 전문펀드 등에 대해서는 동 법 대신 기존 법이 계속 적용되었다.

2. 자본시장법 체제
현재 투자펀드 제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체제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 전반을 규율하는「자본시장법(이하 자통법)」의 규율범위에 포함되어 있
다. 자통법은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 차원에서 관련 여러 법들을 통합하여 2007년
8월 제정되어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4). 자통법의 제정 배경 및 기본
방향 중 중요한 세 가지를 펀드제도 측면에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금융감독원,
2008년). 첫째는 앞서 간투법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구현한 기능별 규율 원칙을 자
본시장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 공급을 위해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과거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시키면서 확대시킨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표 1> 펀드 유형별 투자대상 범주과 같이 펀드 유형별

〈표 1〉 펀드 유형별 투자대상 범주

간투법
체제

자통법
체제

구분

증권
펀드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 재간접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투자증권

o

o

o

o

o

o

o

파생상품

o

o

o

o

o

o

x

MMF

부동산

x

x

o

x

x

x

x

실물자산

x

x

x

o

x

x

x

특별자산

x

x

x

x

o

x

x

구분

증권펀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
펀드

MMF

증권

o

o

o

o

o

파생상품

o

o

o

o

x

부동산

o

o

o

o

x

특별자산

o

o

o

o

x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 설명회」, 2008.11.12.
4)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
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통합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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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자대상 자산 범위가 제한을 받던 것을 대부분 철폐하여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
시켰다. 셋째는 자본시장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선진국 수준으
로 대폭 강화시켰다. 대표적으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강화되었다. 적합성 원
칙이한 투자관련 전문지식이 없고 위험감수능력이 미약한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투자자별 요구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투자권유 전 고객파악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설명의무는 투자권
유 시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누락 없이 설명하고 확인받
도록 한 것이다.
그밖에 자통법에서 특기할만한 사항들을 보면 우선, 간접투자란 명칭을 “집합투
자(collective investment)”로 개칭하였으며, 재산 운용방법도 간투법에서 취득 및
처분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제거한 것이다. 또한 집합투자기구 형태도 간투법제에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합자회사로 제한되다가 유한회사, 조합 등 자금의 집합
(pooling)이 가능한,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형태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

3. 다양한 투자신탁 제도의 도입
국내 펀드시장에는 증권투자펀드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투자펀드들이 지속적으
로 도입되어왔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규율은 단일체제가 아닌 다원화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크게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 수단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
는 통상적 성격의 펀드를 규율하는 체제와 특정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규율하는 체제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는 앞서 살펴본 자산운
용법을 거쳐 현재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체제이고, 후자는 펀드 유형별로 별도의
전담법들로 규율하는 체제로서 전자에 대한 일종의 특별법 체제로 볼 수 있
다(김재칠 외 2009).
먼저, 자본시장법 체제에는 주류인 공모펀드 외에 PEF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모펀
드, 상장지수펀드(ETF), 간접투자펀드(FOF)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한편, <표 2> 개
별 전담법 규율 펀드 목록과 같이 전담법 규율 펀드로는 회사형으로 선박 펀드, 부
동산 펀드 등 원래는 11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체제 출범으로 11
개중 사회기반시설 펀드(「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해외자원개발 펀드(「해외
자원개발사업법」), 기업구조조정 펀드(「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도 등 3개는
자본시장법 체제로 편입되었으며, 나머지 8개 제도에 대해서도 공모형 펀드는 역시
자본시장법 체제에 편입되고 현재는 8개 제도의 사모형 펀드에 대해서만 개별 전담
법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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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별 전담법 규율 펀드 목록
펀드명

전담법

펀드명

전담법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산업발전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 특별조치법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출처: 김재칠 외, 2009.

다양한 신종 펀드중 주요한 것들로 부동산 투자펀드와 선박 투자펀드, 상장지수투
자펀드(exchange-traded fund, ETF), 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부동산 투자펀드는 1998년부터 신탁겸영 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상품
의 일종으로 신탁형 부동산 투자펀드의 판매 및 운용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1년에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으로 회사형 부동산 투자펀드 제도가 도입되었다. 선
박 투자펀드의 경우, 2002년「선박투자회사법」의 제정으로 회사형 선박 투자펀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선박확보가 힘들어졌던 국내
해운업계에 획기적인 선박확보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즉, 해운기업의 선박확보에 필
요한 자본을 민간에서 직접금융 형태로 조성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펀드자금
은 선박 건조나 중고선 매수에 투하되고 확보된 선박은 해운사에 임대하여 용선료를
받으며 최종적으로는 매매차익을 기대하며 매각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투
자이익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배당된다.
선박 투자펀드 제도는 2003년에 선박펀드를 운용할 선박운용회사로 “한국선박운
용(주)이 설립된 후, 실제 펀드조성은 2004년에 들어 최초의 펀드인 “동북아1호 선
박펀드”가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정책적 육성을 위
해 조세혜택을 제공한 데다5) 당시 해운경기의 호황으로 2004년에만 9개의 펀드가
높은 청약 경쟁률 속에 출시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은 우
리나라에서 선박금융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로도 작용하였다.6)
한편, 상장지수투자펀드(ETF) 제도는 2002년 도입되었다7). 이 제도의 유래는 미
5) 조세혜택 내용은 선박펀드에 3억원 이하를 투자한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
세하며, 3억원 초과의 경우도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적용.
6) 용정해운(주), “Korea Ship Financing”, 2007. 6.12.
7) ETF 제도는 법적으로는 2002년 4월「증권투자신탁업법」및「증권투자회사법」개정으로 도입되
어 7월 시행되었으며 시장은 동년 10월에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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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1987년 발생한 이른바 “블랙먼데이”사태를 겪은 경험에서 필요성을 절감
하고 고안된 대안상품의 하나라는 점이다. 즉, 당시 시장 폭락의 주원인이 주가지수
선물에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 관련 막대한 현물매도였다는 점에서 현물시장에 충격
을 최소화하는 프로그램 매매 수단의 하나로 ETF가 등장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소규모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이 효율성이 높은 포트폴리오 상품 또는 바스켓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이 ETF 제도 도입에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간접투자펀드(FOF) 제도가 상장지수펀드 제도와 마찬가지로 2002년 도입되
었다.8) 이 제도는 신탁재산의 주요 비중을 기존의 국내외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투
자펀드 제도로서 비교적 우량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안정적 수익률과 대형펀드가 조성될 것이 기대되었다.
2004년말에는 사모펀드의 일종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
제도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허용되어 도입되었다.9) PEF는 합자회사
형태로 소수의 전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에 투자한
후,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 제도 도입의 핵심 배경은 외국계 자본이
독점하다시피 하던 국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토종 자본을 진입시키고 시장을 활성
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효과적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금융기관에는 새로운 사업
영역 개발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Ⅳ.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우리나라 투자신탁의 문제점
1) 불완전판매 문제 만성화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즉, 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
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판매자(금융회사) 쪽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된다. 이 문제는 과
거 국내 펀드업계에 만연되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는데, 여전히 근
절되지 않고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2009년부터

8) 간접투자펀드 제도 역시 법적으로는 위 ETF와 같이 2002년 4월「증권투자신탁업법」및「증권
투자회사법」개정으로 도입되어 7월 시행됨.
9) PEF 제도는 2004년 10월에「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 및 동년 12월 시행으로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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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연례적으로 펀드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이 실시되어왔는데, 그동안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인 2012년 조사결과
를 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총 30개사를대상으로 하였는데, 미흡하거나 저조
한 평가를 받은 업체가 무려 8개나 되었다(금융감독원 2012.11.21).

2) 소규모투자신탁의 양산
국내 펀드시장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표 3> 주요 국 공모펀드의 규모 및 개
수 추이와 같이 평균적으로 펀드별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수탁규모가 영세한 소규
모 펀드10)들의 수가 국제적으로 볼 때 과도한 편이다.
소규모 펀드 수는 전체 공모펀드(추가형)중 40% 수준이다(2011년 11월말 기준).
펀드별 규모는 공모펀드 기준으로 조사 대상 45개국중 32위 수준이었으며(2011년 6
월말 기준), 이는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의 투자펀드를 존재시키면서 운용 효
율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한 수의
소규모 펀드의 존재가 야기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는 펀드의 분산투자 효
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최소거래단위가 일정금액 이상인 투
자자산(채권 등)의 경우, 소규모펀드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는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운용사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자
금이 몰리는 펀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펀드의 경우 운용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셋째는 펀드 운용 비용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수익률이 저하된다는 점이
다. 펀드 운용을 위한 고정비용은 펀드의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11)
이렇게 소규모펀드가 양산되는 현상의 원인을 보면, 간접적으로는 업계에서 경쟁
적 마케팅 차원으로 신규 펀드를 빈번히 출시하고 유행에 따른 유사한 펀드들도 많
이 출시하면서 과도한 수의 투자펀드들이 출시되는 관행에 기인한다. 직접적 원인으
로는 경기적 측면이 대표적이다. 즉, 경기 부진 시 펀드 투자가 부진하고 기존 투자
자들의 환매도 많기 때문에 소규모 펀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펀드판매경로의 제한
투자펀드의 판매경로(channel)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10) 소규모 펀드의 개념을 금융감독원은 편의상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중 원본
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정의
11) 출처: 금융감독원,“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소규모펀드 해소 지속 추진”,「보도자료」,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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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국 공모펀드의 규모 및 개수 추이
(단위: 백만달러, %)

2008년말
(A)
1,197

구분
미 국
영 국
일 본
한 국
45개국
평 균

평균규모

2009년
말
1,446

2010년
말
1,559

11.6월말
(B)
1,625

증가율
(B/A)
35.8

펀드 수

8,022

7,691

7581

7,525

△6.2

평균규모

222

322

388

410

84.7

펀드 수

2,371

2,266

2,204

2,201

△7.2

평균규모

173

181

201

202

16.7

펀드 수

3,333

3,656

3,905

4,025

20.8

평균규모

26

45

48

46

76.9

펀드 수

4,850

4,000

3,699

3,785

△22.0

모

276

350

355

365

32.2

펀드 수

1,559

1,451

1,544

1,578

1.2

규

출처: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2.1.13, ICI(미국 자산운용협회) 발간 자료에서 재인용.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즉, 펀드 판매사들이 지분관계 운용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용사의 펀드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비관계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
를 제공하는 펀드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위
권 판매사들일수록 관계사 펀드를 판매하는 비중이 <표 4> 개별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비중과 같이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공모펀드 기준으로 그 비중을 보면 2010년
말에 53.1%에 달하였을 정도이다. 다만, 이후 점감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집중 비중
이 2011년말 51.3%를 거쳐, 2012년 7월말에는 46.5%까지 떨어진 것은 고무적이다.
투자자에게 다양한 판매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와 수수료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투자자에게 펀드선택 관련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가 된다(김
재칠․박진모, 2010).
〈표 4〉 개별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비중
(단위: %)

구분
상위 5개 판매사 평균

´08.12말 ´09.06말 ´09.12말 ´10.06말 ´10.12말 ´11.09말
60.3

59.4

58.4

57.5

58.6

56.5

상위 10개 판매사 평균 53.8
53.8
52.1
51.1
51.7
48.6
* A생명사(94.2%), B은행(89.7), C증권사(73.5), D은행(69.8), E증권사(54.9), F은행(52.0)
* 출처: 금융감독원, “경쟁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 보도
자료,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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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펀드 판매규모 및 채널 추이와 같이 판매경로 제한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판매사와 운용사 간에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판매경로가 은행과 증권
사에 편중되어 있는 과점적 구조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은 판매사들간
경쟁도를 약화시켜 판매사는 투자자보다는 자사 또는 지분 관계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쉽다.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최적인 펀드 종류를 권유하려는 노력보다는 수수료
가 높은 펀드나 관계사의 펀드 종류를 권유하려는 유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표 5〉 펀드 판매규모 및 채널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03년

’05년

’08년

’09년

’10년

’11.09말

판매규모*

134.5

198.9

353.0

325.5

304.8

294.7

은 행
증 권
보험 등

23.3 (17.3)

64.0 (32.2) 136.7 (38.7) 121.0 (37.2)

96.6 (31.7)

92.9 (31.5)

110.9 (82.5) 130.5 (65.6) 164.5 (46.6) 176.0 (54.1) 182.8 (60.0) 173.2 (58.8)
0.3 (0.2)

4.4 (2.2)

51.8 (14.7)

28.5 (8.7)

25.4 (8.3)

28.6 (9.7)

* 2010년 판매수수료ㆍ보수 수입(17,356억원) : 은행 9,911, 증권 6,690, 보험 755.
* 출처: 금융감독원, “경쟁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 보도
자료, 2011.12.8.

2. 우리나라 투자신탁의 발전방안
1) 투자신탁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잠재적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
망이라는 점에서 이를 투자신탁에 대한 수요기반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업계의 적극적 대응은 물론 정부도 건전한 투자문화 육성 차원에서 지원책을 펼
필요가 있다. 주요 방향은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향과 대안투자를 확대하는 방향
두 가지이다.
먼저,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업계는 소비자들의 자산관리 니즈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의 상품들을 개발하고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 효율적인 은퇴자산 관리 수단으로 도입한 “목표시점 펀드(targetdate fund)" 같은 상품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에서도 도입을 고려
할 만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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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우,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장기투자펀드에 대해 조건부로 차별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장기펀드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조
건은 투자자의 소득수준, 투자기간 등에 대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 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김병덕
2010) 실례로 연금 투자금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정책은 미국과 호주 같은 나라에서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13). 기존 정책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연
금펀드를 포함한 연금저축에 대해 10년 이상 납입을 조건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14) 그런데 이 수준은 선진 정책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라 상당 폭의 상향조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15) 이에 더해 최근
에 정부와 국회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펀드 제도 도입도 논의 중인데, 적극적인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16).
한편, 환경 변화로 상대적 매력이 부각된 대안 투자의 경우, 일시적 유행에 그치
지 않고 정형적 수요기반의 하나로 구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
표적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ETF시장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ETF는 일반
펀드투자 및 개별 주식투자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제하는 구조로서 펀드시장의 수
요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이제 구조적으로 저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는 투자환경에서 투자자들은 비용 경감에 민감해지는 추세인데, 이에 ETF는 부응
한다. 게다가 후생 측면에서도 투자신탁은 기관투자자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이 활용하
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ETF의 발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17).
그러므로 지금 성장세에 있는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
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주요한 노력으로 두 가지만 제시하면 하나는
시장에 공급되는 ETF상품의 유형을 훨씬 다양화시키는 것이다. 경제의 개방화와 발
12) 목표시점 펀드란 희망하는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이 시점에 다가갈수록 보수적 자산배분이 되
도록 조정되는 장기투자 목적 상품.
13) 미국의 경우, 기업 퇴직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혜택이었고 호주의 경우, 연금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박영규 2012).
14) 기존 개인연금저축 제도를 개선한 신 제도가 2013년 2월 도입 예정임. 주요 개선 내용은 납입
의무기간을 10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하며, 납입한도는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리고,
연금소득세는 무차별 5%에서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
15) 박영규(상게서)는 소득공제 수준을 750만원 정도까지의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16)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으로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장기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 중(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2.12.28).
17) 투자신탁의 장점(분산투자. 전문적 운용, 규모의 경제)은 기관투자자보다는 개인투자자에게 효
과가 훨씬 클 것이므로 수익자 구조가 개인투자자 위주가 되는 것이 후생 차원에서는 바람직
함(고광수,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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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투자자들의 유형 다변화 등의 추세에 따라 출시를 기대하는 상품 범주도 확대되
고 있다. 물론, 이미 135개 상품이 공급되었지만 중복적이거나 수요와 동떨어진 성
격의 사례들을 배제한다면 실물, 해외 부문, 구조화 등 아직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
여지는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또 하나의 노력은 여러 상품유형 중 섹터형, 테마형
상품보다는 광역지수(broad index)형 상품이 주력상품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경기에 따른 민감도가 높아 경기상승기에는 고수익으로 인기몰이를 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경기하강기에는 큰 손실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는 ETF시장의
기본적 속성인 분산투자 성격에 반하며 일반 투자자에게 ETF시장 전체에 대한 신
뢰성을 실추시켜 수요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2) 불완전 판매 개선
불완전 판매가 개선되어야 한다. 투자펀드의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만성화
되는 현상의 근본 배경에는 판매사들간에 벌어지는 양적 판매경쟁의 심화가 있다.
이는 투자자별 여건에 부적합한 펀드 판매로 이어지기 쉽고 단기적 투자를 유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기 쉽다. 이렇게 만연되는 불완전 판매는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기대했
던 투자성과를 얻는 데 실패할 확률을 높여 투자자들이 해당 판매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판매사를 이전하게 만들거나 아예 펀드시장을 떠나가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
한 결과는 해당 판매사뿐 아니라 종국에는 펀드산업 전체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큰 것이다.
불완전 판매의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사들의 자율적 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의 엄중
한 규율이 필요할 것 같다. 판매사들은 영업점에서의 판매과정의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펀드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 판매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금융감독원 2012.11.21). 감독당국은 정
기 점검을 지속하면서 미흡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벌과금을 부과하
는 등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3) 소규모 투자신탁 축소
소규모 펀드는 크게 투자자 보호와 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국내
펀드시장이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경제규모에 비해 펀드 수는 과도한 소규모 펀
드 수에 따라 지나치게 많고 펀드 규모는 영세한 편이다. 그러므로 펀드시장에 대해
구조적으로 소규모펀드 수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크며 이는 만성적 문제의 하나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미 업계는 당국의 지원 하에 소규모펀드
수를 줄이는 노력들을 2011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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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추가형)중 소규모펀드 수의 비중은 2010년말 48.2%에서 2011년말에 39.8%로
감축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결과이다.18) 그러나 아직 절대적으
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규모 펀드 수의 감축이 간단치 않음을 의미한다. 소
규모 펀드 수의 감축이 쉽지 않은 실정의 원인으로는 앞서 든 경기 측면에 더해 경
기외 측면을 들 수 있다. 경기외 측면으로는 첫째, 투자자의 반발 및 고객신뢰 하락
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며 둘째, 이를 근거로 한 판매사들의 소극적 태도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펀드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소규모 펀드 수의 과잉 현상은 반
드시 지양해야 할 문제이다.
소규모 펀드 수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강조할 만한 방안으로 두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시장 전체에 대해 적절한 최대 펀드 수를 선진국 사례와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이를 운용업체별로 자산규모에 비례하여 최대 설정 펀
드 수를 할당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 시행에서는 일정 기간의 이행기간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19). 또 하나는 신규 펀드 등록 과정에서 유사한 펀드의 범람이 이루
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혁신적 내용의 신상
품을 개발하려는 창의적 노력이 보상을 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사
료된다.

4) 펀드 판매경로의 개방
투자펀드의 판매경로를 제한하는 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판매경로가
편중되어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로들을 신설하여 추가하거나 직판을 강화
함으로 건전한 경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경로로는 기존의 다른 금융기관들
에 펀드 판매업을 부대사업으로 겸영하게 하는 방안과 펀드 판매를 전문적으로 중개
하는 업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미 자본시장법에 규정되
어 있는 상태이다.
펀드 판매업을 부대사업으로 겸영할 다른 금융기관으로 정부에서는 서민 금융기
관들을 지정하여 이들의 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도모할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 사업
자 종류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공신력, 자본력, 인력 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예를 들면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펀드 판
매 중개업태로는 보험업계의 독립판매업자(General Agency, GA) 같은 “펀드 슈퍼
18) 2000년말 기준으로 보면 당시 국내 펀드 수는 11,677개로 미국(8,027개), 일본(2,884개), 대만
(280개)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았으며 펀드별 규모도 국내 규모에 비해 미국이 84.6배, 일본
이 15.9배, 대만이 13배로 국내 펀드는 크게 영세하였음(자본시장연구원,「펀드리뷰 2002」).
19) 참고로 당국에서는 소규모펀드 비율 축소 목표를 세우고 이를 2014년말까지 10%로 낮추는 정
책을 추진중(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보도자료」,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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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을 대표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직판의 경우, 판매시스템 구축에 필요
한 추가적 비용,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채널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면 경쟁력 있는 채널로 작동할 여지가 상당
하다.
관계사 펀드 등 일부 펀드 종류에 편중된 판매행태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당국이
업계에 자율규제를 당부하고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
하고 필요시 검사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20) 그렇지만 기존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연성 정책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율규제 관행이 조성될
때까지라도 일단은 강제 규정으로 관계사 펀드 등 편중된 판매 비중을 일정 수준으
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21)

Ⅴ. 결 론
증권투자신탁은 전문투자기관인 투자신탁회사가 불특정 일반 투자자로부터 영세
자금을 예탁 받아 거액의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주식, 채권 등의 각종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는 제도이다. 증권투자신탁은 전
문투자기관의 대행투자 및 분산투자와 공동투자로 소액자금을 거액투자로 변환하여
산업자본을 조달하는데 기여하여 산업자본주의 발달과 증권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증권투자신탁은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이어 1969년 8월 4일에「증권투자신탁업법」을
제정 공포됨으로서 우리나라의 증권투자신탁이 시작되었다. 증권투자신탁 활동은
1970년 5월 20일 공기업인 ‘한국투자공사’가 1억원의 기금을 설정하여 운용을
개시한 것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나라의 증권투자신탁이 1980
년대 말부터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선진화, 개방화 흐름에 따라 1995년「증권투자
신탁업법」개정을 포함하여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고 1996년부터 운용사 설립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용사 설립 붐이 일어나 운용사 수는 동 년말에 15개, 이듬해에는 20여
개로 급증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8년에는「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을 통하여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 당국은 강행규정으로「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여 계열사 펀드 등에 대한 차별적인 판촉행
위를 금지함(2012.7.10일 개정 및 시행).
21) 마침, 최근에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자는 연구보고도 발표된 바 있음(참
조: 송홍선, “금융계열사의 계열거래 현황과 제도개선 세미나”,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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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업을 기존 증권사 외에 상대적으로 영업점이 많은 은행도 영위할 수 있게
허용되면서 판매 부문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에 뮤추얼펀드
(mutual fund)라고 부르는 회사형 증권투자펀드 제도가 「증권투자회사법」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현재 증권투자신탁제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체제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 전반을 규율하는「자본시장법」의 규율범위에 포함되어 발전하여 왔
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발전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즉, 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판매자(금융회사) 쪽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불완전판매 문제 만성화이다.
둘째로, 국내 펀드시장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펀드별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수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펀드들의 수가 국제적으로 볼 때 과도한 소규
모투자신탁의 양산의 문제이다.
셋째로, 투자펀드의 판매경로(channel)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펀드판매경로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발전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 투자자
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잠재적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이
를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수요기반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불완전 판매 개선으로 판매사들의 자율적 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의 엄중한
규율이 필요하다.
셋째로, 증권투자신탁의 발전을 위하여 만성적 문제의 하나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펀드시장에 대해 구조적으로 소규모펀드 수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펀드 판매경로의 개방으로 판매경로가 편중되어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로들을 신설하여 추가하거나 직판을 강화함으로 건전한 경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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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Korea

Byung-Jin Yim*·Won-Gun Choi**
22)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Korea. The documentary research method is applied. Several problems of the business
are drawn and respective solutions are proposed.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Korea
i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itiative with the enactment of the Capital Market
Development Act of 1968 followed by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Act of
1969.
The main problems found in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business is incomplete
sales, excessive launch of small investment trusts, and limited channels of fund sales.
The proposed sol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otential investment demand on the asset management
need to de induced to expand the demand base of the investment trust. Secondly, more
strict regulation is needed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irdly, the excessive number
of smaller funds is to be significantly reduced. Finally, the channel of the fund sale
should be expanded to increase a sound competition.
<Key Words> Securities Investment Trust,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Law,
Investor, Entrepreneurship,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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