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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

(ES F)

활용사례

이번 코로나19 위기시 연준이 긴급대출프로그램의 안전판(backstop)으로
사용중인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zation Fund)에 대해
알아보고 위기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봄
1. 개 요
□ (연혁 ) ESF는 1934년 금준비법
에 의거 달러가치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
□

(Gold Reserve Act)

*

*

동 법에 따라 미국 보유금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실현된 이익에서 20억달러를 배정

는 1930년대에 미달러화 환율 관리를 위해 적극 사용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IMF 설립시 미국 분담금의 재원(18억달러)으로 이용
o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 종료 후 질서 있는 환율제도와 환율시스템 안정
등 IMF회원국으로서 미국의 의무 수행 을 위해 활용
o ESF

*

* “Consistent with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in the IMF on orderly exchange
arrangements and a stable system of exchange rates, the secretary may deal in gold,
foreign exchange, and other instruments of credit and securities”(Gold Reserve Act
of 1934, amendment 1978)

년 의회는 ESF의 권한 범위를 확대하면서 ESF 대출시 대통령이 아
주 특별하거나 급박한 상황임을 의회에 고지하지 않는 한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
□ (재량권 ) 재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낙하에 ESF 자금 사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leeway) 을 가짐
o 1978

*

* “the Secretary....with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may deal in gold, foreign
exchange, and other instruments of credit and securities.”(Gold Reserve Act of
1934, amendment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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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회계예산(annual appropriations)과 별도로 운영되면서 운영수익을
적립할 수 있으며 최대규모에 제한이 없음
o 1995년 클린턴 전 대통령은 멕시코 페소 안정을 위한 500억달러 예산
지원요청이 의회에서 거부된 후 재무부로 하여금 ESF에서 200억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 120억달러를 지원
□ (규모 및 구성 ) 2020.3월말 현재 ESF는 총 935억달러 규모이며, SDR, 미
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로 구성
ESF 대차대조표(20.3월말 기준)
(억달러)
o ESF

자산(Assets)

SDR 인출권
미달러화표시자산
Euro화표시자산
엔화표시자산

주:

935 부채 및 자본
502
227
119
87

935

1)

SDR Certificates(Fed)
SDR Allocations
자본금
유보이익2)

52
482
2
398

미 재무부가 ESF의 달러화 자산 확보를 위해 FED에 발행한 SDR 인출 보증서
설립 이후 발생한 ESF 운용수익을 모두 유보이익으로 축적하여 위기시를 제외하고는 매
년 의회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
자료: 미재무부, ESF Monthly Financial Statement
1)
2)

운용 의 주요 활동은 크게 ① 외환의 매매 ② SDR의 인수 또는 사용
금융위기시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대한 대출과 신용제공 ④ 연준과의
으로 구분
① 외환시장 개입용으로 활용되며 외화표시자산은 주로 외국중앙은행의
요구불 혹은 정기예치금, 외국정부채 등에 투자하며, 달러화표시자산
은 비시장성 국채에 투자
―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미국은 1990년대 중반이후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했으며, 다만 1998년, 2000년, 2011년 세차례에 걸쳐 주
요국과 공조하에 외환시장에 개입
② 여타 IMF회원국으로부터 SDR매매용 , IMF 쿼타 증액시 납입자금으로
사용, SDR 인수 또는 외환시장개입용 미달러화 확보를 위해 ESF의
SDR 보유를 담보로 연준앞 SDR certificates 발행시에 사용

□ (
) ESF
③
“warehouse”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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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멕시코와의 상설 단기스왑라인(30억달러이내)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0년 중반~90년초까지 대부분의 ESF 신용은 국제기구의 중
장기 구제금융지원 직전까지 긴급하게 제공되던 단기브릿지론 성격
― 1997년 외환위기시 인도네시아와 한국에 각각 30억달러, 50억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2002년에는 우루과이에 15억달러를 실제지원하기
도 했으나 IMF/WB의 신속한 자금지원체계 구축으로 쇠퇴
④ 재무부가 ESF운용시 미달러화의 가용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준과의 스왑거래에 사용
― 현재 한도는 50억달러이고, 1992년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③ 1994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활용사례
(2008년 위기시 MMFs 보증 )
□ 2008년 금융위기시 재무부는 환율이나 미달러화 가치와 직접 관련이 없
는 금융시장 보증을 목적으로 ESF를 처음 사용
o Money Market Mutual funds(MMFs)는 통상 양질의 단기자산에 투자하고 이자
처럼 배당을 받지만 FDIC의 예금자보호는 없는 일종의 mutual funds
o 그러나 리만브라더스 발행 단기채권에 대한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관련
MMFs는 물론 여타 MMFs 투자자들까지 2,5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회수
움직임을 보이면서 MMFs시장이 큰 혼란에 직면
□ 이에 재무부는 단독으로 MMFs 예치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선택적 프로
그램을 만들고 ESF 자산을 활용하여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한다고 발표
o 당시 재무부는 동 프로그램에 대해 의회에 승인을 구하지 않고 MMFs
에 대한 보증이 미 달러화 가치를 보호한다는 논리로 정당화
o 이후 의회는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에 의거
ESF 자금을 변제하면서 향후 ESF를 활용한 MMFs에 대한 보증행위를 금지시킴
2. 2008

*

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응하여 의회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재
무부에 7,000억달러까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의 매입을 승인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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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ARES Act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될 때
까지 잠정 유보하였으나, 아직까지 MMF보증제도는 미도입
□ 동 프로그램은 2009.9월까지 1년동안 유지되었으며, 손실없이 보증수수
료(보증금액의 0.015~0.022% 적용)로 총 12억달러를 수취
o 당시 ESF규모는 MMFs 전체 보증규모(3조달러 이상)와 비교할 때 매우 작
았지만, ESF규모가 MMFs 보증에 따른 손실규모 보다 클 것으로 기대
되는 한 보증이 투자자의 신뢰(credible)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코로나 19시 ESF 지원 )
□ 2010년 도드 -프랭크법 시행으로 연준 긴급대출프로그램의 손실로부터
납세자 보호를 위해 재무부가 ESF를 통해 신용보호를 제공하게 됨에 따
라 2020년 연준이 도입한 대부분의 긴급대출프로그램에 적용
o 재무부는 일부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CARES법 시행 전부터 이미 ESF를
통해 총 500억달러의 신용보호를 약속
―

*

일
일
일
일
일 로 재무부는
에서 발표당시에는 각각 억달러씩 보증재원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PMCCF,
는 일
법의 보증지원을 통해 각각 억달러 억달러로 한도 증액

* CPFF(3.17 ), MMLF(3.18 ), PMCCF(3.23 ), SMCCF(3.23 ), TALF(3.23 )
ESF
100
,
SMCCF 4.9 CARES
500
, 250

법은 재무부에게 2020년말까지 ESF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적격 기업·주정부·지방지자체에 대해 총 한도 5,000억달러의 대
출, 대출보증 또는 지원투자를 승인
① 여객용 항공사 : 250억달러이내
② 화물용 항공사 : 40억달러이내
③ 국가안보에 긴요한 기업 : 170억달러이내
④ 기업·주정부·지방지자체에 대한 연준의 긴급유동성대출 지원 :
4,540억달러(최소한)
― 회사채, CP, ABS, MMF, 지방정부채와 종업원 10,000명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 (세부내역은 <참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연준의 긴급대출제도 도입 현황」참조)

□ C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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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연준의 긴급대출제도 도입 현황

대출제도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PDCF)
CP Funding
Facility
(CPFF2020)
MMMF Liquidity
Facility (MMLF)
Primary Market
Corporation Credit
Facility (PMCCF)
Secondary Market
Corporation Credit
Facility (SMCCF)
Term ABS Loan
Facility (TALF)
Main Street New
Loan Facility(MSNLF)
Main Street Expanded
Loan Facility(MSELF)

주요 내용
PD의 재할인창구
참여 허용(3.17일)
SPV 통한 CP, ABCP
매입(3.17일)
MMMF 보유자산
매입자금 대출
(3.18일)
SPV 통해 발행시장
회사채 또는 대출
매입 (3.23일)
SPV 통해 유통시장
회사채 또는 관련
ETF 매입 (3.23일)
SPV 통해 ABS 담보
대출 실시(3.23일)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프로그램
(4.9일)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프로그램
(4.9일)
지방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4.9일)

대출금리 만기
손실보전
최대
(수수료)
(종료일)
(소구/Haircut)
대출한도
일
재할인대출 90
재무부승인
(최소
금리
(Yes/Yes)
6개월)
OIS
ESF 100억달러
3월
+110~200bp 차환가능
신용보증
(2021.3.17)
(10bp)
(Yes/No)
ESF 100억달러
담보증권별 1잔존만기
년이하
차등 (2020.9.30) 신용보증
(No/No)
500억달러
시장금리 4년이하 ESF자본투자
(2020.9.30)
(100bp)
(Yes/..)
ESF 250억달러
최대
잔존만기
공정 5년이하
자본투자
8,500억
시장가격 (2020.9.30)
(Yes/..)
달러
SOFR +
ESF 100억달러
3년
150bp
자본투자
2)

2)

2)

3)

(10bp)

100bp4)
(100bp)
100bp5)
(―)

매입시점
신용등급
기초로 산정

(2020.9.30)

4

년

(2020.9.30)

4

년

(No/Yes)

억달러
자본투자

ESF 750

(Yes/..)

(2020.9.30)

최대
억
(2020.9.30)
(Yes/..)
달러
(10bp)
PPP대출 SBA 보증대출로
SBA의 PPP 대출 인수
35bp
억
SBA의 PPP대출 지원
과 동일 별도 손실보전 3,490
(4.9일)
(―)
달러
(2020.9.30)
불필요
주: 1) ( )는 등록 또는 약정 등을 위한 수수료, 2) 담보증권의 만기, 3) CLO의 경우
4) 대출자가 대여자에게 대출 시작시 지불하며 SPV는 대여자에게 25bp(연율) 지불
5) 대출자가 대여자에게 증액시 지불하며 SPV는 대여자에게 25bp(연율) 지불
Municipal Liquidity
Facility

<

..

억달러
자본투자

최대
억
달러

6,000

ESF 35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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