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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Eastspring Asset Management Korea Co. Ltd.)는 170여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

(Prudential plc)의 자산운용 부문 브랜드 중 하나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Eastspring Investments)의 일원으로서 한국에서 개인 

및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상품과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이 2001년 설립된 굿모닝투자

신탁을 인수하며 대주주가 된 이래 PCA투신운용, PCA자산운용의 사명을 거쳐, 2012년 그룹 차원에서 아시아 자산운용 사업 부문

을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로 재명명하며 현재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판매 채널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시장의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인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투자신탁’ 을 선보인 한편 미국 뱅크론 펀드, 보험 상품과 연계한 파생 펀드, AI(인공지능) 투자 상품 등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전 세계에 있는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의 관계사

(PPM America 등)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깊이 있는 투자 견해를 바탕으로 폭넓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소개

굿모닝투자신탁운용(주) 설립

영국 PCA(Prudential Corporation Asia) 그룹으로 대주주 변경, PCA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 변경

PCA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로 사명 변경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코리아는 영국에서 설립된 프루덴셜 금융그룹(Prudential plc)의 일원입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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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액티브 주식형(투자일임,사모,공모)

공모주

국내주식혼합

주식운용본부는 강력한 경쟁우위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주목합니다. 

체계적인 가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시장의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사전적 위험 관리를 적극 활용합니다. 

팀워크과 개인별 책임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최적의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채권운용본부

국내 순수채권형(투자일임,사모,공모) 

국내 채권혼합 및 파생형

퇴직연금

만기매칭 및 절대수익형

채권운용본부는 중장기적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에 

따른 하향식 분석과, 섹터 및 수익률 곡선상 개별종목의 

벨류에이션에 기초한 상향식 분석을 병행합니다. 

체계적인 투자프로세스에 기초한 가치투자를 통해 시장의 

이상현상(Anomaly)등과 같은 투자기회를 포착하며, 

적극적인 사전적 위험 관리를 통해 시장위험을 통제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AI(대체투자)본부

액티브 퀀트

패시브 전략

AI운용본부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운용 성과를 유지, 제고합니다. 투명한 운용은 전략의 강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노출함으로써 운용 전략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설명이 가능한 운용 전략 역시 성과 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도와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용 전략을 개선

시켜 나갑니다.

QPS(Quant & Platform Solution)본부

퀀트 기반 시스템 펀드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해외 펀드 운용

QPS운용본부는 위험 대비 수익 관리에 집중하여 

퀀트 전략에 기반한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및 시스템

펀드를 운용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군에 직접 투자 

혹은 재간접 투자하는 해외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운용본부

운용본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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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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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udential plc 소개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Prudential plc, www.prudentialplc.com) 은 1848년 런던에서 처음 설립되어 현재는 170년 전통을 지닌

세계적인 전문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본사가 있는 영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Eastspring Investments), 북미지역에서 뱅크론, 구조화 채권 등의 상품을 운용하는 피피엠 아메리카

(PPM America), 미국에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잭슨(Jakson) 등 여러 계열사, 관계사를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연금, 뮤추얼 펀드 등의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astspring Investments(이스트스프링인베스트먼트) 소개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1994년 PCA(Prudential Corporation Asia) 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자산운용 시장에 뛰어든데 이어, 2012년

에는 아시아 투자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아시아 자산운용 사업 부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PCA브랜드를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Eastspring Investments)’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여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한국을 

포함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의 지역에까지 주식, 채권, 

대체 자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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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5+년
자산규모

2,160억 미달러
투자 전문 인력 수

300+명
직원 수

3,000+명

* 2019년 6월 30일 기준

* 조인트 벤처(JV)수치 포함

    Eastspring Investments(이스트스프링인베스트먼트) ㅣ Facts and Figures

 Sales and Investment Office     Sales Office   • Joint Venture

United Kingdom

Luxembourg China•

Hong Kong•

S.Korea
Japan

Taiwan

Vietnam
Thailand•

Malaysia
Singapore

Indonesia

India•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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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품 라인업

국내 주식형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의 대표 국내 주식형 펀드로 대형 우량주와 저평가된 성장주에 주로 투자

국내 혼합형

이스트스프링 공모주 올스타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국내 주식, 채권, 공모주, 공모주에 투자하는 채권 혼합형 펀드에 주로 투자

이스트스프링 단기 국공채 공모주 알파 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국공채와 우량기업의 공모주에 투자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스타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가치주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저평가 성장주에 투자, 시장 상황에 맞게 주식, 채권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2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국내 채권형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밸류 증권투자신탁[채권]
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한 국내 회사채 및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

이스트스프링 스탠다드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
국채, 공사채, 통안채 등에 주로 투자

해외 주식형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자투자신탁[주식]
국내 최초로 설정된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전 세계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이머징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글로벌 이머징 시장의 저평가된 가치주에 선별 투자하는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

원화/미달러 중 선택하여 투자 가능

이스트스프링 아시아 로우볼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제외)의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가운데

장기적인 자본성장과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동시에 변동성이 낮은 주식에 선별 투자하는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

이스트스프링 다이나믹 재팬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일본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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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품 라인업

이스트스프링 아시아 퍼시픽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높은 배당 수익률과 성장성을 지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유럽의 리딩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인도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

해외 채권형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 적격 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

원화/미달러 중 선택하여 투자 가능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

AI & 퀀트 상품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스마트 베타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스마트 베타 ETF에 주로 투자

원화/미달러 중 선택하여 투자 가능

퇴직연금 상품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업종일등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업종일등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글로벌 리더스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주요 공모펀드 연금 클래스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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