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UH)[대출채권-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UH)[대출채권-

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집합투자기구 명칭 :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UH)[대출채권-재간접형] 
 

2.집합투자업자 명칭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3.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com/kr)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작  성  기  준  일 : 2020년 5월 15일 

5.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년 5월 22일 

6.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 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

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ia.or.kr/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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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

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

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

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

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

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뱅크론(Bank Loan)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는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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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투자대상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항목

의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

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며, 통화의 거래 허용

시간 및 투자대상자산의 거래일 및 거래시간 제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매기

간이 여타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신청한 경우에는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2.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

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3.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

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

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

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

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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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0.05.15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UH)[대출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AO178]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

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

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이하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하이일드채권투자

위험, 투기등급 투자위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뱅크론 유동성 및 환

매위험, 뱅크론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 변화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UH)[대출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이하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S&P/LSTA Leveraged Loan Index(KRW) 90% + Call Loan(KRW) 1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원-달러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간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뱅크론 관련 인덱스를 추종하는 Passive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부 및 무담보부 후순위 대출채권, 차순위 담보부 대출채권, 후순위 

브릿지론(이하 “주니어론, Junior Loans”이라 함), 기타 변동금리부 채무증권(채무증서, 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존 관리인 유지(debtor in possession) 론, 메자닌 론, 고정금리부 채권, 

단기금융상품 등을 포함)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피피엠 아메리카(PPM America)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개별기업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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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각 기업에 대한 신용분석을 실시하며, 기업의 재무상황 및 업계 내 지위, 경제 및 시장상황 

등에 기반한 원금 및 이자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 또한 선제적으로 개별기업을 선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음의 세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1) 긍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 

2)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배수(debt multiples)와 자기자본 

3) 충분한 유동성 확보 능력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편입한 증권 또는 상품의 구조적 특징, 기초담보물, 계약의 유효성, 

장기적 관점의 상대가치 등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시장상황이나 기타 상황, 또는 

비정상적인 대규모의 투자자금 유입이나 환매청구가 예상 또는 발생할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방어적 목적의 일시적인 투자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뱅크론(Senior Loan)이란 금융기관, 뮤추얼펀드 등이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변동금리형 담보부 대출채권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시니어시큐어드론(Senior Secured Loan), 레버리지론(Leverage Loan) 등으로도 불립니다.  
 

분류 투자신탁, 특별자산,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없음 1.7650% 1.00% 1.72% 214 434 660 1132 2436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7% 이내 
1.4650% 0.70% 1.37% 252 438 630 1033 215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없음 1.2650% 0.50% 0.74% 163 331 504 870 1897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35% 이내 
1.1150% 0.35% 1.21% 182 333 490 820 175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

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클래스 A형과 클래스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 그리고 클래스 A-E형과 클

래스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18.11.01 

 ~ 19.10.31 

17.11.01 

 ~ 19.10.31 

16.11.01 

 ~ 19.10.31 

2014.11.01 ~ 

2019.10.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 (C)(%) 
2015/09/09 1.61  2.50  1.74  -  0.78  

비교지수(%) 4.50  5.20  4.38  - 3.33  

수익률 변동성(%) 6.20  6.23  6.48  - 7.29  

(주1) 현행비교지수 : S&P/LSTA Leveraged Loan Index(KRW) 90% + Call Loan(KRW)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

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

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특별자산형) 

운용 

경력년수 



 

 

7 

 

인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방대진 1974 책임(상무) 43개 8,060억원 0.42%  1.64%  1.83%  2.91%  14년10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

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

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

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

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ㆍ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

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ㆍ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

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

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율변동위험 

(환헤지 미시행)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자

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해당 투자신탁의 기초통화와 투자대상자산의 표시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기초통화와 투자자산의 표시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

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이일드채권 

투자위험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갖고 있습니

다. 따라서 해당 자산 발행기관의 재무조건 변화, 일반적인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변화 

또는 발행기관에 한정된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변화 등은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증권가

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채무 불이행 및 파산하는 경우 투

자원금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

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

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http://www.kofia.or.kr/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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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뱅크론 투기등급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의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외화대출채

권(이하 “뱅크론”(Bank Loan))에, 그리고 일부분을 해외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상

품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투자 원본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뱅크론은 대부분 관련 국가의 증권 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

며 일부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투자자산에 대

한 신용분석 정보를 제공받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

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 시장 전체의 가

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

을 끼쳐 개별 증권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

화시킬 수 있습니다.  

뱅크론 유동성 

및 환매위험 

뱅크론은 정부규제가 적은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복잡한 계약적 권리

관계의 이전이기에 유동성이 낮고 매매가 지연되거나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매

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비교적 불리한 가격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충격이 오는 경우, 급격한 유동성의 축소는 투자신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낮은 유동성으로 인하여 환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

며 동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채권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등급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

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에 대한 정보는 증권위원회

에 등록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대한 정보보다 폭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

사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발행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

가하지만, 일부는 타사에서 실행한 분석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자

산에 대한 분석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한편, 대출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용 가능한 대출채권의 공급 또는 투자신탁에 편입된 대출채권의 

이자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수익률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

다. 대출채권의 공급이 제한적인 기간에는 투자신탁의 성과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의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은 비정상적인 거래, 광범위한 호가스프레드, 

연장된 결제기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뱅크론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 변

화에 따른 위험 

전반적인 경기의 악화, 신규 뱅크론의 공급 증가, 발행자의 신용상태저하 등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에는 뱅크론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스프레

드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기존 차입

금을 재조달(Refinancing)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낮은 수익률의 자산에 재투자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상승시 뱅크론의 금리조정주기와의 시차로 인하여 뱅크

론의 가격(Valuation)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일시적으로 존재합니다. 뱅크론과 변동

금리 채권은 고정금리 채권보다 이자율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으나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에 가격하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일부 뱅크



 

 

9 

 

론은 유동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부정적인 시장환경은 뱅크론의 유동성에 악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장기일수록 이자율에 따른 가치 변동성은 증가됩

니다. 

뱅크론 법률위험 

뱅크론은 유가증권이 아닌 개별적인 계약관계이기에 발행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

계자들과의 복잡한 법률적 관계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관계는 원리금 

회수 및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 동 투자신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위험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1) 대출자 책임(lender’s liability) 위험: 대출자가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발행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발행자가 적정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비싼 금리로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2) 형평적 종속(equitable subordination) 위험: 대출자가 발행자의 경영에 개입하여 

부도에 이르게 하는 등 다른 대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파산한 발행자에 

파생상품을 자문한 대출은행의 경우) 

(3) 양도 및 참가권부 투자(loan assignments and participations) 위험: 투자신탁의 

뱅크론 투자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 및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ⅰ)직접적으로 대출자로부터 양도(assignments)를 받거나 ⅱ)간접적으로 참가권 

매입(purchase of participations)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를 받는 경우 

투자신탁은 발행자와 직접적인 계약적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출자의 지위를 

가지나 승계받은 론 및 담보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양도기관이 가지는 것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참가권매입의 경우 투자신탁은 참가권을 매도한 대출자와의 

계약관계만을 가지며 의무 및 권리행사 또한 참가권을 매도한 대출자에 의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은 발행자뿐 아니라 참가권 매도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노출됩니다.  

(4) 채권자취소(fraudulent conveyance) 위험: 발행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피하

기 위하여 부도 전에 고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채권 양도거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원상복구될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 상기 언급한 뱅크론 관련 위험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뱅크론 관련 위험이 존재하며, 보다 자세한 투자위험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

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

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

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

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원천징수 하며 투자신탁 결산 이후 환급되며, 해당 모투자신탁의 환급비율에 따라 

환급 세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환급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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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

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대표번호: 02-2126-3500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eastspring.com/kr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0년 5월 22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s://www.eastspring.com/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및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

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

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취(S)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

(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

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그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2개월 입니

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

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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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일

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

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

니다.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

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투자자 

등(F) 
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

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내 가.(2) 종류별 가입자격’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s://www.eastspring.co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eastspring.co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s://www.eastspring.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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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UH)[대출채권-재간접형](AO178) 

클래스 A A-E A-G C C-E C-G C-F C-I C-W S 

클래스 

상세 

수수료

선취-

오프라

인 

수수료

선취-

온라인 

수수료

선취-

오프라

인-

무권유

저비용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무권유

저비용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펀드, 

전문투

자자 등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고액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랩 

수수료

후취-

온라인

슈퍼 

금융투자

협회코드 
AO179 AO180 BP166 AO181 AO182 BP168 AO183 AO184 AO185 AS148 

클래스 클래스 

C-P2 

(연금 

저축) 

클래스 

C-P 

(퇴직 

연금) 

클래스 

C-P2 

(연금 

저축)E 

클래스 

C-P 

(퇴직 

연금)E 

클래스 

S-P 

 

    

클래스 

상세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개인연

금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퇴직연

금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개인연

금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퇴직연

금 

수수료

후취-

온라인

슈퍼-

개인연

금 

 

    

금융투자

협회코드 
AY285 B5592 BU798 BU799 BB69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특별자산[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이 발행된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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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com/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http://www.amak.or.kr/
http://www.amak.or.kr/
http://www.eastspringinvestments.co.kr/
http://www.eastspringinvestmen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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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UH)[대출채권-재간접형](AO178) 

클래스 A A-E A-G C C-E C-G C-F C-I C-W S 

클래스 

상세 

수수료

선취-

오프라

인 

수수료

선취-

온라인 

수수료

선취-

오프라

인-

무권유

저비용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무권유

저비용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펀드, 

전문투

자자 등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고액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랩 

수수료

후취-

온라인

슈퍼 

금융투자

협회코드 
AO179 AO180 BP166 AO181 AO182 BP168 AO183 AO184 AO185 AS148 

클래스 클래스 

C-P2 

(연금 

저축) 

클래스 

C-P 

(퇴직 

연금) 

클래스 

C-P2 

(연금 

저축)E 

클래스 

C-P 

(퇴직 

연금)E 

클래스 

S-P 

 

    

클래스 

상세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개인연

금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퇴직연

금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개인연

금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퇴직연

금 

수수료

후취-

온라인

슈퍼-

개인연

금 

 

    

금융투자

협회코드 
AY285 B5592 BU798 BU799 BB69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5.09.04 최초설정  

2016.03.08 - 환매수수료 삭제 

- 클래스 S-P 신설 

- 클래스 C-P, 클래스 C-P2 명칭변경 등 

2016.07.02 - 위험등급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1등급->4등급) 

2017.04.29 - 클래스 A-G 및 C-G 신설 

2017.08.01 - 클래스C-P(퇴직연금)E 및 클래스C-P2(연금저축)E 신설에 따른 변경 등 

2018.10.11 - 설정일 3년 경과에 따른 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수익률변동성 측정 

(단, 위험등급에는 변동없음) 

2019.03.04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HSBC펀드서비스→신한아이타스) 

2019.09.16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8.1) 반영 

2020.04.15 - 모투자신탁 위탁업무범위 수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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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 펀드 유형 변경: [대출채권] → [대출채권-재간접형] 

- 보수 인하 

- 환매 청구 시 기준가 적용일 변경 

- 모펀드 변경사항 반영 

- 집합투자기구 과세 내용 보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

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 

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대표전화 : 02-2126-3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

출채권-재간접형])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주요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

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위탁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해당 집합투자기구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

간접형]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피피엠 아메리카(PPM America) 

업무위탁범위 외화자산의 주요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등 (일부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도 수행함)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피피엠 아메리카(PPM America) 

설 립 일 1990년  

회사주소 

웨스트 웨커 스위트 225, 시카고 1200, 일리노이주, 미국 

(225 West Wacker Suite 1200 Chicago, IL 60606, US) 

전화번호 : (1)- 312-634-2500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9.10.31 기준)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특별자산형) 운용 

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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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진 1974 
책임 

(상무) 
43개 8,060억원 0.42% 1.64% 1.83% 2.91% 

14년10개월 

<이력> 

해외투자 및 파생펀드 운용 

- 하이자산운용 (2006.01~2010.09) 

-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코리아 

(2010.09~현재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

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3년 동안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

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2)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 해당사항 없음 

[모투자신탁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John Walding 

운용자산 - JNL/PPM America Floating Rate Income Fund 

과거운용경력 - First  Source Financial 

- Household Commercial Financial Services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 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

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특별자산투자신탁[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UH)[대출채권-재간접형]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클래스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클래스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클래스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클래스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 

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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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클래스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클래스 S-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개인연금) 

클래스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클래스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

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클래스 상세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

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

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취(S)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

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

점입니다. 따라서 3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그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2개월 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일정기간 이전에 환

매할 경우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

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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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투자

자 등(F) 
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

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내 

가.(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취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각 클래스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astspring.com/kr)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UH)[대출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H)[대출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 

이스트스프링 월지급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H)[대출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 

이스트스프링 월지급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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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 

모투자신탁 

(미달러)[대출채권-재간

접형] 

주된  

투자대상 

▪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이하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등록신청서 

제출일 
2014년 1월 28일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이하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자는 외국통화로 발행되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화자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화자산 등은 국제금융시장과 투자대상국가의 

주가, 금리,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클래스 상세 투자대상 내역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80% 이상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 

[대출채권-재간접형]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등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

용을 위해 운용 

3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 초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법 시행령제 268조제 4항의 규정에 의

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클래스 상세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②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수익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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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외화대출채권 및 외

화대출채권 관련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 

60% 이상 

(단, 미국 달러화 표시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 60% 이상) 

외국통화로 표시된 변동금리 담보부 

대출채권 및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단,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는 

변동금리 담보부 대출채권 관련 인덱

스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에 한한다) 

채권 40% 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

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

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투

자적격등급 미만이거나 투자등급이 부

여되지 않은 채권, 후순위채, 무보증사

채 및 하이일드 채권을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

시된 자산 

집합투자증권등 40%이상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

행한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

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

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

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파생상품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법 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제한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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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

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

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

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

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

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 

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

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 한 

어음[기업어음증권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

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 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

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

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

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

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 

또는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

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 

 

집합투자증권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22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예외 조항을 적용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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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원-달러간 환율변동위험에 노

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

라 원-달러간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S&P/LSTA Leveraged Loan Index(KRW) 90% + Call Loan(KRW) 10% 

▪ S&P/LSTA Leveraged Loan Index: 

S&P/LSTA가 일간으로 발표하는 leveraged loan 지수로 시장비중, 스프레드, 이자 등을 기준으로 선별된

대형 기관들의 leveraged loan의 시장가치 가중 성과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인덱스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상기 지수를 비교지수(벤치마크)로 선정하였습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수익률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홈페이지 (www.eastspring.com/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벤치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피피엠 아메리카 (PPM America)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개별기업 선정을 위해 각 기업에 대한 신용분석을 실시하며, 기업의 재무상황 및 업계 

내 지위, 경제 및 시장상황 등에 기초한 원금 및 이자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펀드매니저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한 외국통화 표시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 

전략이란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투자신탁 내에서 통화선물 또는 

통화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축소시키는 전략을 말합니다. 해외자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발행되기 때문에 해외자산에 투자한 이후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 가치 대비 하락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 가치 대비 상승하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은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해 줄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추가적인 수익달성의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기보다는 외국통화에 대한 노출도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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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익구조 : 해당 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뱅크론(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뱅크론 관련 인덱스를 추종하는 Passive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부 및 무담보부 후순위 대출채권, 차순위 담보부 대출채권, 후순위 

브릿지론(이하 “주니어론, Junior Loans”이라 함), 기타 변동금리부 채무증권(채무증서, 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존 관리인 유지(debtor in possession) 론, 메자닌론, 고정금리부 채권, 

단기금융상품 등을 포함)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피피엠 아메리카(PPM America)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개별기업 

선정을 위해 각 기업에 대한 신용분석을 실시하며, 기업의 재무상황 및 업계 내 지위, 경제 및 

시장상황 등에 기반한 원금 및 이자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 또한 선제적으로 개별기업을 선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음의 세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1) 긍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 

2)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배수(debt multiples)와 자기자본 

3) 충분한 유동성 확보 능력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편입한 증권 또는 상품의 구조적 특징, 기초담보물, 계약의 유효성, 

장기적 관점의 상대가치 등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시장상황이나 기타 상황, 

또는 비정상적인 대규모의 투자자금 유입이나 환매청구가 예상 또는 발생할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방어적 목적의 일시적인 투자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뱅크론(Senior Loan)이란 금융기관, 뮤추얼펀드 등이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변동금리형 담보부 대출채권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시니어시큐어드론(Senior Secured Loan), 레버리지론(Leverage Loan) 등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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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의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

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

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투자하며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여 투자신탁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노출되는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대해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발행자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대출채권,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나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대출채권, 증권, 단기금융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 이나 증권의 가치는 경영진의 성과, 기업 지배구조, 재무 레버리지, 

발행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와 같은 발행사와 직접 관련된 

이유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사나 거래상대방이 일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할 의도가 없을 경우, 또는 다른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는 변화하는 위험 수준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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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운용 

위험 

경영진의 성과, 수요 감소, 또는 전반적인 시장변동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발행사의 

재정 상황이 변화할 수 있고,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거나, 전반적인 상품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략이 실패하여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입법, 규제 또는 조세 등과 관련한 사항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운용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

격은 올라가고, 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에서의 금리 인상은 채권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포

트폴리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채권이 단기채권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더 높습니다.  

변동금리부 채권은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정금리부 채권에 비해 

금리 변화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더 낮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부 채권은 

주기적으로 이자율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리 변동은 투자신탁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금리가 극단적으로 상승할 경우, 변동금리부 채권

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의 가치를 더욱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은 변동금리부 채권이나 기타 상품에서 얻는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시점이나 가격에 투자대상자산을 매각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특정 

부문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익스포져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유동성이 매우 낮거나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이나 매도가 어려운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거래량이 적거나 거래제한, 또는 

일시적인 거래 지연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 

이머징마켓에 주소지를 둔 기업들은 유동성 위험과 가격변동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한 유동성 위험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매, 또는 

다른 이유들로 인해 환매대금 지급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해, 유리하지 않은 시기나 혹은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투자대상자산을 강제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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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또는 

자산유동화 증권 

관련 위험 

담보대출 증권(mortgage-related securities) 이나 기타 자산유동화 증권 (other asset-

backed securities) 투자에 따른 위험에는 이자율 위험, 조기상환 위험, 연장 위험이 

포함됩니다. 금리 인상은 담보대출 증권의 듀레이션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담보대출 증권에 대한 금리 변동의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담보대출 증권이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으며, 

이는 연장위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자산가격 하락은 개인과 회사가 

담보대출이나 기타 대출에 대한 상환을 연체하거나 상환을 못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담보대출 유동화 증권과 담보대출 증권에서 지급되는 이자가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담보대출 증권과 담보대출 유동화 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대출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법률적 위험과 문서 위험(documentation risk)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증권은 조기상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채무자들은 예상보다 빨리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더 낮은 금리로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를 조기상환 위험(prepayment risk)라고 합니다. 담보대출 유동화 증권 

투자는 담보 역할을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담보대출의 조기 상환이나 

채무불이행의 발생에 따른 현금흐름의 시기적 불확실성을 수반합니다. 주로 담보대출 

증권의 금리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급률의 증가 또는 감소는 수익률, 

평균 상환기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택저당담보부 증권(MBS)의 가격은 구조나 지급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은 다른 증권만큼 유동성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증권들의 가치 또한 시장의 인식이나 발행사의 실제 신용도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담보대출 증권시장은 정부 규제, 금리, 조세 정책,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투자(노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거래비용과 증권가격과 글로벌 통화 투자에 

있어 예상치 못한 변화와 같은 특정 위험의 영향을 받습니다. 파생상품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동성 위험, 이자율 위험, 시장 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신용 위험, 

관리 위험 등의 여러 가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가격 산정의 오류, 부적합한 

가치 산정 등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가 기초자산이나 금리, 

지표 등과 완벽하게 연계되지 않는 위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뱅크론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래 열거된 뱅크론(Bank Loan)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투기등급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의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외화대출채권(이하 “뱅크론”(Bank Loan))에, 그리고 일부분을 

해외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뱅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 등은 재무상황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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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투자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뱅크론은 

대부분 관련 국가의 증권 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투자자산에 대한 신용분석 

정보를 제공받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 변화에 따른 위험: 전반적인 경기의 악화, 신규 뱅크론의 

공급 증가, 발행자의 신용상태저하 등으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에는 

뱅크론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스프레드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기존 차입금을 

재조달(Refinancing)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낮은 수익률의 자산에 재투자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상승시 뱅크론의 금리조정주기와의 시차로 인하여 

뱅크론의 가격(Valuation)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일시적으로 존재합니다. 

뱅크론과 변동금리 채권은 고정금리 채권보다 이자율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으나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에 가격하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일부 뱅크론은 유동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부정적인 시장환경은 

뱅크론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장기일수록 이자율에 따른 

가치 변동성은 증가됩니다. 

- 유동성 및 환매위험: 뱅크론은 정부규제가 적은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복잡한 계약적 권리관계의 이전이기에 유동성이 낮고 매매가 지연되거나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비교적 불리한 가격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충격이 오는 경우, 급격한 유동성의 축소는 

투자신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낮은 유동성으로 인하여 

환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채권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등급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에 대한 정보는 증권위원회에 등록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대한 

정보보다 폭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사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발행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는 타사에서 

실행한 분석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분석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한편, 대출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용 가능한 대출채권의 공급 또는 

투자신탁에 편입된 대출채권의 이자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수익률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의 공급이 제한적인 기간에는 

투자신탁의 성과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의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은 비정상적인 거래, 광범위한 호가스프레드, 연장된 결제기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담보관련 위험: 뱅크론은 담보가 없는 일반 회사채와 달리 발행사가 소유한 

자산(기계장치, 매출채권, 주식, 재고, 부동산, 특허권 등)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며 

발행사 부도시 주식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선순위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발행자의 부도시 담보접근에 대한 제한, 담보비율의 불충분, 

담보가치의 부족 및 하락, 유동성부족, 담보처분 과정에서의 지체, 추가비용부담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관할권( jurisdiction)에 따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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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뱅크론은 발행자의 주식이나 다른 채무증권에 

대해서는 선순위이기는 하나 그 발행자의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후순위일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발행사의 채무는 상당히 투기적일 수 있으며 매우 높은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행사들은 부채를 상환하지 않거나, 전체 금액의 

일부만을 상환하고 연체 이후에 상환할 수도 있어, 전체 투자 금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담보부 여신(secured loan)에 대한 발행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담보물에 대한 접근성은 파산이나 다른 지급불능 관련 법률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또는 담보물에 대한 처분이 

부적합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신을 무효화하거나, 기존 또는 향후 

부채금액에 대해 여신을 후순위화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된 이자의 환급을 

명령하는 등 법원이 변동금리여신에 대해 조치를 취해 채권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신탁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지급 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법률소송절차에 관여하거나 발행사의 

채무를 담보화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순자산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채무자의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여신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신탁이 압류할 수 있는 

담보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신들은 담보부 여신에 비해 더 큰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 법률위험: 뱅크론은 유가증권이 아닌 개별적인 계약관계이기에 발행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복잡한 법률적 관계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관계는 원리금 회수 및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 동 투자신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위험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1) 대출자 책임(lender’s liability) 위험: 대출자가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발행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발행자가 적정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비싼 금리로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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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평적 종속(equitable subordination) 위험: 대출자가 발행자의 경영에 개입하여 

부도에 이르게 하는 등 다른 대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파산한 발행자에 

파생상품을 자문한 대출은행의 경우) 

(3) 양도 및 참가권부 투자(loan assignments and participations) 위험: 투자신탁의 

뱅크론 투자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 및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ⅰ)직접적으로 대출자로부터 양도(assignments)를 받거나 ⅱ)간접적으로 참가권 

매입(purchase of participations)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를 받는 경우 

투자신탁은 발행자와 직접적인 계약적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출자의 지위를 

가지나 승계받은 론 및 담보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양도기관이 가지는 것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참가권매입의 경우 투자신탁은 참가권을 매도한 대출자와의 

계약관계만을 가지며 의무 및 권리행사 또한 참가권을 매도한 대출자에 의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은 발행자뿐 아니라 참가권 매도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노출됩니다.  

(4) 채권자취소(fraudulent conveyance) 위험: 발행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부도 전에 고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채권 양도거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원상복구될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거래관련통지위험: 재융자(refinancing), 이자율 변경, 원금상환, 또는 대출채권(the 

loan)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이후에 해당 사항의 발생 사실이 

통보될 수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발생 시점보다 수일 이후에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채권의 가격 또는 투자신탁 순자산에 대한 반영은 상기 사항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이 투자신탁은 비다각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은 제한된 수의 발행사에 

투자하고 적은 수의 증권에 투자하거나, 단일 회사 또는 단일 업종의 증권에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증권들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으로 인해 투자신탁은 

분산투자된(다각화된) 경우보다 더 적은 수의 발행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의 

수가 적은 경우, 재정상황 변화나 단일 발행사의 시장상황 변화로 인해 

집중된(비다각화) 포트폴리오의 주가와 총 수익이 더 크게 변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의 발행사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투자위험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 발행기관의 재무조건 변화, 일반적인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변화 또는 발행기관에 한정된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변화 등은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채무 불이행 및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뱅크론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재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상장폐지 되거나 유동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투자신탁보수, 수수료 등 관련 비용 지출 등의 현실적 제한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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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추적오차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지급 

소요기간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에 제약이 많은 국가의 외화자산에 투자하여 통화의 거래 허용시

간 및 투자대상자산의 거래일 및 거래시간 제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매

기간이 여타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

준으로 제8영업일(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신청한 경우에는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대출채권 및 하이일드 채권 등의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자산과 관련된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대상 국가들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비용부담 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 법률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펀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 뱅크론 매각 및 매입과 연계된 법률 문서 협상을 

위한 법률 비용, (ii) 워크아웃, 채무불이행, 구조조정, 파산과 관련된 법률 비용, (iii) 

뱅크론 계약 및 기타 증권에 대한 개정과 연계된 법률 비용, (iv) 투자와 연관된 소송 

관련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증권이 특정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투자신탁이 수령하는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방어 

포지션과 대규모 

현금 포지션 위험 

비정상적인 대규모 현금 유입이나 환매청구와 같은 부정적 시장상황, 기타 상황 또는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의 

일부나 전체를 현금성 자산이나 높은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시적으로 방어전략이 필요할 때나 대규모 현금보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목표나 투자전략을 추구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 가치상승 잠재력이 저하되고 운용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지 원천징수 

세율 및 

외국납부세액 

환급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적용 받을 현지 원천징수 세율 및 외국납부세액 환급 금액은 

집합투자업자의 예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법적 이슈 등으로 인해 

현지 원천징수 세율 및 외국납부세액 환급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익분배금 감소나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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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청구  

제한 및 

환매연기  

위험 

대량환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부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측정하였으며,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6.61%로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로 측정하였으며, 표준편차가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더 높은 투자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간의 상관관계

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 표시 채권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추후 이 투자신탁의 매결산시마다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등급분류기준-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 등급 

1 

(매우 높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수익률 변동성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투

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합니다. 

 



 

 

33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클래스 상세 가입자격 

클래스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

능한 클래스 

클래스 A-G 
수수료선취-오프라

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 ∙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

스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클

래스 

클래스 C-G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보수 보다 낮은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C-F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펀드, 전문투자

자 등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제3호

에 따른 전문투자자, 100억원 이상의 개인고객, 500억원 이

상의 법인고객이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고액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랩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보유한 가

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S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

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C-P2 

(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

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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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C-P 

(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P2 

(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

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

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클래스 C-P 

(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On-

Line)전용 수익증권 

클래스 S-P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개인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

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및 소득세

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D D+1 D+2 D+3 

자금납입일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납입일 

(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일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 

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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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5영업일 제6영업일 제7영업일 제8영업일 제9영업일 

D D+1 D+2 D+3 D+4 D+5 D+6 D+7 D+8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오후 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다) 판매회사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는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7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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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 내지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 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일의 직전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

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

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com/kr)·판매회사·협회

(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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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단 변동 가능함)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

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

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

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동의하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가 좀 더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

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뱅크론 
Markit Valuations Limited가 산출하는 가격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로부터 전달 받음)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

원회가 정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

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

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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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다만, 상

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

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

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

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

리 고지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

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를 이용 가능 

※ 단,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 

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

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 

시기 

클래스 

A 

(수수료선

취-

오프라인) 

클래스 

A-E 

(수수료선

취-온라인) 

클래스 

A-G 

(수수료선

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

용) 

클래스 C, 클래스 C-E, 

클래스 C-G,클래스 C-F, 

클래스 C-I, 클래스 C-W, 

클래스 C-P2(연금저축), 

클래스C-P(퇴직연금), 

클래스C-P2(연금저축)E, 

클래스C-P(퇴직연금)E, 

클래스S-P 

클래스 

S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0.7% 이내 

납입금액의 

0.35% 

이내 

납입금액의 

0.5%이내 - 매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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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판매

수수료※ 
- 

3년 미만 

환매시 환

매금액의 

0.15% 

이내 

- 

환매 

수수료 
없음 환매시 

※ 선취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각 클래스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

나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연,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

자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1) 

총보수 및 

비용 

동종유

형총보

수 

총보수 

및 비용 

(피투자집

합투자기

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

비용2) 

클래스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0.35 

0.70 

0.04 0.014 

1.1040 0.0004 1.1044 1.37 1.7864 0.0061 

클래스A-E 
수수료선취-

온라인 
0.35 0.7540 0.0004 0.7544 1.21 1.4364 0.0056 

클래스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0.50 0.9040 - 0.9040 - 1.5860 - 

클래스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1.0 1.4040 0.0004 1.4044 1.72 2.0864 0.0053 

클래스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0.50 0.9040 0.0004 0.9044 0.74 1.5864 0.0053 

클래스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0.70 1.1040 - 1.1040 - 1.7860 - 

클래스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 

0.03 0.4340 - 0.4340 - 1.1160 - 

클래스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0.20 0.6040 - 0.6040 - 1.2860 - 

클래스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0.00 0.4040 0.0000 0.4040 - 1.0860 0.0061 

클래스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0.30 0.7040 0.0004 0.7044 - 1.3864 0.0062 

클래스C-P2 

(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0.61 1.0140 0.0004 1.0144 - 1.6964 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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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C-P 

(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0.65 1.0540 0.0004 1.0544 - 1.7364 0.0059 

클래스C-P2 

(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0.31 0.7140 0.0004 0.7144 - 1.3964 0.0051 

클래스C-P 

(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0.33 0.7340 0.0004 0.7344 - 1.4164 0.0042 

클래스S-P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0.18 0.5840 0.0004 0.5844 - 1.2664 0.0064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9.09.03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결산기준일 현재 미설

정 클래스의 기타비용은 운용펀드 기준의 비용을 예상치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9.09.03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산기준일 현재 미설정 클래스의 기타비용은 운용펀드 기준의 비용을 예상치로 기재하였습니다. 

주3)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및 비용, 증권거래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

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클래스 클래스 상세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2 298 419 674 140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252 438 630 1033 2158 

클래스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2 192 276 453 96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182 333 490 820 1753 

클래스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2 238 337 548 115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212 378 550 912 1928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4 293 447 773 169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214 434 660 1132 2436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3 189 290 503 111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163 331 504 870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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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3 231 353 611 135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183 372 567 975 2115 

클래스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4 91 140 244 54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114 233 357 618 1364 

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2 127 194 338 75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132 268 410 709 1559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1 85 130 227 51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111 227 347 602 1329 

클래스 S 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147 226 393 87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142 289 442 763 1673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4 212 324 563 124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174 353 539 928 2017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8 220 337 584 129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178 362 551 949 2061 

클래스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3 150 229 399 89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143 291 445 769 1684 

클래스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5 154 236 410 91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145 296 451 779 1707 

클래스 S-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0 122 188 327 7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

･비용 포함) 

130 264 404 69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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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을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클래스 S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펀드내 자산의 평가∙매매이익의 결산∙분배금 유보로 인해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하면서 수익자의 환매청구

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

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원천징수 하며 투

자신탁 결산 이후 환급됨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

도로 환급을 받고 있으며, 해당 모투자신탁의 환급비율에 따라 환급 세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환급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43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

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

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

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

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

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

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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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 

연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액 중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

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

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5)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

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로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

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

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

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

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1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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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2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

니다. 

                                            
2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http://pension.fss.or.kr/
http://pensio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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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2기, 제3기 및 제4기는 설정금액이 일정규모에 미달하여 외부감사를 받

지 아니하였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2기, 제3기 및 제4기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

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통합 대차대조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 2019.09.03 ) ( 2018.09.03 ) ( 2017.09.03 ) 

운용자산 6,165,690,937  18,070,530,362  24,026,331,536  

  증권 5,982,466,298  17,055,277,628  23,091,237,32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83,224,639  1,015,252,734  935,094,21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82,068,155  221,330,478  249,727,463  

자산총계 6,447,759,092  18,291,860,840  24,276,058,99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39,213,474  500,666,160  449,161,782  

부채총계 339,213,474  500,666,160  449,161,782  

원본 5,307,422,165  17,148,462,950  22,835,963,026  

수익조정금 -357,300,721  87,290,104  830,579,566  

이익잉여금 1,158,424,174  555,441,626  160,354,625  

자본총계 6,108,545,618  17,791,194,680  23,826,897,217  

 

  [단위 : 원, %]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 2018.09.04 - 2019.09.03 ) ( 2017.09.04 - 2018.09.03 ) ( 2016.09.04 - 2017.09.03 ) 

운용수익 1,061,957,033  248,634,162  524,210,416  

  이자수익 5,472,634  8,596,014  9,814,772  

  배당수익 0  444,223,425  466,701,745  

  매매/평가차익(손) 1,056,484,399  -204,185,277  47,69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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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56,868,770  289,375,362  294,631,651  

  관련회사 보수 156,868,770  289,375,362  294,631,651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864,724  5,142,114  5,172,710  

당기순이익 902,223,539  -45,883,314  224,406,055  

매매회전율 369  315  0.00  

※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

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나. (통합)대차대조표 

[단위:원] 

과           목 

제4기( 2019.09.03 ) 제3기( 2018.09.03 ) 제2기( 2017.09.03 )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83,224,639    1,015,252,734    935,094,212  

    1. 현금및현금성자산 183,224,639    1,015,252,734    935,094,212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5,982,466,298    17,055,277,628    23,091,237,324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5,982,325,748    17,055,708,148    23,091,075,324    

    4. 기타유가증권 
 

140,550    -430,520    162,000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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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282,068,155    221,330,478    249,727,46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67,368,000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7,558    83,262    70,708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282,050,597    221,247,216    182,288,755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6,447,759,092    18,291,860,840    24,276,058,999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339,213,474    500,666,160    449,161,782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318,353,288    442,494,432    364,577,510    

    4. 수수료미지급금 20,860,186    58,171,728    84,584,272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339,213,474    500,666,160    449,161,782  

  
 

              

자                  본             

    1. 원  본 
 

5,307,422,165    17,148,462,950    22,835,963,026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801,123,453    642,731,730    990,934,191    

     (발행좌수 당기: 5,307,422,165  좌 이익잉여금 1,158,424,174    555,441,626    160,354,625  

               전기: 17,148,462,950  좌 수익조정금 -357,300,721    87,290,104    830,579,566  

             전전기: 22,835,963,026  좌)             

     (기준가격 당기: 1,188.64  원             

               전기: 1,113.75  원             

             전전기:   1,108.7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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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총    계   6,108,545,618    17,791,194,680    23,826,897,21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447,759,092    18,291,860,840    24,276,058,999  

                

  

다. (통합)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 4기 

( 2018.09.04-2019.09.03 ) 

제 3기 

( 2017.09.04-2018.09.03 ) 

제 2기 

( 2016.09.04-2017.09.03 )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5,472,634    828,785,784    476,516,517  

    1. 이 자 수 익   5,472,634    8,596,014    9,814,772    

    2. 배당금수익       820,189,770    466,701,745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519,125,379    178,029,903    965,379,308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6,716,544    3,651,926    

    5. 외환거래/평가차익  1,080,699,009    -166,358,145    766,744,100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438,426,370    287,671,504    194,983,282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62,640,980    382,215,180    917,685,409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335,513,033            

    5. 외환거래/평가차손  54,131,768    382,215,180    917,384,647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72,996,179        300,762    

                

                

운   용   비   용     159,733,494    294,517,476    299,804,361  

    1. 운용수수료   78,844,289    141,032,537    141,88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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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매수수료   73,519,756    140,283,843    144,638,553    

    3. 수탁수수료   4,504,725    8,058,982    8,107,719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864,724    5,142,114    5,172,71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902,223,539    330,083,031    224,406,055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69992797   0.019248549   0.00982687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UH)[대출채권] 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04 - 2019.09.03 8  9  5  6  10  12  2  3  

2017.09.04 - 2018.09.03 11  12  7  8  11  12  8  9  

2016.09.04 - 2017.09.03 3  3  19  22  11  13  11  12  

  

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UH)[대출채권] 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04 - 2019.09.03 42  42  2  2  37  37  8  9  

2017.09.04 - 2018.09.03 61  60  24  23  43  42  42  42  

2016.09.04 - 2017.09.03 32  31  110  109  81  80  61  60  

  

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UH)[대출채권] 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04 - 2019.09.03 9  10  3  3  10  10  3  3  

2017.09.04 - 2018.09.03 13  13  6  6  9  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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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4 - 2017.09.03 3  3  24  25  15  16  13  13  

(주1) 2018.09.04 - 2019.09.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163,610좌/2,429,880원    

  

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UH)[대출채권] C-F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04 - 2019.09.03 5  5  0  0  5  5  0  0  

2017.09.04 - 2018.09.03 3  2  2  3  0  0  5  5  

2016.09.04 - 2017.09.03 0  0  3  3  0  0  3  2  

(주1) 2017.09.04 - 2018.09.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576,355좌/5,576,355원    

  

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UH)[대출채권] C-W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04 - 2019.09.03 0  0  0  0  0  0  0  0  

2017.09.04 - 2018.09.03 1  1  0  0  1  1  0  0  

2016.09.04 - 2017.09.03 0  0  5  5  4  4  1  1  

(주 1) 2018.09.04 - 2019.09.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35,595좌/571,361원    

 

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UH)[대출채권] S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04 - 2019.09.03 1  2  0  0  0  1  1  2  

2017.09.04 - 2018.09.03 3  4  1  2  3  4  1  2  

2016.09.04 - 2017.09.03 1  1  8  9  5  6  3  4  

(주 1) 2018.09.04 - 2019.09.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009,975좌/4,835,628원    

(주 2) 2017.09.04 - 2018.09.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23,474좌/139,512원    

 

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UH)[대출채권] C-P2(연금저축)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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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9.03 21  21  5  5  16  17  10  11  

2017.09.04 - 2018.09.03 33  33  8  8  20  20  21  21  

2016.09.04 - 2017.09.03 11  10  42  42  20  20  33  33  

(주 1) 2018.09.04 - 2019.09.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02,093좌/668,696원    

 

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UH)[대출채권] C-P(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04 - 2019.09.03 37  39  6  7  27  29  16  19  

2017.09.04 - 2018.09.03 41  43  15  16  18  19  37  39  

2016.09.04 - 2017.09.03 7  7  55  58  21  22  41  43  

(주 1) 2018.09.04 - 2019.09.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2,214,120좌/25,611,544원   

 

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UH)[대출채권] S-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04 - 2019.09.03 2  2  1  1  2  2  1  1  

2017.09.04 - 2018.09.03 2  2  2  2  2  3  2  2  

2016.09.04 - 2017.09.03 1  1  6  6  5  5  2  2  

(주 1) 2018.09.04 - 2019.09.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558,357좌/2,889,433원    

 

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UH)[대출채권]C-P(퇴직연금)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04 - 2019.09.03 13  13  10  11  18  19  5  5  

2017.09.04 - 2018.09.03 0  0  16  17  4  4  13  13  

2016.09.04 - 2017.09.03 0  0  0  0  0  0  0  0  

(주 1) 2018.09.04 - 2019.09.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224,231좌/16,514,176원   

 

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UH)[대출채권]C-P2(연금저축)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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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04 - 2019.09.03 0  0  2  2  2  2  0  1  

2017.09.04 - 2018.09.03 0  0  1  1  0  0  0  0  

(주 1) 2018.09.04 - 2019.09.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748,201좌/1,877,950원    

(주 2) 2017.09.04 - 2018.09.03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2,602좌/103,292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

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

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18.11.01 

 ~ 19.10.31 

17.11.01 

 ~ 19.10.31 

16.11.01 

 ~ 19.10.31 
- 

15.09.04 

 ~ 19.10.31 

투자신탁 3.40  4.32  3.55    5.47  

비교지수 4.50  5.20  4.38    3.53  

수익률변동성(%) 6.20  6.23  6.48    9.08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1.91  2.81  2.05    3.94  

클래스 A-E 

(수수료선취-온라인) 
2.27  3.17  2.41    4.32  

클래스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 - - - -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61  2.50  1.74    0.78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2.11  3.02  2.25    1.92  

클래스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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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 

- - - - - 

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 - - -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2.62  3.53      1.88  

클래스 S 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2.32  3.22  2.46    4.36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2.00  2.90  2.14    1.40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96  2.86  2.10    2.72  

클래스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2.28  3.19      3.02  

클래스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2.31  3.22      3.10  

클래스 S-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개인연금) 
2.44  3.34  2.58    2.93  

 

※ 비교지수(벤치마크) : S&P/LSTA Leveraged Loan Index(KRW) 90% + Call Loan(KRW) 10% 

※ 투자신탁은 클래스별 보수가 반영되지 않은 전체 펀드 기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상이하여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개별 클래스의 설정일 이후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 작성기준일 현재 클래스A-G, 클래스C-G, 클래스C-I, 클래스C-F 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연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18.11.01 

 ~ 19.10.31 

17.11.01 

 ~ 18.10.31 

16.11.01 

 ~ 17.10.31 

15.11.01 

 ~ 16.10.31 

15.09.04 

 ~ 15.10.31 

투자신탁 3.40  5.25  2.03  5.55  - 

비교지수 4.50  5.91  2.74  6.32   

수익률변동성(%) 6.20  6.04  6.88  8.60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1.91  3.72  0.54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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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A-E 

(수수료선취-온라인) 
2.27  4.08  0.89  4.40  - 

클래스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 - - - -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61  3.41  0.24  3.73  -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2.11  3.93  0.74  4.24  - 

클래스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 - - - - 

클래스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 

-   

- - 

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 - - -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2.62  4.45  -1.60  -  - 

클래스 S 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2.32  4.14  0.95  4.45  -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2.00  3.81  0.63  4.13  -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96  3.77  0.59  4.10  - 

클래스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2.28  4.11  - - - 

클래스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2.31  4.13  - - - 

클래스 S-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개인연금) 
2.44  4.26  1.07  4.60  - 

 

※ 비교지수(벤치마크) : S&P/LSTA Leveraged Loan Index(KRW) 90% + Call Loan(KRW) 10% 

※ 투자신탁은 클래스별 보수가 반영되지 않은 전체 펀드 기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 작성기준일 현재 클래스A-G, 클래스C-G, 클래스C-I, 클래스C-F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9.09.03 기준) 

<자투자신탁 자산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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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55  0  0  0  0  0  2  6  63  

(0.00) (0.00) (0.00) (87.33) (0.00) (0.00) (0.00) (0.00) (0.00) (2.91) (9.76) (100.00) 

합계 
0  0  0  55  0  0  0  0  0  2  6  63  

(0.00) (0.00) (0.00) (87.33) (0.00) (0.00) (0.00) (0.00) (0.00) (2.91) (9.76)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

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

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모투자신탁 자산 구성 현황>  

 

[단위: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0  22  22  

(0.00) -(0.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11) (4.00) 

USD 
1  368  0  102  0  0  0  0  0  79  0  551  

(0.25) (66.80) (0.00) (18.59) (0.00) (0.00) (0.00) (0.00) (0.00) (14.36) (0.00) (96.00) 

합계 
1  368  0  102  0  0  0  0  0  79  22  573  

(0.24) (64.26) (0.00) (17.88) (0.00) (0.00) (0.00) (0.00) (0.00) (13.82) (3.80)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

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외화표시 자산은 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종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 



 

 

57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연락처 : 02-2126-3500, www.eastspring.com/kr] 

회사 연혁 2001.02  굿모닝투자신탁운용㈜ 설립 

2002.07  제로인 2002년 상반기 결산 채권형 1위 운용사 

2002.10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로 대주주변경 

2002.11  PCA투자신탁운용㈜로 사명 변경 

2004.07  제로인 선정 2004년 상반기 주식형 1위 운용사   

2005.01  한경비즈니스 선정 2004년 결산 베스트 주식형펀드 운용사 부문 2위  

2005.01  제로인 선정 2004년 결산 주식형펀드 운용사부문 2위 

2005.12  머니투데이 베스트 펀드상 수상 -주식형펀드 베스트 운용사 부문 

2006.02  2006 Asia Asset Management Awards수상  

          (Best of Best Awards  - 한국 주식형(3년) 베스트 운용사 선정 

           Best of Best Country Awards - PCA 뉴실크로드펀드 Korea부문 Most 

Innovative Product로 선정) 

2008.12  제로인 선정 2008년 Fund Award 수상  

– 아시아태평양주식형 및 중국주식형 펀드 

2009.12  머니투데이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PCA 스탠다드 플러스 증권 펀드(국내 채권형 부문) 

2010.07  PCA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10.12  머니투데이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PCA China Dragon A Share 증권 펀드(해외 주식형 부문) 

2012.02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로 사명 변경 

2012.03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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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  2014 Asia Asset Management Awards수상 

          (Best of Best Country Awards – Best Korean Equity Manager로 선정) 

2015.02  제로인 선정 2015년 펀드 어워즈 수상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 펀드(중국 주식형 부문)  

2015.02  매일경제 선정 2014 한국펀드대상 우수상 수상(국내혼합형펀드 부문) 

2015.03  2015년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A Share 증권 펀드(중국 주식형 부문) 

2015.03  AsianInvestor 2015 Korea Awards 수상 

-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펀드(Best New Fund Launch 부문) 

2016.02  제로인 선정 2016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수상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 펀드(중국주식 부문 

최우수상) 

2016.02   Korea Wealth Management Awards 

- 올해의 채권형펀드 운용사 

2017.03  2017년 모닝스타어워드 펀드상 수상 (중국 주식형 부문) 

2019.01 2019년 대한민국 펀드대상 

          - 채권부문 베스트 운용사 

2019.02 Korea Wealth Management Awards 

          - 올해의 채권형펀드 운용사 

자본금 227억원 

주요주주현황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 100% 

※  영국 프루덴셜 그룹은 영국의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그룹으로 보험∙자산운용 및 금융서비스를 직접 혹은 자회사와 

계열사 들을 통하여 지난 170년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푸르덴셜 

(Prudential Financial, Inc.)과는 아무런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

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

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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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 2019.10.31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1,138  27,935  2,245  0  1,843  7,717  0  356  1,117  0  4,836  57,18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

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①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해당 집합투자기구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 

[대출채권-재간접형]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피피엠 아메리카(PPM America) 

업무위탁범위 외화자산의 주요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등 (일부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도 수행함) 

     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피피엠 아메리카(PPM America) 

설 립 일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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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 

웨스트 웨커 스위트 225, 시카고 1200, 일리노이주, 미국 

(225 West Wacker Suite 1200 Chicago, IL 60606, US) 

전화번호 : (1)- 312-634-2500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 1가)   

연락처 : 1588-1111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hanabank.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

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

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등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

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

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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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연락처: 02-2180-040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산정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위반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

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율패로

88(운니동 98-5) 

연락처: 02-399-335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여의도동) 

연락처 : 02-398-390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제금융로6길(여의도

동) 

연락처 : 02-3215-1400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

구 인사동5길 29(인사

동) 

연락처: 02-721-530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참조) 

www.koreaap.com www.nicepricing.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

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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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

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

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

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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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

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

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

병 등은 제외)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

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

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

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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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

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

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

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

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

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

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

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

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

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

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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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

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1)의 3) 및 4)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com/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

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http://www.amak.or.kr/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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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

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

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

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한

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

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

고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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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247조제5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

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

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

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com/kr)·판매회

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

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

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

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http://www.eastspring.com/kr)·
http://www.eastspring.com/kr)·
http://www.kofia.or.kr/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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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

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

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

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

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등 법제87조

제2항및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

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

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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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증권거래> ▪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

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

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

름] 

가.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마케팅비용 

라.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붙임 용어 풀이 

 

용   어 내  용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청구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의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코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뿐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집합투자기구의 잔존 집합투자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레버리지 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하는 것과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합니다. 

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업자 보수, 신탁업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규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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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고 
집합투자기구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부동산 관련 주식 또는 채권 및 특별 

자산을 제외하며, 제외대상 자산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

함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매입신청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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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 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이후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기한까지 환매가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이후 단기간 이내 또는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익금 또는 환매대금의 일정 수준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안정성과 환매 시 발생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귀속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자산을 사들이게 

되며, 운용기간 중에 환율이 하락(원화강세)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