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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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집합투자기구 명칭 :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H)[채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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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년 11 월 08 일 

5.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 년 11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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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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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

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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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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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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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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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

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

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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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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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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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 판매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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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동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이하 "피투자 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으

로, 동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은 피투자 펀드의 운용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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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

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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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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

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19.11.08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AC496]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

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

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투자적격 등급 회

사채 관련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

탁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채권 투자위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국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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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The BofA Merrill Lynch US Corporate BBB3 - A3 Rated Index(USD) 95% + Call 

Loan (KRW)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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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 가운데 A- ~ BBB- 신용등급(S&P, 

Moody’s 기준)의 회사채에 집중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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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간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 (이하 “피투자 

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A- ~ BBB- 신용등급(S&P, Moody’s 기준)의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고수익채권을 중심으로 한 기타 채권∙채무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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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개요] 

(작성기준일: 2019년 9월 30일) 

펀드명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 

펀드구조 
룩셈부르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개방형 가변자본투자회사(SICAV)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  

펀드 최초설정일 2004년 11월 10일 

펀드 규모 미화 6.43억 달러 (원화 7,503억 원) 

투자목적 및 

가이드라인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BBB- 이상 신용등급의 미국 달러화 표시 

우량채권 및 기타 채권∙채무증권 (”양키본드” 및 “글로벌본드”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함. 양키본드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며, 

글로벌본드는 유럽 채권시장과 미국 채권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채권임. 동 펀드는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이 BBB- 아래로 강등되더라도 해당 

증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나, 해당 증권을 추가 매입할 수는 없음. 또한 

매입시 최저신용등급은 BBB-이상이며, 편입 후 신용등급 하락으로 

투자적격등급 아래로 하락한 채권의 경우 그 비중이 5%를 초과할 수 없음.  

비교지수 The BofA Merrill Lynch US Corporate BBB3 - A3 Rated Index 100%  

펀드 표시통화 미국 달러화 (US Dollar) 

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하위 

집합투자업자 

피피엠 아메리카 (PPM America) 

※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는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의 

자산운용업무를 하위집합투자업자인 피피엠 아메리카에 위임 

주된  

투자전략 

▪ 기본적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에 기초한 개별기업 분석과 상대가치 

평가를 통해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이와 함께 하향식(Top-down) 방식에 

따른 거시경제적 요인을 가미한 운용 전략  

▪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분석과 관련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에 기초한 

펀더멘털 리서치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며, 내부의 신용분석 

애널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시적인 시장 비효율성 증대로 인해 

포착되는 매력적인 투자가치 발굴에 주력 

▪ 업계경력 평균 11년인 20명 이상의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해당 섹터 내의 

투자적격등급 채권과 하이일드 채권을 동시에 담당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다양한 투자기회 포착 

▪ 크레딧 애널리스트 이외에 30명 이상의 채권 펀드매니져및 구조화채권 

애널리스트를 통한 추가적인 기회 발굴 

▪ 펀드매니저, 크레딧 애널리스트, 채권 트레이더의 상호 협력을 통한 

종목선정 및 포트폴리오 최종 구성 

▪ ▪ 정교한 퀀트 분석 도구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포지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담당 운용역 

Mark D. Redfearn  

▪ 주요 경력: 

- 2002년 PPM America 입사 

- Morgan Stanley Dean Witter, Van Kempen Funds 

※ 상기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지난 2011년 

5월 22일 등록되었으며,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과 해당 하위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 상기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상황 및 운용성과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에 기재된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피피엠 아메리카는 영국 

프루덴셜주식회사 (Prudential plc UK) 의 계열사로, 미국에 본사를 둔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 

과는 아무런 제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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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0% 0.90% 1.46% 129 264 403 697 1532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7% 이내 
0.8500% 0.50% 1.06% 158 249 344 545 112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없음 0.8000% 0.45% 0.97% 84 171 262 455 1012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35% 이내 
0.6000% 0.25% 0.67% 128 98 164 232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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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8개월, 그리고 클래스 A-E형과 클

래스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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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01 

 ~ 19.10.31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 (C)(%) 
2012/09/17 10.18  3.12  2.61  2.89  3.27  

비교지수(%) 13.98  5.34  4.87  4.34  4.27  

수익률 변동성(%) 3.27  3.12  3.18  3.47  3.47  

 

(주1) 현행비교지수 : The BofA Merrill Lynch US Corporate BBB3 - A3 Rated Index(USD) 95% + Call Loan (KRW)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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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방대진 1974 
책임 

(상무) 
43개 8,060억원 11.04  3.97  11.04 3.89  

14년10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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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서 1987 
부책임 

(차장) 
3개 41억원 - - 11.04  3.89  

01년  

0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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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자산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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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을 축소하고자 이 투자신탁에서는 외화표시자산 대비 

한국 원화 변동에 대한 부분환헤지를 실행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에 

따른 거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비용 대비 효용이 줄어든다고[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환헤지 거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부분환헤지 

비율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는 펀드에 각종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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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발생하며 환율의 변동방향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수반합니다. 환 헤지 

수단이 없는 경우 환율의 불리한 변동은 펀드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화평가액의 90%±10% 수준에서 환헤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해외자산의 가격변동, 외국통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의 상

황 등에 따라 실제 환헤지비율은 상기의 목표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

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면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

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채권 투자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는 언제든지 신용등급이 강등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편입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BBB- 아

래로 강등되더라도 해당 증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해당 증권을 추가 매입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 발행기관의 재무조건 변화, 일반적인 경제 및 정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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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채무 불이행 및 파산하

는 경우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

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

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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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

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될수 있습니다. 또한 정

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

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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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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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수수료 
없음 

(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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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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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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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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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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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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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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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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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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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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클래스 A A-E A-G C C-E C-G C-F C-I C-W 

클래스 

상세 

수수료

선취-

오프라

인 

수수료

선취-

온라인 

수수료

선취-오

프라인-

무권유

저비용 

수수료

미징구

-오프

라인 

수수료

미징구

-온라

인 

수수료

미징구

-오프

라인-

무권유

저비용 

수수료

미징구

-오프

라인-

펀드, 

전문투

자자 

등 

수수료

미징구

-오프

라인-

고액 

수수료

미징구

-오프

라인-

랩 

금융투자 

협회코드 
AC499 AC500 BP154 AC501 AC502 BP159 AC503 AC504 AC505 

클래스 

클래스 

C-P2 

(연금

저축) 

클래스 

C-P 

(퇴직

연금) 

클래스 

C-P2 

(연금 

저축)E 

클래스 

C-P 

(퇴직

연금)E 

     

클래스 

상세 

수수료

미징구

-

오프라

인-

개인연

금 

수수료

미징구

-

오프라

인-

퇴직연

금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개인연

금 

수수료

미징구

-

온라인

-

퇴직연

금 

     

금융투자 

협회코드 
AI106 BF736 BU830 BU83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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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익증권이 발행된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

조의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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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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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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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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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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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클래스 A A-E A-G C C-E C-G C-F C-I C-W 

클래스 상세 

수수료

선취-

오프라

인 

수수료

선취-

온라인 

수수료선

취-오프라

인-무권유

저비용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무권

유저비

용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펀드, 

전문투

자자 등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고액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랩 

금융투자 

협회코드 
AC499 AC500 BP154 AC501 AC502 BP159 AC503 AC504 AC505 

클래스 

클래스 

C-P2 

(연금저

축) 

클래스 

C-P 

(퇴직연

금) 

클래스 

C-P2 

(연금 

저축)E 

클래스 

C-P 

(퇴직연

금)E 

     

클래스 상세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개인연

금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

인-

퇴직연

금 

수수료미

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퇴직연

금 

     

금융투자 

협회코드 
AI106 BF736 BU830 BU83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2.09.17 - 최초 설정 

2013.01.0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04.25 - 클래스 C-P2 신설에 따른 변경 

2014.01.20 -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변경 등 

2015.12.00 - 환매수수료 삭제 등 

2016.07.02 - 위험등급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5등급) 

2016.07.19 - 클래스 C-P(퇴직연금) 신설 및 클래스 C-P2(연금저축) 명칭 변경 

2016.09.19 - 모펀드 명칭 변경 및 투자비중 변경 

2017.04.29 
- 클래스 A-G 및 C-G 추가 및 기존 온라인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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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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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HSBC펀드서비스신한아이타스) 

2019.09.16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8.1) 반영 

2019.11.08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 

다. 투자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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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9.10.31 현재) 

1)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방대진 1974 
책임 

(상무) 
43개 8,060억원 11.04  3.97  11.04  3.89  

14년10개월 

<이력> 

해외투자 및 파생펀드 운용 

- 하이자산운용 (2006.01~2010.09) 

-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코리아 (2010.09~현재) 

조은서 1987 
부책임 

(차장) 
3개 41억원 - - 11.04  3.89  

01년05개월 

<이력>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준법감시팀 (08.04 ~ 09.10) 

-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컴플라이언스 (09.10 ~ 

10.09)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컴플라이언스 

(11.02 ~ 14.08 )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QPS 본부 (14.09 ~ 

현재)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책임운용전문인력“ 은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ㆍ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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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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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집합투자기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

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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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 :  

<부책임운용역> 

성  명  운용기간 

조은서 2019.11.08 ~ 현재 

※ 2019년 11월 08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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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채권-재간접형]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저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H)[채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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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클래스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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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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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lass) 클래스 상세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8개월 이전에 환

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수 수 료  

미 징 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그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 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

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

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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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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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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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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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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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클래스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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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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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astspring.com/kr)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채권-재간접형]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 

이스트스프링 월지급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미달러)[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 제2호(H)[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 제2호(UH)[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자투자신탁 제2호(미달러)[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모투자신탁 

(미달러) 

[채권-재간접형] 

주된  

투자대상 

▪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

격 등급 회사채(S&P, Moody’s 기준)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대

부분을 투자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 피투자 펀드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신용등급 BBB- 이상(S&P, Moody’s 기준)의 

미국 달러화 표시 우량채권을 중심으로 한 기타 

채권∙채무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등록신청서 

제출일 
2012년 8월 10일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자는 외국통화로 발행되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외채권은 

국제금융시장과 투자대상국가의 주가, 금리,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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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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 

[채권-재간접형] 

② 채권 10% 이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 하기 위한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등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3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 초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 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 

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외국거래상대방과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법 시행령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클래스 상세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②, ③, ④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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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수익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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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집합투자증권등 

60% 이상 

(단, 외국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60% 

이상)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채권 40% 미만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정부 

등이 외국통화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나.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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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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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

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

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

수하는 것을 말한다) 

 

파생상품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

월간 

법 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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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제한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

인에 대한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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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수하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

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

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법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집

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

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

는 법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 기

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

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법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

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

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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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 가운데 A- ~ BBB- 신용등급(S&P, Moody’s 

기준)의 회사채에 집중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투자자는 원-달러간환율변동위

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The BofA Merrill Lynch US Corporate BBB3 - A3 Rated Index(USD) 95% + Call Loan (KRW) 5% 

▪ The BofA Merrill Lynch US Corporate BBB3 - A3 Rated Index :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BofA Merrill Lynch)가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되는 미국 달러화 표시 채

권가운데 BBB3 ~ A3에 해당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발표하는 인덱스 

- 이 투자신탁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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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투자 집합투자기구(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의 하위집합투자업자인 피피엠 아메리카 (PPM America)에서는 채권운용본부 내에 퀀트 

리서치팀 (Quantitative Research Team)을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측정, 분석하고 보유 포지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펀드매니저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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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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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은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해 줄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추가적인 수익달성의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해외자산에 

대하여 평가액의 90%±10% 수준에서 환헤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해외자산의 

가격변동, 외국통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환헤지비율은 상기의 

목표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환헤지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선물환, 스왑 등) 등을 주요 

투자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환헤지 전략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환헤지 비용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통화선물 또는 통화선물환계약 등의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은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비용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비용을 기재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헤지 전략은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헤지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해외자산 가치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으며,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헤지에서 환차손이 발생하나 해외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어 

투자신탁 수익률은 환율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변동, 환헤지 

전략 실행 시기의 시차, 환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 전략을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환율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투자신탁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 (이하 “피투자 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A- ~ BBB- 신용등급(S&P, Moody’s 기준)의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고수익채권을 중심으로 한 기타 채권∙채무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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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개요] 

 

(작성기준일: 2019년 9월 30일) 

펀드명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 

펀드구조 
룩셈부르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개방형 가변자본투자회사(SICAV)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  

펀드 최초설정일 2004년 11월 10일 

펀드 규모 미화 6.43억 달러 (원화 7,503억 원) 

투자목적 및  

가이드라인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BBB- 이상 신용등급의 미국 달러화 표시 우량채권 및 

기타 채권∙채무증권 (”양키본드” 및 “글로벌본드”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함. 양키본

드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며, 글로벌본드는 유럽 채권시

장과 미국 채권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채권임. 동 펀드는 편입채권의 신용등

급이 BBB- 아래로 강등되더라도 해당 증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나, 해당 증권

을 추가 매입할 수는 없음. 또한 매입시 최저신용등급은 BBB- 이상이며, 편입 후 

신용등급 하락으로 투자적격등급 아래로 하락한 채권의 경우 그 비중이 5%를 

초과할 수 없음. 

비교지수 The BofA Merrill Lynch US Corporate BBB3 - A3 Rated Index 100%  

펀드 표시통화 미국 달러화 (US Dollar) 

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하위 

집합투자업자 

피피엠 아메리카 (PPM America) 

※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는 Eastspring 

Investments - US Investment Grade Bond Fund의 자산운용업무를 하위집합투자업자인 

피피엠 아메리카에 위임 

주된  

투자전략 

▪ 기본적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에 기초한 개별기업 분석과 상대가치 평가

를 통해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이와 함께 하향식(Top-down) 방식에 따른 거시

경제적 요인을 가미한 운용 전략  

▪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분석과 관련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에 기초한 펀더

멘털 리서치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며, 내부의 신용분석 애널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시적인 시장 비효율성 증대로 인해 포착되는 매력적인 투

자가치 발굴에 주력 

▪ 업계경력 평균 11년인 20명 이상의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해당 섹터 내의 투자

적격등급 채권과 하이일드 채권을 동시에 담당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다양한 투자기회 포착 

▪ 크레딧 애널리스트 이외에 30명 이상의 채권 펀드매니져및 구조화채권 애널리

스트를 통한 추가적인 기회 발굴 

▪ 펀드매니저, 크레딧 애널리스트, 채권 트레이더의 상호 협력을 통한 종목선정 

및 포트폴리오 최종 구성 

▪ ▪ 정교한 퀀트 분석 도구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포지션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담당 운용역 Mark D. Redf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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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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하고 있으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

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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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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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인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노출되는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경력: 

- 2002년 PPM America 입사 

- Morgan Stanley Dean Witter, Van Kempen Funds 

※ 상기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지난 2011년 5월 

22일 등록되었으며,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과 해당 

하위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상황 및 운용성과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에 기재된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피피엠 아메리카는 영국 프루덴

셜주식회사 (Prudential plc UK) 의 계열사로, 미국에 본사를 둔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 과는 아무런 

제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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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나 하위자산의 표시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실행하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발행자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나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비하여 이자율 변동시 가격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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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적격등급 

채권  

투자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는 언제든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편입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BBB- 아래로 강등되더라도 해당 증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해당 증권을 추가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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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집중위험이 높아지고 특정 국가와 

관련한 문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고 여러 국가에 분산투자하는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잠재적 변동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 

국가의 법률, 거래제한, 자금유동성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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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등은 하위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략에 따라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나,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그 세부내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시장의 성과가 일정 기간 지연되어 동 투자신탁에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수익자가 이해하는 미국 채권시장의 성과와 동 

투자신탁의 성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실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나 하위자산의 표시통화를 기준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환헤지를 실시하며 환헤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기타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헤지가 가능한 주요 외국통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주요 

외국통화를 활용해 환헤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간의 상관관계가 

시점마다 변동하고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의 표시통화가 상이할 수도 있어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설정과 해지, 하위자산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환헤지 비율은 목표 환헤지 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장외파생상품 (선물환 및 스왑계약 등)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환헤지가 집합투자기구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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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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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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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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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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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변동성이 3.14%로 5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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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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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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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

프라인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

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A-E 
수수료선취-온

라인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

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A-G 

수수료선취-오

프라인-무권유

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

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 ∙보수

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

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무권

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

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보수 보다 낮은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수

익증권 

클래스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펀

드, 전문투자

자 등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100억원 이상의 개인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고객이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P2 

(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

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

증권 

클래스 C-P 

(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

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P2 

(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

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

인(On-Line)전용 수익증권 

클래스 C-P 

(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

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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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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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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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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

일 

제3영업

일 

제4영업

일 

제5영업

일 

제6영업

일 

제7영업

일 

제8영업

일 

제9영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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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청구일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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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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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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영업일전(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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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③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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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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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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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

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

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

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

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신탁업자의 동의하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가 좀 더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투

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

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신

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

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

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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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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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

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

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이 경우 외국환중개

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

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

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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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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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클래스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클래스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

용) 

클래스 C, 클래스 C-E, 클래스 C-G, 

클래스 C-F,클래스 C-I, 클래스 C-W, 

클래스C-P2(연금저축),클래스C-

P(퇴직연금), 클래스C-P2(연금저축)E, 

클래스C-P(퇴직연금)E 

시기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0.7% 이내 

납입금액의 

0.35% 이내 

납입금액의 

0.49% 이내 
- 매입시 

후취판매 

수수료 
- - 

환매 

수수료 

- 
환매시 

※ 선취판매수수료는 각 클래스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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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연, %) 

집합투

자업자

보수 

판매회

사보수 

신탁업

자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1) 

총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

보수 

총보수 및 

비용(피투

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

용2) 

클래스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0.3 

0.5 

 

0.035 

 

0.015 

0.8500 0.0144 0.8644 1.06 1.1644 0.0518 

클래스A-E 수수료선취-온라인 0.25 0.6000 0.0169 0.6169 0.67 0.9169 0.0621 

클래스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0.35 0.7000 - 0.7000 - 1.0000 - 

클래스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0.9 1.2500  0.0115 1.2615 1.46 1.5615 0.0423 

클래스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0.45 0.8000 0.0157 0.8157 0.97 1.1157 0.0572 

클래스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0.63 0.9800 - 0.9800 - 1.2800 - 

클래스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 

0.02 0.3700 - 0.3700 - 0.6700 - 

클래스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0.1 0.4500 - 0.4500 - 0.7500 -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0.00 0.3500 0.0193 0.3693 - 0.6693 0.0509 

클래스 

C-P2 

(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 
0.88 1.2300 0.0119 1.2419 - 1.5419 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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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C-P 

(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 
0.89 1.2400 1.2585 2.4985 - 2.7985 0.0625 

클래스 

C-P2 

(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0.44 0.7900 0.0182 0.8082 - 1.1082 0.0557 

클래스C-P 

(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0.45 0.8000 0.0176 0.8176 - 1.1176 0.0581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9.09.16 기준으

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결산기준일 현재 미설정 클래스의 

기타비용은 운용펀드 기준의 비용을 예상치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을 산

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보수를 포함하는 총보수 및 비용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총보수 및 비

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2019.09.16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

산기준일 현재 미설정 클래스의 기타비용은 운용펀드 기준의 비용을 예상치로 기재하였습니다. 

주4)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및 비용, 증권거래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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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클래스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8 249 344 545 1125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8 249 344 545 1126 

클래스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8 164 232 378 80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98 164 232 378 803 

클래스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1 215 292 456 931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2 277 386 618 1283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9 263 402 696 153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9 264 403 697 1532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4 171 261 454 1011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84 171 262 455 1012 

클래스 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0 204 313 54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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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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익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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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131 267 408 706 1552 

클래스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8 78 119 208 469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69 140 215 374 837 

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6 94 145 253 568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77 157 241 418 933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8 77 119 208 468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38 78 119 208 470 

클래스 C-

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7 259 396 686 1509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7 259 396 686 1510 

클래스 C-

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9 263 402 695 1528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129 263 402 695 1529 

클래스 C-

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3 169 259 450 1003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83 169 259 451 1004 

클래스 C-

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4 171 262 455 101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84 171 262 45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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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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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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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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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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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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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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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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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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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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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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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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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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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

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7 기( 2018.09.17 - 2019.09.16 )   적정 

제 6 기( 2017.09.17 - 2018.09.16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5 기( 2016.09.17 - 2017.09.16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통합 대차대조표 

항       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 2019.09.16 ) ( 2018.09.16 ) ( 2017.09.16 ) 

운용자산 120,156,142,358  12,036,807,612  27,585,701,005  

  증권 112,847,381,969  11,487,949,768  25,868,668,445  

  파생상품 349,775,568  -41,090,243  920,716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958,984,821  589,948,087  1,716,111,844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848,359,843  246,925,636  1,228,529,623  

자산총계 122,004,502,201  12,283,733,248  28,814,230,62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085,144,000  311,667,296  2,080,699,562  

부채총계 3,085,144,000  311,667,296  2,080,699,562  

원본 102,258,630,768  11,365,091,118  24,234,741,741  

수익조정금 8,168,663,526  58,669,024  389,576,292  

이익잉여금 8,492,063,907  548,305,810  2,109,213,033  

자본총계 118,919,358,201  11,972,065,952  26,733,531,066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 2018.09.17 - 2019.09.16 ) ( 2017.09.17 - 2018.09.16 ) ( 2016.09.17 - 2017.09.16 ) 

운용수익 1,861,432,454  -1,483,332,934  2,462,661,807  

  이자수익 16,382,314  7,725,854  27,23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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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수익 1,086,639  46,000,148  892,075  

  매매/평가차익(손) 1,843,963,501  -1,537,058,936  2,434,535,963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215,789,623  157,816,805  565,261,420  

  관련회사 보수 202,557,223  157,816,805  565,261,420  

  매매수수료 13,232,400  0  0  

기타비용 7,977,007  3,176,465  11,984,419  

당기순이익 1,637,665,824  -1,644,326,204  1,885,415,968  

매매회전율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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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동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

신탁으로 매매회전율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통합)대차대조표 

[단위:원] 

과           목 

제 7 기 

( 2019.09.16 ) 

제 6 기 

( 2018.09.16 ) 

제 5 기 

( 2017.09.16 )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6,958,984,821    589,948,087    1,716,111,844  

    1. 현금및현금성자산 4,987,137,061    589,948,087    1,716,111,844    

    2. 예치금 

 

            

    3. 증거금 

 

1,971,847,760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12,847,381,969    11,487,949,768    25,868,668,445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12,847,381,969    11,490,401,100    25,868,062,045    

    4. 기타유가증권 

 

    -2,451,332    606,400    

 파생상품 

 

    349,775,568    -41,090,243    920,716  

    1. 파생상품 

 

349,775,568    -41,090,243    920,716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42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848,359,843    246,925,636    1,228,529,62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26,175,800    214,457,150    

    2. 정산미수금 

 

  360,160,000        4,140,379    

    3. 미수이자 

 

  3,140,522    212,657    530,987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485,059,321    120,537,179    1,009,401,107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22,004,502,201    12,283,733,248    28,814,230,628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3,085,144,000    311,667,296    2,080,699,562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41,090,243    3,219,663    

    3. 해지미지급금 

 

2,968,870,917    241,074,358    2,018,802,214    

    4. 수수료미지급금 116,273,083    29,502,695    58,677,685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3,085,144,000    311,667,296    2,080,699,562  

  

 

              

자                  본             

    1. 원  본 

 

102,258,630,768    11,365,091,118    24,234,741,74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6,660,727,433    606,974,834    2,498,789,325    

     (발행좌수 당기: 102,258,630,768 좌 

  

이익잉여금 8,492,063,907    548,305,810    2,109,213,033  

               전기: 11,365,091,118 좌 

  

수익조정금 8,168,663,526    58,669,024    389,576,292  

             전전기: 24,234,741,741 좌) 

  

            

     (기준가격 당기: 1,198.85 원 

  

            

               전기: 1,094.2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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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기: 1,111.78 원) 

  

            

자    본     총    계   118,919,358,201    11,972,065,952    26,733,531,06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22,004,502,201    12,283,733,248    28,814,230,628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대차대조표는 전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좌수 및 기준가격 등은 클래스 (판매)별로 작

성되었습니다. 

 

다. (통합)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 7 기( 2018.09.17-2019.09.16 ) 제 6 기( 2017.09.17-2018.09.16 ) 제 5 기( 2016.09.17-2017.09.16 )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7,468,953    53,735,701    39,296,642  

    1. 이 자 수 익 

  

16,382,314    7,725,854    27,233,769    

    2. 배당금수익 

  

1,086,639    46,009,847    12,062,873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842,953,818    1,712,268,147    12,944,794,609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3,245,123,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1,962,315,076        1,494,104,948    

    5. 외환거래/평가차익 

 

571,005,526    1,655,644,239    10,092,553,374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64,510,216    56,623,908    1,358,136,287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012,222,717    3,249,327,083    10,510,258,646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2,885,817,400            

    4. 지분증권평가차손 

  

    878,945,999        

    5. 외환거래/평가차손 

 

1,105,647,942    2,195,875,849    9,782,659,581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7,200    

    8. 기타거래손실 

  

20,757,375    174,505,235    727,59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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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용   비   용 

  

  210,534,230    160,993,270    577,245,839  

    1. 운용수수료 

  

78,854,792    49,611,823    185,871,263    

    2. 판매수수료 

  

114,503,054    102,416,951    357,705,189    

    3. 수탁수수료 

  

9,199,377    5,788,031    21,684,968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7,977,007    3,176,465    11,984,419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637,665,824    -1,644,316,505    1,896,586,766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1601494   -0.144681331   0.078259005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단순계산값(순이익 합계/클래스(판매) 좌수 합계)입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미국투자적격회사채증권자(H)[채권-재간접형]A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17 - 2019.09.16 71 76 670 781 135 154 606 705

2017.09.17 - 2018.09.16 173 189 15 16 117 127 71 76

2016.09.17 - 2017.09.16 703 754 100 107 630 673 173 189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미국투자적격회사채증권자(H)[채권-재간접형]A-E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17 - 2019.09.16 1 1 31 36 5 6 27 31

2017.09.17 - 2018.09.16 1 1 1 1 1 1 1 1

2016.09.17 - 2017.09.16 3 3 1 1 3 3 1 1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미국투자적격회사채증권자(H)[채권-재간접형]C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17 - 2019.09.16 36 38 109 124 32 36 113 129

2017.09.17 - 2018.09.16 63 68 19 20 46 49 36 38

2016.09.17 - 2017.09.16 186 199 60 65 184 196 63 68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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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적격회사채증권자(H)[채권-재간접형]C-E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17 - 2019.09.16 4 4 93 108 15 17 82 95

2017.09.17 - 2018.09.16 4 4 4 5 4 5 4 4

2016.09.17 - 2017.09.16 10 11 8 9 15 16 4 4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미국투자적격회사채증권자(H)[채권-재간접형]C-W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17 - 2019.09.16 1 1 190 218 37 43 154 184

2017.09.17 - 2018.09.16 0 0 7 8 6 7 1 1

2016.09.17 - 2017.09.16 6 7 6 7 13 14 0 0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미국투자적격회사채증권자(H)[채권-재간접형]C-P2(연금저축)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17 - 2019.09.16 2 2 6 6 0 0 7 8

2017.09.17 - 2018.09.16 2 2 0 0 1 1 2 2

2016.09.17 - 2017.09.16 4 4 2 2 3 3 2 2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미국투자적격회사채증권자(H)[채권-재간접형]C-P(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17 - 2019.09.16 0 0 9 9 0 0 9 9

2017.09.17 - 2018.09.16 0 0 0 0 0 0 0 0

2016.09.17 - 2017.09.16 0 0 0 0 0 0 0 0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미국투자적격회사채증권자(H)[채권-재간접]C-P2(연금저축)E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17 - 2019.09.16 0 0 5 5 1 1 4 5

2017.09.17 - 2018.09.16 0 0 0 0 0 0 0 0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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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적격회사채증권자(H)[채권-재간접형]C-P(퇴직연금)E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9.17 - 2019.09.16 0 0 22 23 0 0 21 23

2017.09.17 - 2018.09.16 0 0 0 0 0 0 0 0

2016.09.17 - 2017.09.16 0 0 0 0 0 0 0 0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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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18.11.01 

 ~ 19.10.31 

17.11.01 

 ~ 19.10.31 

16.11.01 

 ~ 19.10.31 

14.11.01 

 ~ 19.10.31 

12.09.17 

 ~ 19.10.31 

미국투자적격회사채증권자(H)[채권-재간접형] 11.55  4.42  3.90  4.18  4.59  

비교지수 13.98  5.34  4.87  4.34  4.27  

수익률변동성(%) 3.27  3.12  3.18  3.47  3.47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10.61  3.54  3.02  3.30  3.69  

클래스 A-E 

(수수료선취-온라인) 
10.89  3.80  3.25  3.50  3.73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0.18  3.12  2.61  2.89  3.27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10.67  3.59  3.03  3.22  3.57  

클래스 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11.16  4.04  3.53  3.82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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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0.20  3.15  2.63  2.91  3.31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0.19  3.16  2.64   - 2.20  

클래스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10.69    -  -  - 3.61  

클래스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10.67  3.57   -  - 3.44  

 

(주1) 비교지수(벤치마크): The BofA Merrill Lynch US Corporate BBB3 - A3 Rated Index(USD) 95% + Call Loan (KRW) 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8.11.01 

 ~ 19.10.31 

17.11.01 

 ~ 18.10.31 

16.11.01 

 ~ 17.10.31 

15.11.01 

 ~ 16.10.31 

14.11.01 

 ~ 15.10.31 

미국투자적격회사채증권자(H)[채권-재간접형] 11.55  -2.26  2.86  7.39  1.86  

비교지수 13.98  -2.65  3.94  7.24  -0.05  

수익률변동성(%) 3.27  2.62  3.34  3.46  4.36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10.61  -3.09  2.00  6.49  1.00  

클래스 A-E 

(수수료선취-온라인) 
10.89  -2.84  2.17  6.72  1.10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0.18  -3.48  1.59  6.06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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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10.67  -3.04  1.92  6.28  0.80  

클래스 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11.16  -2.62  2.51  8.68  0.00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0.20  -3.46  1.61  6.08  0.62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0.19  -3.42  1.60  -  - 

클래스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10.69  -4.55  -  -   - 

클래스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10.67  -3.07   - -  -  

(주 1) 비교지수(벤치마크) : The BofA Merrill Lynch US Corporate BBB3 - A3 Rated Index(USD) 95% + Call Loan (KRW)5%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

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

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

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8)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자투자신탁 자산 구성 현황>  

  

[ 2019.09.16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1,136  20  0  0  0  0  50  -4  1,202  

(0.00) (0.00) (0.00) (94.51) (1.64) (0.00) (0.00) (0.00) (0.00) (4.15) -(0.3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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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0  0  0  0  0  3  0  0  0  0  0  3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0  0  0  1,136  20  3  0  0  0  50  -4  1,205  

(0.00) (0.00) (0.00) (94.24) (1.64) (0.29) (0.00) (0.00) (0.00) (4.14)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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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계약금

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모투자신탁 자산 구성 현황>  

 

[ 2019.09.16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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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USD 

0  0  0  1,158  0  0  0  0  0  59  0  1,216  

(0.00) (0.00) (0.00) (95.18) (0.00) (0.00) (0.00) (0.00) (0.00) (4.82) (0.00) (100.00) 

합계 

0  0  0  1,158  0  0  0  0  0  59  0  1,217  

(0.00) (0.00) (0.00) (95.16) (0.00) (0.00) (0.00) (0.00) (0.00) (4.8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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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계약금

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외화표시 자산은 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종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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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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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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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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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  2015년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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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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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 2019.10.31 현재 / 단위 : 억원]

27,935 2,245 0 1,843 7,717 0

총  계단기금융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356 1,117 0 4,836 57,186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기타파생형재간접형계약형주식형

증권집합투자기구

혼합형채권형

수탁고

구분

11,13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연락처 : 02-2002-300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wooriban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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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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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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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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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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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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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동) 

연락처 : 02-398-390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국제금융로6길(여

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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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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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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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합투자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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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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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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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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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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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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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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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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http://www.pcaasset.co.kr)·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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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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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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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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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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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고 
집합투자기구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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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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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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다)에 투

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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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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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 

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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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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