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이스트스프링 친디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트스프링 친디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집합투자기구 명칭 : 이스트스프링 친디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집합투자업자 명칭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3.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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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작  성  기  준  일 : 2019 년 4 월 19 일 

5.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 년 4 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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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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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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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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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

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

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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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

금자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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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

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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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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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

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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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19.04.19 

이스트스프링 친디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66957)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이스트스프링 친디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 

기구 특징 

1. 투자대상자산: 이 투자신탁은 중국 기업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인도 기업 주식 관련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①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과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를 투자합니다.  

단,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의 투자는 40% 미만으로 합니다.  

②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02-2126-3500)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해외자산위탁운용)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19년 4월 25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 
 

종류(Class) 클래스 A 클래스 A-E 클래스 C 클래스 C-E 클래스 S 
클래스 C-P 

(퇴직연금) 

가입자격 제한없음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제한없음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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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 

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판매수수료 

(선취)납입금

액의 1.2% 

이내 

(선취)납입금

액의 0.5% 

이내 

- - 

(후취)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보수 

(연,  

%) 

판매 1.0 0.5 1.5 1.1 0.35 0.84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0.6, 신탁업자: 0.0575, 일반사무관리회사: 0.0125 

기타 0.1130 0.1124 0.0931 0.1005 0.1102 0.1124 

총보수∙ 

비용 
1.7830 1.0824 2.2631 1.8705 1.1302 1.4224 

총보수∙ 

비용(피투

자집합투

자기구 

보수 

포함) 

1.943 1.2424 2.4231 2.0305 1.2902 1.5824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8.03.28 기준으로 최

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만,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포함하는 총보수 및 비용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총보수 및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

니다.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및 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기재한 내용이

며, 수익자는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기재한 클래스 외에 클래스C2, 클래스C3, 클래스C4, 클래스C5, 클래스A-G, 클래스C-G, 클래스C-F, 클래스C-I, 클래스C-W, 

클래스C-P2(연금저축), 클래스C-P2(연금저축)E, 클래스C-P(퇴직연금)E, 클래스S-P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주5) 이연판매보수(CDSC)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펀드로 그 적용기준 및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 중 ‘2. 

전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방법 

· 17시 이전: 제4영업일 기준가로 

제7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후: 제5영업일 기준가로 

제8영업일 지급 

기준가격 

·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일의 직전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investments.co.kr)· 

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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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 기업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인도 기업의 주식 관련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China 10/40 Index(HKD) 50% + MSCI India Index(KRW) 40% + Cal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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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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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전략 

①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를 투자합니다. 다만,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합니다. 

②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차이나 및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을 통한 외국통화 표시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 투자에 따른 외국 통화(미국 

달러화) 노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중국 기업의 주식에 선별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투자한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이외에도 상해, 심천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뉴욕, 

런던 등 전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도 투자대상에 포함 됩니다.  

▪ 중국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인 가계소득 및 소비의 증가, 기술 집약적 제품의 수출확대, 인프라 투자확대 등 

시장테마 및 관련 종목 발굴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밸류에이션에 기초한 상향식(Bottom-up)투자※를 통하여 성장가능성 대비 저평가된 종목 선정에 운용의 핵심 

역량을 집중합니다. 

▪ 외국통화로 표시된 중국주식에의 투자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의 관계회사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에서 운용업무를 위탁 

받아 운용합니다. 

 

◈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 (이하 “피투자 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는 인도 기업1)들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2) 가운데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핵심종목에 대한 투자를 통해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주1) 인도에서 설립, 상장되거나 그곳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2) 관련 증권에는 주식예탁증서, 전환사채, 우선주 및 워런트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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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개요] 

(작성기준일: 2019년 2월 28일) 

펀드명 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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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  

펀드 최초 

설정일 

2005년 10월 17일 

펀드 규모 미화 1억 5,660만 달러(원화 약 1,778억원) 

투자목적 

▪ 인도에서 설립, 상장되거나 그곳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에 투자하여 장기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주식예탁증서, 전환사채, 우선주 및 워런트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핵심종목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보다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MSCI India Index 100%  

펀드 표시 

통화 

미국 달러화 (USD) 

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주된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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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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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요인을 가미한 운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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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서치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확신이 높은 투자가치 발굴에 주력 

▪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의 인도 주식운용팀(India Focus team)이 보

유한 리서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주식시장에서 포착되는 투자기회를 발굴하는데 

주력  

담당 운용역 

Krishna Kumar 

▪ 주요 경력: 

- 2009년 Eastspring Investments 입사 

- Birla Sun Life Asset Management  

※ 상기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지난 2011년 5월 22일 등

록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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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티드는 영국 프루덴셜주식회사 (Pru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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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익구조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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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용전문인력(2019.03.31 현재)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방대진 1974년생 상무 42개 7,089억 

<주요 운용경력> 

해외투자 및 파생펀드 운용 

- 06.01~10.09 하이자산운용 

- 10.09~현재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코리아 

<이력> 

- 서울대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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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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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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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투자신탁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 

펀드매니저 John Tsai 

운용자산 - Eastspring Investments Greater China Equity Fund  

- Eastspring Investments Hong Kong Equity Fund    

- Eastspring Investments China Equity Fund         

과거운용경력 - MFS Investment Management 

※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는 위탁 받은 외화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의 사전 협의 하에 자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모투자신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 

모투자신탁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펀드매니저 Krishna Kumar 

운용자산 - Eastspring Investments India Equity Open Limited 

- Eastspring Investments India Equity Fund 

과거운용경력 - Birla Sun Life Asset Management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펀드매니저는 예고 없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 

 



 

 

10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China 10/40 Index(HKD) 50% + MSCI India Index(KRW) 40% + Call 10%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 3월 29일 ~ 2017년 10월 1일 : MSCI China Index(HKD) 47.5% + MSCI India Index(KRW) 47.5% + Call 5% 

2. 2017년 10월 2일 ~ 2018년 5월 22일: MSCI China 10/40 Index(HKD) 47.5% + MSCI India Index(KRW) 47.5% + Call 5% 

3. 2018년 5월 23일 ~ 현재: MSCI China 10/40 Index(HKD) 50% + MSCI India Index(KRW) 40% + Call 10% 

 투자신탁은 클래스별 보수가 반영되지 않은 전체 펀드 기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연도별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전체 클래스 중 대표 클래스만 작성되었고 기타 다른 클래스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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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인도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해외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며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여 투자신탁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노출되는 

국가 또는 중국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과 인도 기업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

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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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의 위험

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한도, 매매호가의 큰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거래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도 있고, 선진국 시장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

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 국가의 법률, 거

래유동성, 결제제도, 증권의 양도 및 송금제한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등은 피투자 집

합투자업자의 운용전략에 따라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나,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그 세부내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

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신탁재산을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인도 주식시장의 성과가 일정 기간 지연되어 동 투자신탁에 반영됩

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수익자가 이해하는 인도 주식시장의 성과와 동 투자신탁의 성

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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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측정하였으며,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2.35%로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1)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펀드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데 있어 투자 가능한 종목과 운용규모가 증가할수록 더욱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는 운용본부 내에 포트폴리오 

전략(Portfolio Strategy)팀을 운영하여 펀드매니저의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과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피투자 집합투자기구(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의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에서는 운용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과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운용의 투명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위험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에서의 외국통화 표시 해외자산에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에서의 외국 

통화(미국 달러화) 표시 해외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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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1. 클래스 C에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마다 클래스 C2 -> 클래스 C3 -> 클래스 C4 -> 클래스 C5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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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투자자는 클래스 

C 로만 최초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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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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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stspringinvestment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eastspringinvestments.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이스트스프링 친디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6957) 

클래스 A C C2 C3 C4 C5 C-E C-F C-I 

금융투자 

협회코드 
66958 77092 99331 99332 99333 99334 84155 67394 92876 

클래스 

C-P 

(퇴직 

연금) 

C-W 

C-P2 

(연금 

저축) 

A-E S S-P A-G C-G 

C-P 

(퇴직 

연금)E 

금융투자 

협회코드 
17944 92877 AZ548 B4380 B4381 B4383 BY186 BY187 BY193 

클래스 

C-P2 

(연금 

저축)E 

        

금융투자 

협회코드 
BY19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주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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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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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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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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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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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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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pringinvestment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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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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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이스트스프링 친디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6957) 

클래스 A C C2 C3 C4 C5 C-E C-F C-I 

금융투자 

협회코드 
66958 77092 99331 99332 99333 99334 84155 67394 92876 

클래스 

C-P 

(퇴직 

연금) 

C-W 

C-P2 

(연금 

저축) 

A-E S S-P A-G C-G 

C-P 

(퇴직 

연금)E 

금융투자 

협회코드 
17944 92877 AZ548 B4380 B4381 B4383 BY186 BY187 BY193 

클래스 

C-P2 

(연금 

저축)E 

        

금융투자 

협회코드 
BY19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3.29 최초 설정 

2008.12.19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2009.05.03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명칭 변경 

[PCA 친디아 주식자투자신탁 제I-1호 => PCA 친디아 증권자투자신탁 제I-1호 

[주식]] 

2009.11.18 -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를 위한 클래스C-R 신설 

- 신규 설정 자펀드 (PCA 퇴직연금 친디아 40 증권자투자신탁 제I-1호[채권혼합]) 

정보 반영에 따른 변경 

2010.01.29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를 위한 클래스 명칭 변경 

- 과세 및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기재정정 등 

2010.03.31 신규 설정 자펀드 정보 반영에 따른 변경 

- PCA 중국 증권자투자신탁 제I-2호[주식] 

- PCA China A&H 적립식 증권자투자신탁 제A-1호[주식] 

- PCA China A&H 적립식(환헤지) 증권자투자신탁 제A-1호[주식] 

2010.05.03 판매회사 보수율 인하 

2010.09.01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PCA투자신탁운용 -> PCA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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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의해지 및 수시공시 관련 사항 기재정정 등 

2010.11.30 - 투자전략 문구 일부 삭제 

2011.01.10 - 체감식(CDSC) 보수체계 적용에 따른 클래스 신설 및 판매회사 보수율 인하 등 

2012.02.14 - 집합투자업자 사명 및 펀드 명칭 변경 

∙ 사명  : PCA자산운용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 펀드명: PCA 친디아 증권자투자신탁 제I-1호[주식]  

-> 이스트스프링 친디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2.09.0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5.02.05 - 클래스C-P2 신설 등 

2015.06.12 - 클래스A-E, 클래스S 및 클래스S-P 신설  

- 클래스C-P 환매수수료 삭제 등  

2016.02.25 - 운용전략 일부 변경  

- 클래스C-P, 클래스C-P2 명칭변경 등 

2016.06.02 - 환매수수료 삭제 등 

2016.07.02 - 위험등급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1등급->3등급) 

2017.10.02 - 이스트스프링차이나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및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변경 

- 벤치마크 변경 

- 클래스A-G, 클래스C-G, 클래스C-P(퇴직연금)E, 클래스C-P2(연금저축)E 신설 

2018.05.23 -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에 따른 모투자신탁 펀드유형, 명칭, 투자목적 및 전략 등 

변경 

- 집합투자업자 보수 인하 

- 환매 시 기준가격 적용일 연장 

-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 운용위탁계약해지 반영 

- 비교지수(벤치마크) 변경 

2019.03.04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HSBC펀드서비스신한아이타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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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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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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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

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위탁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해당 집합투자기구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업무위탁범위 외화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등 

※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는 위탁 

받은 외화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의 사전 협의 하에 자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 

투자업자명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설립일 1994년 

회사주소 

10 마리나 불러바드 #32-01, 마리나베이 파이낸셜 센터타워2,  

싱가포르 018983 (10 Marina Boulevard #32-01, Marina Bay Financial 

Centre Tower 2, Singapore 018983) 

전화번호 : (65)-6349-9100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책임운용전문인력(2019.03.31 현재)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방대진 1974년생 상무 42개 7,089억 

<주요 운용경력> 

해외투자 및 파생펀드 운용 

- 06.01~10.09 하이자산운용 

- 10.09~현재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코리아

<이력> 

- 서울대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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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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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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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모투자신탁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 

▪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펀드매니저 John Tsai 

운용자산 - Eastspring Investments Greater China Equity Fund  

- Eastspring Investments Hong Kong Equity Fund    

- Eastspring Investments China Equity Fund         

과거운용경력 - MFS Investment Management 

※  모투자신탁의 운용은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의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 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모투자신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펀드매니저 Krishna Kumar 

운용자산 - Eastspring Investments India Equity Open Limited 

- Eastspring Investments India Equity Fund 

과거운용경력 - Birla Sun Life Asset Management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펀드매니저는 예고 없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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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1) 클래스 C에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마다 클래스 C2 -> 클래스 C3 -> 클래스 C4 -> 

클래스 C5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2)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투자

자는 클래스 C 로만 최초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상기 (1)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0일에 일괄전환 처리되는 클래스 C 수익증권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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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클래스 C2부

터 클래스 C5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② ①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①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클래스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

기간을 산정합니다. 

 

나. 종류형 구조 

이 수익증권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

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

다.  

 

클래스 
최초 

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 

선취 

판매 

후취 

판매 
환매 

판매회사

보수 

집합투자 

업자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클래스 

A 

2007. 

03.29 
제한없음 

납입금액

의 1.2% 

이내※ 

- 

- 

연1.0%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C 

2007. 

12.13 
제한없음 - - 연1.50%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C2 

2011. 

01.10 

클래스C수익증권보유1

년이상인 

가입자 

- - 연1.40%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C3 

2011. 

01.10 

클래스C2수익증권보유

1년이상인 

가입자 

- - 연1.30%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C4 

2011. 

01.10 

클래스C3수익증권보유

1년이상인 

가입자 

- - 연1.20%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C5 

2011. 

12.13 

클래스C4수익증권보유

1년이상인 

가입자 

- - 연1.10%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C-E 

2008. 

06.03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 

- - 연1.10%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C-G 
미설정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 - 연1.05% 연0.60% 연0.0575% 연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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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보수 

보다 낮은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C-F 

2007. 

04.09 

집합투자기구,국가재정

법에따른기금, 

법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납입금액10

0억원이상개인고객, 

500억원이상법인고객 

- - 연0.03%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C-I 
미설정 

납입금액 30억원이상인 

법인, 기금 또는 

기관투자자 

- - 연0.20%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C-W 
미설정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계좌를보

유한가입자 

- - 연0.00%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A-E 
미설정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 

납입금액

의 0.5% 

이내※ 

- 연0.50%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A-G 
미설정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보수·수수료 보다 낮은 

판매 보수·수수료 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

의 0.84%

이내※ 

- 연0.70%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S 

2016. 

03.25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

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

자 전용으로서 후취판

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 

3년 미

만 

환매시  

환매금

액의

0.15% 

이내※ 

연0.35%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C-P 

(퇴직

미설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 - 연0.84% 연0.60% 연0.0575% 연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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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클래스 

C-P 

(퇴직

연금)E 

미설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에 

한하는 온라인(On-

Line)전용 수익증권 

- - 연0.42%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C-P2 

(연금

저축) 

미설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연0.77%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C-P2 

(연금

저축)E 

미설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

Line)전용 수익증권 

- - 연0.39% 연0.60% 연0.0575% 연0.0125%

클래스 

S-P 

2016. 

07.06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 - 연0.23% 연0.60% 연0.0575% 연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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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

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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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astspringinvestments.co.kr)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

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이스트스프링 친디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투자신탁재산의 40% 미만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H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H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중국 기업 주식에 투자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주식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이외에도 상해, 

심천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뉴욕, 런던 등 전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도 

투자대상에 포함 

▪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의 투자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의 관계회사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에서 운용업무를 위탁 받아 운용

등록신청서

제출일 

2009년 4월 17일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주요 

투자대상 

▪ 인도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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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 피투자 펀드인 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는 인도 기업1)들이 발행한 주식 및 관련 증권2) 

가운데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핵심종목에 대한 투자를 통해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등록신청서

제출일 
2009년 4월 17일 

주1) 인도에서 설립, 상장되거나 그곳에서 주된 또는 상당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2) 관련 증권에는 주식예탁증서, 전환사채, 우선주 및 워런트 등이 있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 기업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인도 기업의 주식 관련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자는 외국통화로 발행되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과 인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중국과 인도 주식은 국제금융시장과 중국 및 인도시장의 주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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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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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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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100% 이하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단,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대

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 

② 채권 5% 이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 하기 위한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증

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

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등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 초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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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주식 

70% 이상 

(단, 중국 

주식에의 투자 

70%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발행되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포함 

채권 3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정부 등이 외국통화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포함 

 

▪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④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

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 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

화 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시

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외국거래상대방과 체결하는 

장외파생 상품을 포함한다.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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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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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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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집합투자 

증권등 

60% 이상 

(단, 해외주식

에 주로 투자

하는 외국집합

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주식채권및

통화 

관련파생 

상품 

파생상품 매매

에 따른 위험

평가액 기준 

10% 이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개별주권, 금리, 통화 

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외국시장

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외국거래상대방과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법 시행령 제84조 적용)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파생상품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법 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제한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법 시행령 제84조 적용)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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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가.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주식과 주식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그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까지 투자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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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 월간 적용 

동일법인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총 

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법 시행령 제84조 적용)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 

할 수 없다. 

가.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주식과 주식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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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그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까지 투자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 월간 적용 

동일법인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①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를 투자합니다. 다만,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합니다. 

 

②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차이나 및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을 통한 외국통화 표시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

신탁 투자에 따른 외국 통화(미국 달러화) 노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

정입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China 10/40 Index(HKD) 50% + MSCI India Index(KRW) 40% + Call 

10% 

▪ MSCI China 10/40 Index :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중국주식시장 지수로 유럽집합투자기구 

관련 공통규정인 UCITS Ⅲ에서 유럽연합 국가에 설립된 UCITS에 대하여 부과하는 투자비중 제한

사항을 감안하여 단일 기업그룹에 대한 투자 비중은 10% 이하로, 펀드자산의 5%가 넘는 투자비

중을 차지하는 기업그룹들의 총 투자비중은 펀드 자산의 40% 이하로 제한하는 지수 

▪ MSCI India Index :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인도주식시장 인덱스로 인도주식 가운

데 시가총액, 유동성 및 유동주식 비율 등을 감안하여 종목을 선정하고 해당 종목들의 유동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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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을 반영하여 인덱스 산출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중국 기업의 주식 및 인도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상기 지수를 비교지수(벤치마크)로 선정하였습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수익률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홈페이지(www.eastspringinvestments.c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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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관리>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펀드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데 있어 투자 가능한 종목과 운용규모가 증가할수록 더욱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는 운용본부 내에 포트폴리오 전략(Portfolio Strategy)팀을 운영하여 

펀드매니저의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과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팀에서는 각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펀드매니저가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위험의 적절한 분산여부를 측정하고 해당 포트폴리오가 펀드의 투자목적과 부합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리스크와 투자성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등을 통해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운용본부 내 리스크 관리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모든 

프로세스 및 관리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의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에서는 운용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과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트 분석 등을 통해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위험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에서의 외국통화 표시 해외자산에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에서의 외국 통화(미국 달러화) 표시 해외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 전략이란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투자신탁 내에서 통화선물 또는 통화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축소시키는 

전략을 말합니다. 해외자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발행되기 때문에 해외자산에 투자한 



 

 

29

이후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 가치 대비 하락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 가치 대비 상승하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은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해 줄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추가적인 수익달성의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의 

해외자산에 대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의 해외자산에 대하여 평가액의 90%±10% 수준에서 

환헤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해외자산의 가격변동, 외국통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환헤지 비율은 상기의 목표 환헤지 

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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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중국 기업의 주식에 선별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투자한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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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이외에도 상해, 심천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뉴욕, 런던 등 전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도 투자대상에 포함 됩니다. 
 

▪ 중국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인 가계소득 및 소비의 증가, 기술 집약적 제품의 수출확대, 인프라 

투자확대 등 시장테마 및 관련 종목 발굴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밸류에이션에 기초한 상향식(Bottom-up)투자※를 통하여 성장가능성 대비 저평가된 종목 선정에 

운용의 핵심 역량을 집중합니다. 

 

▪ 외국통화로 표시된 중국주식에의 투자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의 관계회사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에서 

운용업무를 위탁 받아 운용합니다. 

 

◈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 (이하 “피투자 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는 인도 기업1)들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2) 가운데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핵심종목에 대한 투자를 통해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주1) 인도에서 설립, 상장되거나 그곳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2) 관련 증권에는 주식예탁증서, 전환사채, 우선주 및 워런트 등이 있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개요] 

(작성기준일: 2019년 2월 28일)

펀드명 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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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  

펀드 최초설정일 2005년 10월 17일 

펀드 규모 미화 1억 5,660만 달러(원화 약 1,778억원) 

투자목적 

▪ 인도에서 설립, 상장되거나 그곳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에 투자하여 장기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주식예탁증서, 

전환사채, 우선주 및 워런트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핵심종목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보다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합니다.  

비교지수 MSCI India Index 100%  

펀드 표시통화 미국 달러화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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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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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 관련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에 기초한 펀더멘털 

리서치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확신이 높은 투자가치 발굴에 주력 

▪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의 인도 주식운용팀(India Focus team)이 

보유한 리서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주식시장에서 포착되는 투자기회를 발굴하

는데 주력  

담당 운용역 

Krishna Kumar 

▪ 주요 경력: 

- 2009년 Eastspring Investments 입사 

- Birla Sun Life Asset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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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티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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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익구조 : 해당 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의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

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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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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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해외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과 인도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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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여 투자신탁의 가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국가인 중국 및 

인도의 정치적·경제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인도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외화 표시 자산을 대상으로 환헤지를 실행하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발행자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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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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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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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표준화된 장내거래에 비해 장외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 장치가 없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등의 악화에 따라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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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보다 유동성이 취약하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투자신탁은 예상된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경우, 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불이행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인도 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관련 증권 가운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핵심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다수의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일반적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보다 개별 종목 변동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

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중국기업 주식과 인도 기업 주식 등에 주

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

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의 위험도 있

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한도, 매매호가

의 큰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거래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국 시장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

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

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 국가의 법률, 거래유동성, 결제제도, 

증권의 양도 및 송금제한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환헤지  

실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인도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외화 표시 자산을 대상으로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축소시키

기 위해 환헤지가 가능한 주요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환헤지를 실시

하며 환헤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기타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헤지가 가능한 주요 외국통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주요 외국통화를 활

용해 환헤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간의 상관관계가 시점마다 변

동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설정과 해지, 하위자산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헤지비용의 과다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환헤지 비율은 목표 환헤지 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장외파생상품 (선물환 및 스왑

계약 등)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환헤지가 집합투자기구성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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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을 예

정입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기업 주식과 인도 기업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또는 특정 

지역 투자펀드 대비 특정국가에 대한 노출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해당국가의 

경제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 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적 이슈, 외국인 

투자제한, 미비한 법적 규제 및 불투명한 기업회계 등으로 인해 신흥시장 국

가들에 대한 집중투자는 선진국 시장에 대한 투자 대비 급격한 가격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등은 피투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략에 따라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

게 되나,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수

익자는 그 세부내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

자기구의 특성상, 인도 주식시장의 성과가 일정 기간 지연되어 동 투자신탁에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수익자가 이해하는 인도 주식시장의 성과

와 동 투자신탁의 성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

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

후 특정 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투자신탁이 수령하

는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

매일(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

니다. 

환매청구  

제한 및 

환매연기  

위험 

대량환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

해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설명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부해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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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측정하였으며, 최근 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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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2.35%로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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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함께 투자대상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가치의 변동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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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동안 투자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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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

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

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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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

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

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2 클래스C 수익증권 보유 1년 이상인 가입자 

클래스 C3 클래스C2 수익증권 보유 1년 이상인 가입자 

클래스 C4 클래스C3 수익증권 보유 1년 이상인 가입자 

클래스 C5 클래스C4 수익증권 보유 1년 이상인 가입자 

클래스 C-E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보수 보다 낮은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C-F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고객, 500억원 이상 법인고객 

클래스 C-I 납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 기금 또는 기관투자가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P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P 

(퇴직연금)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On-Line)전용 클래스 

클래스 C-W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 

클래스 C-P2 

(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클래스 C-P2 

(연금저축)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클래스 A-E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클래스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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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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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D D+1 D+2 D+3 

자금납입일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납입일 

(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일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2011

년 1월 10일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일괄전환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달리 정

할 수 있습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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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

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

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

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

영업일(D+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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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

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5영업일 제6영업일 제7영업일 제8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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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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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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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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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

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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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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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

한 날의 5영업일전(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6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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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

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

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 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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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1) 클래스 C에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마다 클래스 C2 -> 클래스 C3 -> 클래스 C4 -> 클

래스 C5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2)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투자자

는 클래스 C 로만 최초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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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기 (1)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0일에 일괄전환 처리되는 클래스 C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클래스 C2 부터 

클래스 C5 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② ①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0

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①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

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클래스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

을 산정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일의 직전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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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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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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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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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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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판매회사·협

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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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 가치

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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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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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

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

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수익자

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동의하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

치가 좀 더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

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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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

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

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

권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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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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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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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

된 환율정보를 이용 가능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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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 

시기 
클래스 

A 

클래스 

A-E 

클래스 

A-G 
클래스S 

클래스C, 클래스C2, 클래스C3, 

클래스C4, 클래스C5, 클래스C-E, 

클래스C-G, 클래스C-F, 클래스C-I, 

클래스C-W, 클래스C-P2(연금저축), 

클래스C-P(퇴직연금), 

클래스C-P2(연금저축)E, 

클래스C-P(퇴직연금)E, 클래스S-P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2% 이내
※ 

납입금액

의0.5% 

이내※ 

납입금액 

의0.84% 

이내※ 

- - 매입시 

후취판매 

수수료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환매 

수수료 

- 
환매시 

※ 선취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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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자격 
클래스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

사보수

신탁업

자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기타 

비용1) 

총보수 및 

비용 

총보수  

및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 보수 

포함)2) 

증권거래

비용3) 

제한없음 A 연 

0.60% 

연1.0% 연 

0.0575

% 

연 

0.0125%

연 

0.1130%

연 

1.7830% 

연 

1.943% 

연 

0.2958%

제한없음 C 연1.5% 연 연 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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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31% 2.2631% 2.4231% 0.2366%

클래스C수익 

증권보유1년이상인가입

자 

C2 연1.4%
연 

0.00% 

연 

2.07% 

연 

2.23% 

연 

0.00% 

클래스C2수익 

증권보유1년이상인가입

자 

C3 연1.3%
연 

0.00% 

연 

1.97% 

연 

2.13% 

연 

0.00% 

클래스C3수익 

증권보유1년이상인가입

자 

C4 연1.2%
연 

0.00% 

연 

1.87% 

연 

2.03% 

연 

0.00% 

클래스C4수익 

증권보유1년이상인가입

자 

C5 연1.1%
연 

0.1119%

연 

1.8819% 

연 

2.0419% 

연 

0.2970%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 

C-E 연1.1%
연 

0.1005%

연 

1.8705% 

연 

2.0305% 

연 

0.2670%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보수 보다 

낮은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C-G 
연1.05

% 

연 

0.1124%

연 

1.8324% 

연 

1.9924% 

연 

0.2945%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납입금액100억원 이상의 

개인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고객 

C-F 
연0.03

% 

연 

0.00% 

연 

0.7% 

연 

0.86% 

연 

0.00% 

납입금액30억원 

이상인 법인, 기금 또는 

기관투자가 

C-I 연0.2%
연 

0.1124%

연 

0.9824% 

연 

1.1424% 

연 

0.2945%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계좌를보유

한 가입자 

C-W 연0.0%
연 

0.1124%

연 

0.7824% 

연 

0.9424% 

연 

0.29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C-P 

(퇴직 

연금) 

연0.84

% 

연 

0.1124%

연 

1.6224% 

연 

1.7824% 

연 

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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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에 

한하는 온라인(On-

Line)전용 수익증권 

C-P 

(퇴직 

연금)E 

연0.42

% 

연 

0.1124%

연 

1.2024% 

연 

1.3624% 

연 

0.2945%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2 

(연금 

저축) 

연0.77

% 

연 

0.1124%

연 

1.5524% 

연 

1.7124% 

연 

0.2945%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

Line)전용 수익증권 

C-P2 

(연금 

저축)E 

연0.39

% 

연 

0.1124%

연 

1.1724% 

연 

1.3324% 

연 

0.2945%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 

A-E 
연0.50

% 

연 

0.1124%

연 

1.2824% 

연 

1.4424% 

연 

0.2945%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A-G 
연0.70

% 

연 

0.1124%

연 

1.4824% 

연 

1.6424% 

연 

0.2945%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S 
연0.35

% 

연 

0.1102%

연 

1.1302% 

연 

1.2902% 

연 

0.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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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 

S-P 
연0.23

% 

연 

0.1112%

연 

1.0112% 

연 

1.1712% 

연 

0.2962%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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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8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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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보수를 포함하는 총보수 및 비용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총보수 및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2018.03.2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미설정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은 운용펀드 기준의 비용을 예상치로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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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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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클래스 A  317,735  747,417  1,224,281  2,672,548  

클래스 C 2) 231,968  662,858  1,084,194  2,321,023  

클래스 C-E 208,126  657,159  1,155,497  2,668,985  

클래스 C-G 204,221  644,828  1,133,816  2,618,905  

클래스 C-F 88,150  278,334  489,401  1,130,425  

클래스 C-I 117,096  369,731  650,106  1,501,625  

클래스 C-P 

(퇴직연금) 
182,696  576,863  1,014,311  2,342,871  

클래스 C-P 

(퇴직연금)E 
139,646  440,932  775,302  1,790,803  

클래스 C-W 96,596  305,002  536,292  1,238,735  

클래스 C-P2 

(연금저축) 
175,521  554,208  974,476  2,25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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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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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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클래스 C의 보수비용은 1년 이상 경과시마다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로 전환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3)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4) 클래스 S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

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

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

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

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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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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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매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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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클래스 C-P2 

(연금저축)E 
136,571  431,223  758,229  1,751,370  

클래스 A-E 197,597  516,575  870,578  1,945,710  

클래스 A-G 251,646  614,853  1,017,941  2,242,149  

클래스 S 3) 132,246  417,565  734,215  1,695,900  

클래스 S-P 120,048  379,052  666,495  1,53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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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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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

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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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

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

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

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

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

주식의 매매∙평가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

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

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

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

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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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

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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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

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

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

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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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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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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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과제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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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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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5)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

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됨. 

자세한 관련 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

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

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

에서 제외 

세제혜택 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

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로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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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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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

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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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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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

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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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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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2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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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

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9기, 제10기 및 제11기는 설정규모가 일

정규모에 미달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의 경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9기, 제10기 및 제11기는 삼일회계법인으

로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입니다.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의 경우 제9

기, 제10기 및 제11기는 삼일회계법인으로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자투자신탁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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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동 투자신탁은 모

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매매회전율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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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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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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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자투자신탁 대차대조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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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대차대조표는 전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좌수 및 기준가격등은 클래스(판

매)별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 대차대조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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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 대차대조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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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계산서 

<자투자신탁 손익계산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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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 손익계산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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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 손익계산서>     

                                                                                              (단위 : 원)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좌, 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

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

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7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China 10/40 Index(HKD) 50% + MSCI India Index(KRW) 40% + Call 10%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 3월 29일 ~ 2017년 10월 1일 : MSCI China Index(HKD) 47.5% + MSCI India Index(KRW) 47.5% + Call 5% 

2. 2017년 10월 2일 ~ 2018년 5월 22일: MSCI China 10/40 Index(HKD) 47.5% + MSCI India Index(KRW) 47.5% + Call 5% 

3. 2018년 5월 23일 ~ 현재: MSCI China 10/40 Index(HKD)5 50% + MSCI India Index(KRW) 40% + Cal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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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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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기준일 현재 클래스A-G, 클래스C-G, 클래스 C-I, 클래스 C-P(퇴직연금), 클래스C-P(퇴직연금)E, 클래스C-W, 

클래스C-P2(연금저축), 클래스C-P2(연금저축)E, 클래스A-E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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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China 10/40 Index(HKD) 50% + MSCI India Index(KRW) 40% + Call 10%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 3월 29일 ~ 2017년 10월 1일 : MSCI China Index(HKD) 47.5% + MSCI India Index(KRW) 47.5% + Call 5% 

2. 2017년 10월 2일 ~ 2018년 5월 22일: MSCI China 10/40 Index(HKD) 47.5% + MSCI India Index(KRW) 47.5% + Call 5% 

3. 2018년 5월 23일 ~ 현재: MSCI China 10/40 Index(HKD) 50% + MSCI India Index(KRW) 40% + Cal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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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기준일 현재 클래스A-G, 클래스C-G, 클래스 C-I, 클래스 C-P(퇴직연금), 클래스C-P(퇴직연금)E, 클래스C-W, 

클래스C-P2(연금저축), 클래스C-P2(연금저축)E, 클래스A-E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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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자투자신탁 자산 구성 현황>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 자산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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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표시 자산은 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종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 자산 구성 현황> 

 
※ 외화표시 자산은 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종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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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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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pringinvestments.co.kr] 

회사 연혁 2001.02  굿모닝투자신탁운용㈜ 설립 

2002.07  제로인 2002년 상반기 결산 채권형 1위 운용사 

2002.10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로 대주주변경 

2002.11  PCA투자신탁운용㈜로 사명 변경 

2004.07  제로인 선정 2004년 상반기 주식형 1위 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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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  제로인 선정 2004년 결산 주식형펀드 운용사부문 2위 

2005.12  머니투데이 베스트 펀드상 수상 -주식형펀드 베스트 운용사 부문 

2006.02  2006 Asia Asset Management Awards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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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of Best Country Awards - PCA 뉴실크로드펀드 Korea부문 Most 

Innovative Product로 선정) 

2008.12  제로인 선정 2008년 Fund Award 수상  

– 아시아태평양주식형 및 중국주식형 펀드 

2009.12  머니투데이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PCA 스탠다드 플러스 증권 펀드(국내 채권형 부문) 

2010.07  PCA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10.12  머니투데이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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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로 사명 변경 

2012.03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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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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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  제로인 선정 2015년 펀드 어워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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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  매일경제 선정 2014 한국펀드대상 우수상 수상(국내혼합형펀드 부문) 

2015.03  2015년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  

- 이스트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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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형 부문) 

2016.02 Korea Wealth Management Awards 

          - 올해의 채권형펀드 운용사 

2017.03  2017년 모닝스타어워드 펀드상 수상 (중국 주식형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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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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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

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

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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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①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해당 집합투자기구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업무위탁범위 외화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등 

※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는 위탁 

받은 외화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의 사전 협의하에 자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64

설립일 1994년 

회사주소 

10 마리나 불러바드 #32-01, 마리나베이 파이낸셜 센터타워2,  

싱가포르 018983 (10 Marina Boulevard #32-01, Marina Bay Financial 

Centre Tower 2, Singapore 018983) 

전화번호 : (65)-6349-9100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봉래동 1가) 

연락처 : 1588-177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r.hsbc.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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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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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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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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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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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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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율패로

88(운니동 98-5) 

연락처: 02-399-335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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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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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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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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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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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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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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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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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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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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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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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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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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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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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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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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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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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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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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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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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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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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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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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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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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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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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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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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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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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5)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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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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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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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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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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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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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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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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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보고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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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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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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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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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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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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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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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5)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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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7)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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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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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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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2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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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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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87조제2항및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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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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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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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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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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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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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어 풀이 

 

용   어 내  용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청구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의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코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뿐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집합투자기구의 잔존 집합투자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레버리지 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하는 것과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합니다. 

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업자 보수, 신탁업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규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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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 
집합투자기구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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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매입신청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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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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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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