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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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집합투자기구 명칭 :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집합투자업자 명칭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3.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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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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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작  성  기  준  일 : 2019 년 10 월 14 일 

5.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 년 10 월 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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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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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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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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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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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

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

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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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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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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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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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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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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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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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동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Bond 

Fund(이하 "피투자 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동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은 피투자 펀드의 운용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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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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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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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19.10.14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A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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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

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투자적격 등급 회

사채 관련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

탁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 하이일드채권투자위험, 원본손실위험, 시장

위험, 국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

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Master II Constrained Index(USD) 95% + Call 

Loan(KRW)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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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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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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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Bond Fund(이하 “피투자 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Bond Fund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신용등급 BBB-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권을 중심으로 한 

기타 채권∙채무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높은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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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Bond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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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  

펀드 최초설정일 2002년 7월 15일 

펀드 규모 미화 12.03억 달러 (원화 1조 4,538억 원) (기준일: 2019년 8월 31일) 

투자목적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BBB- 미만 신용등급의 미국 달러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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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주로 투자하며, 하위펀드 자산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등급채권 

(BBB- 이상)에 투자할 수 있음. 양키본드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며, 글로벌본드는 유럽 채권시장과 미국 채권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채권임 

비교지수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Master II Constrained Index 100%  

펀드 표시통화 미국 달러화 (US Dollar) 

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하위 

집합투자업자 

피피엠 아메리카 (PPM America)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는 

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Bond Fund 의 자산운용업무를 

하위집합투자업자인 피피엠 아메리카에 위임 

주된  

투자전략 

▪ 기본적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에 기초한 개별기업 분석에 

집중하고, 이와 함께 하향식(Top-down) 방식에 따른 거시경제적 요인을 

가미하는 운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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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더멘털 리서치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며, 내부의 신용분석 

애널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시적인 시장 비효율성 증대로 인해 

포착되는 매력적인 투자가치 발굴에 주력 

▪ 투자 유니버스에 편입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분석과 

상대가치 분석을 통해 종목 분석 및 포트폴리오 최종 구성 

▪ 특정 펀드매니져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팀제 접근 방식을 통해 

포트폴리오 매니져의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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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담당 운용역 

Adam Spielman (기준일: 2019년 5월 31일) 

▪ 직위: Senior Managing Director and Head of Leveraged Credit 

▪ 주요 경력: 

- 2001년 5월 PPM America 입사 

- Lehman Brothers, Peterso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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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일 등록되었으며,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과 

해당 하위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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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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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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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는 아무런 제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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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없음 1.4050% 1.00% 1.4% 144 295 455 800 1847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 이내 
0.9550% 0.55% 1.07% 167 201 309 544 125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없음 1.2050% 0.80% 0.96% 124 253 390 686 1584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7% 이내 
0.9050% 0.50% 0.68% 162 190 293 515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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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

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클래스 A형과 클래스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2개월, 그리고 클래스 A-E형과 클

래스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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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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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18/08/01 ~ 

2019/07/31 

2017/08/01 ~ 

2019/07/31 

2016/08/01 ~ 

2019/07/31 

2014/08/01 ~ 

2019/07/31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 (C)(%) 
2011/08/08 4.4 2.34 5.61 2.51 6.19 

비교지수(%) 5.77 4.12 6.59 5.04 7.59 

수익률 변동성(%) 5.68 4.39 4.35 5.6 5.52 

(주1) 현행비교지수 :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Master II Constrained Index(USD) 95% + Call Loan(KRW) 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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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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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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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방대진 1974 
책임 

(상무) 
43개 7,950억원 9.44% 4.29% 9.44% 4.18% 

13년09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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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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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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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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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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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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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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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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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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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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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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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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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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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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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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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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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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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해당 투자신탁의 기초통화와 투자대상자산의 

표시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기초통화와 투자자산의 표시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을 축소하고자 이 투자신탁에서는 외화표시자산 대비 

한국 원화 변동에 대한 부분환헤지를 실행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에 

따른 거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비용 대비 효용이 줄어든다고[또는 효율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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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헤지 거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부분환헤지 

비율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는 펀드에 각종 

비용이 발생하며 환율의 변동방향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수반합니다. 환 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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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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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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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등에 따라 실제 환헤지비율은 상기의 목표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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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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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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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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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이일드채권 

투자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

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 발행기관의 재무조건 변화, 

일반적인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변화 또는 발행기관에 한정된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변

화 등은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행기관

의 채무 불이행 및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회수하

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

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

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본손실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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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

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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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 시장 전체의 가

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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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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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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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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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

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매입  

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

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

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

(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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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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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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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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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

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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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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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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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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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19년 10월 18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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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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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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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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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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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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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그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3개월 

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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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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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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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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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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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 2 부 11. 매입,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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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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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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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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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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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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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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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법시행령제245조제3항내지제5항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발행된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명칭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A4461) 

클래스 A A-E C C-E C-W C-P2(연금저축) 

클래스 

상세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수수료선취-

온라인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금융투자 

협회코드 
A4462 AB178 A4463 A4464 A4467 AJ165 

 

명칭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A4461) 

클래스 S C-P(퇴직연금) C-F C-I 

C-

P2(연금저축)

E 

C-

P(퇴직연금)E 
S-P 

클래스 

상세 

수수료후

취-

온라인슈

퍼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수수료미징

구-

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등 

수수료미징

구-

오프라인-

고액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수수료후취

-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금융투자 

협회코드 
AQ641 BF770 A4465 A4466 BW550 BW551 BW55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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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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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이 발행된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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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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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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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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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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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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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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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http://www.amak.or.kr/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법시행령제245조제3항내지제5항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발행된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명칭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A4461) 

클래스 A A-E C C-E C-W C-P2(연금저축) 

클래스 

상세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수수료선취-

온라인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금융투자 

협회코드 
A4462 AB178 A4463 A4464 A4467 AJ165 

 

명칭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A4461) 

클래스 S C-P(퇴직연금) C-F C-I 

C-

P2(연금저축

)E 

C-

P(퇴직연금)E 
S-P 

클래스 

상세 

수수료후

취-

온라인슈

퍼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수수료미징

구-

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등 

수수료미

징구-

오프라인-

고액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수수료후

취-

온라인슈

퍼-

개인연금 

금융투자 

협회코드 
AQ641 BF770 A4465 A4466 BW550 BW551 BW55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1.08.08 최초 설정 

2012.02.14 - 집합투자업자 사명 및 펀드 명칭 변경 

∙ 사명  : PCA자산운용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 펀드명: PCA 미국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 제A-1호[채권-재간접형]  

->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012.03.19 - 환매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 

1) 2012년 6월 15일 이전 환매청구시  

∙ 클래스A: 30일미만 이익금의 10%,  

∙ 클래스A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2) 2012년 6월 18일 이후 환매청구시: 없음  

2012.04.30 - 법시행령제245조제3항내지제5항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2013.01.0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06.07 - 클래스 C-P2 신설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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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변경 등 

2014.03.17 - 클래스S 신설 

2016.07.02 - 위험등급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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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0 - 펀드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재측정 (5등급->4등급) 

2017.09.06 - 클래스 신설 (클래스C-P2(연금저축)E, 클래스C-P(퇴직연금)E, 클래스S-P) 

2019.03.04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HSBC펀드서비스신한아이타스) 

2019.06.07 -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Bond Fund) 담당운용역 변경 반영 

2019.09.16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8.1)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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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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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9.09.30 현재) 

1) 책임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 포함]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방대진 1974 
책임 

(상무) 
43개 7,512억원 4.43% 1.98% 4.43% 1.98% 

13년09개월 

<이력> 

해외투자 및 파생펀드 운용 

- 하이자산운용 (2006.01~2010.09) 

-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코리아 

(2010.09~현재)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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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3년 동안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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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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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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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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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Bond Fund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클래스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클래스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 

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클래스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클래스 S-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개인연금)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클래스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클래스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나. 종류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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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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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Class) 클래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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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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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그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3개월 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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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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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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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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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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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시행령제245조제3항내지제5항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발행된 종류형 수익증

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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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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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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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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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이스트스프링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주된  

투자대상 

▪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 피투자 펀드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Bond Fund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신용등급 BBB-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권을 중심으로 한 

기타 채권∙채무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등록신청서 

제출일 
2012년 4월 20일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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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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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시장과 투자대상국가의 주가, 금리,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클래스 상세 투자대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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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이스트스프링 미국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② 채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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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등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3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 초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④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

준 10% 이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 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

화 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시

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외국거래상대방과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법 시행령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클래스 상세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②, ③, ④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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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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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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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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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 종

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파생상품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법 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집합투자증권등 

60% 이상 

(단, 외국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60% 

이상)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채권 40% 미만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

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

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

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정부 등이 외국통화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거래되

는 증권(외국정부가 발행한 외화국채의 경우 국제신용평가기관

의 신용평가등급 BB+ 이하도 투자대상에 포함되며, 외화무보

증사채의 경우 국제신용평가기관 또는 외화증권이 발행되는 

국가에서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신용평가기관 중 2 개 이상의 자로부터 BBB- 이상

의 등급을 받아야 함)을 포함 (이하 “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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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제한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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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법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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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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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지수(벤치마크) :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Master II Constrained Index(USD) 95% + Call Loan(KRW) 5% 

▪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Master II Constrained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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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등급 미만의 채권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인덱스 

- 이 투자신탁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상기 지수를 비교지수(벤치마크)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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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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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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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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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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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펀드매니저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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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변동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전략이란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투자신탁 내에서 통화선물 또는 통화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축소시키는 전략을 말합니다. 해외자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발행되기 때문에 

해외자산에 투자한 이후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 가치 대비 하락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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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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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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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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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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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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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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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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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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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환헤지 비용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통화선물 또는 통화선물환계약 등의 통화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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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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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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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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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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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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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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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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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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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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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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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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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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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Bond Fund(이하 “피투자 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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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Bond Fund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신용등급 BBB-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권을 중심으로 한 기타 

채권∙채무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높은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개요] 

 

펀드명 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Bond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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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  

펀드 최초설정일 2002년 7월 15일 

펀드 규모 미화 12.03억 달러 (원화 1조 4,538억 원) (기준일: 2019년 8월 31일) 

투자목적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BBB- 미만 신용등급의 미국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

권 및 기타 채권∙채무증권 (”양키본드” 및 “글로벌본드”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하

며, 하위펀드 자산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등급채권 (BBB- 이상)에 투자할 

수 있음. 양키본드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며, 글로벌본

드는 유럽 채권시장과 미국 채권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채권임 

비교지수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Master II Constrained Index 100%  

펀드 표시통화 미국 달러화 (US Dollar) 

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하위 

집합투자업자 

피피엠 아메리카 (PPM America)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는 Eastspring 

Investments - US High Yield Bond Fund 의 자산운용업무를 하위집합투자업자인 피피

엠 아메리카에 위임 

주된  

투자전략 

▪ 기본적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에 기초한 개별기업 분석에 집중하고, 이

와 함께 하향식(Top-down) 방식에 따른 거시경제적 요인을 가미하는 운용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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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털 리서치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며, 내부의 신용분석 애널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시적인 시장 비효율성 증대로 인해 포착되는 매력적인 투

자가치 발굴에 주력 

▪ 투자 유니버스에 편입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분석과 상대

가치 분석을 통해 종목 분석 및 포트폴리오 최종 구성 

▪ 특정 펀드매니져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팀제 접근 방식을 통해 포트폴리오 

매니져의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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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담당 운용역 
Adam Spielman (기준일: 2019년 5월 31일) 

▪ 직위: Senior Managing Director and Head of Leveraged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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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익구조 : 해당 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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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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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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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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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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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요 경력: 

- 2001년 5월 PPM America 입사 

- Lehman Brothers, Peterso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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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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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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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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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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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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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미국 달러화 표시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여 투자신탁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노출되는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나 하위자산의 표시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실행하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발행자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나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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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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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비하여 이자율 

변동시 가격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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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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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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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 채권  

투자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 발행기관의 재무조건 

변화, 일반적인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변화 또는 발행기관에 한정된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변화 등은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증권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채무 불이행 및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등은 하위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략에 따라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나,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그 

세부내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미국 하이일드 채권시장의 성과가 일정 기간 지연되어 동 

투자신탁에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수익자가 이해하는 미국 채권시장의 

성과와 동 투자신탁의 성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지역의 기업들이 

발행한 해외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투자대상 국가들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환헤지 실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나 하위자산의 표시통화를 기준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환헤지를 실시하며 환헤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기타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헤지가 가능한 주요 외국통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주요 

외국통화를 활용해 환헤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간의 상관관계가 

시점마다 변동하고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의 표시통화가 상이할 수도 있어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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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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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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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환헤지가 집합투자기구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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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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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증권이 특정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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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투자신탁이 수령하는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  

제한 및 

환매연기  

위험 

대량환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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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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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부해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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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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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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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변동성이 4.26%로 5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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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므로 더 높은 투자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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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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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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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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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분류기준-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 등급 

1 

(매우 높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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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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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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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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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클래스 상세 가입자격 

클래스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등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100억원 이상의 개인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고객이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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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P2 

(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클래스 C-P2 

(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클래스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클래스 S-P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클래스 C-P 

(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클래스 

클래스 C-P 

(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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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시행령제245조제3항내지제5항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발행된 종류형 수익증권

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

으로 함.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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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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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D D+1 D+2 D+3 

자금납입일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납입일 

(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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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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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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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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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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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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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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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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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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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영업일 제2영업

일 

제3영업

일 

제4영업

일 

제5영업

일 

제6영업

일 

제7영업

일 

제8영업

일 

제9영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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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청구일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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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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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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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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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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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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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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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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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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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업일전(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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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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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③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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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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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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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환 : 해당 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일의 직전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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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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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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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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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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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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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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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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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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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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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

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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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동의하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가 좀 더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

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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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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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

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

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이 경우 외국환중개

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

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

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

된 환율정보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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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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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법시행령제245조제3항내지제5항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발행된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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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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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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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 

시기 

클래스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클래스 

A-E 

(수수료선

취-

온라인) 

클래스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클래스 C, 클래스 C-E, 클래스 C-F, 

클래스 C-I, 클래스 C-W,클래스C-

P2(연금저축),클래스C-P2(연금저축)E, 

클래스C-P(퇴직연금), 클래스C-

P(퇴직연금)E, 클래스S-P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납입금액

의 0.7% 

이내 

- - 매입시 

후취판매※ 

수수료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환매 

수수료 

- 
환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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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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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연,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1) 

총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

보수 

총보수 및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

비용2) 

클래스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0.35 

0.55 

0.04 0.015 

0.9550 0.0001 0.9551 1.09 1.3052 0.0302 

클래스A-E 
수수료선취-

온라인 
0.50 0.9050 0.0001 0.9051 0.68 1.2551 0.0307 

클래스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1.00 1.4050 0.0001 1.4051 1.47 1.7552 0.0316 

클래스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0.8 1.2050 0.0000 1.2050 0.96 1.5550 0.0137 

클래스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 

0.02 0.4250 - 0.4250  0.7750 - 

클래스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0.1 0.5050 - 0.5050  0.8550 - 

클래스C-P 

(퇴직연금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0.75 1.1550 - 1.1550  1.5050 - 

클래스C-P 

(퇴직연금

)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0.38 0.7850 - 0.7850  1.1350 - 

클래스C-

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0.00 0.4050 - 0.4050  0.7550 - 

클래스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0.25 0.6550 0.0001 0.6551  1.0051 0.0288 

클래스 

C-P2 

(연금저축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0.7 1.1050 0.0000 1.1050  1.4550 0.0065 

클래스 

C-P2 

(연금저축

)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0.35 0.7550 - 0.7550  1.1050 - 

클래스S-P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0.2 0.6050 0.0001 0.6050  0.9550 0.0313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8.08.07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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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은 운용펀드 기준의 비용을 예상치로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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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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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2018.08.07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결

산기준일 현재 미설정 클래스의 기타비용은 운용펀드 기준의 비용을 예상치로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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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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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7 201 309 544 1255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33 274 422 743 1716 

클래스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2 190 293 515 1190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8 264 406 714 1650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4 295 455 800 1847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0 369 568 999 2307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4 253 390 686 158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9 327 503 885 2044 

클래스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4 89 138 241 558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9 163 251 441 1019 

클래스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2 106 163 287 66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8 180 277 487 1124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2 85 131 230 53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7 159 244 430 992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3 232 358 629 145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9 306 471 828 1913 

클래스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7 159 244 430 99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3 232 328 629 1452 

클래스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7 138 212 37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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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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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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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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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3) 클래스 S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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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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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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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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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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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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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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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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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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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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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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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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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3 211 325 572 1321 

클래스 S-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2 127 196 344 795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8 200 309 543 1255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8 243 374 657 1518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4 316 487 856 1978 

클래스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0 165 254 4474 103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6 239 367 646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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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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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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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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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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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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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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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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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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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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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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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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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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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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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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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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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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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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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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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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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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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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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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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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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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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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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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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로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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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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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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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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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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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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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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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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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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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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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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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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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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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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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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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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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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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pension.fss.or.kr/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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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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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8 기( 2018.08.08 - 2019.08.07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7 기( 2017.08.08 - 2018.08.07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6 기( 2016.08.08 - 2017.08.07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통합 대차대조표 

항       목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 2019.08.07 ) ( 2018.08.07 ) ( 2017.08.07 ) 

운용자산 279,356,025  129,430,325  484,137,786  

  증권 273,604,887  124,303,413  451,627,662  

  파생상품 -5,124,784  -1,153,982  11,923,386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0,875,922  6,280,894  20,586,738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12,294  33,111  142,746,981  

자산총계 279,568,319  129,463,436  626,884,76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879,144  1,493,074  136,165,582  

부채총계 879,144  1,493,074  136,165,582  

원본 257,006,008  120,863,369  451,425,116  

수익조정금 4,002,447  -625,744  -571,688,371  

이익잉여금 17,680,720  7,732,737  610,982,440  

자본총계 278,689,175  127,970,362  490,719,185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 2018.08.08 - 2019.08.07 ) ( 2017.08.08 - 2018.08.07 ) ( 2016.08.08 - 2017.08.07 ) 

운용수익 5,645,870  -16,263,183  539,964,482  

  이자수익 89,057  139,313  2,2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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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수익 0  343,106  2,785,621  

  매매/평가차익(손) 5,556,813  -16,745,602  534,953,752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483,799  2,968,660  65,387,498  

  관련회사 보수 1,434,799  2,968,660  65,387,498  

  매매수수료 49,000  0  0  

기타비용 23,926  49,415  952,095  

당기순이익 4,138,145  -19,281,258  473,624,889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 3)  "통합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5)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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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대차대조표 

 
     

  
[단위:원] 

과           목 

제 8 기( 2019.08.07 ) 제 7 기( 2018.08.07 ) 제 6 기( 2017.08.07 )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0,875,922    6,280,894    20,586,738  

    1. 현금및현금성자산 8,638,552    6,280,894    20,586,738    

    2. 예치금 

 

            

    3. 증거금 

 

2,237,370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273,604,887    124,303,413    451,627,662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73,604,887    124,303,413    451,627,662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5,124,784    -1,153,982    11,923,386  

    1. 파생상품 

 

-5,124,784    -1,153,982    11,923,386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212,294    33,111    142,746,981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63,220,000    

    2. 정산미수금 

 

      31,736    12,054,670    

    3. 미수이자 

 

  1,927    1,375    3,416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210,367        67,468,895    

    6.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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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279,568,319    129,463,436    626,884,767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879,144    1,493,074    136,165,582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5,000    1,185,718    131,284    

    3. 해지미지급금 

 

420,513        134,937,790    

    4. 수수료미지급금 453,631    307,356    1,096,508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879,144    1,493,074    136,165,582  

  

 

              

자                  본             

    1. 원  본 

 

257,006,008    120,863,369    451,425,116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1,683,167    7,106,993    39,294,069    

     (발행좌수 당기: 257,006,008  좌 이익잉여금 17,680,720    7,732,737    610,982,440  

               전기: 120,863,369  좌 수익조정금 4,002,447    -625,744    -571,688,371  

             전전기: 451,425,116  좌)             

     (기준가격 당기: 1,154.35  원             

               전기: 1,107.62  원             

             전전기:   1,086.55  원)             

자    본     총    계   278,689,175    127,970,362    490,719,18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79,568,319    129,463,436    626,884,767  

                

 
 

다. (통합)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 8 기 

( 2018.08.08-2019.08.07 ) 

제 7 기 

( 2017.08.08-2018.08.07 ) 

제 6 기 

( 2016.08.08-2017.08.07 )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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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수익       89,057    482,419    5,010,730  

    1. 이 자 수 익 
  

89,057    139,313    2,225,109    

    2. 배당금수익 
  

    343,106    2,785,621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1,241,151    25,822,856    2,192,406,242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7,735,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19,311,049        267,598,161    

    5. 외환거래/평가차익 
 

2,463,037    21,618,021    696,913,373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732,065    4,204,835    1,227,894,70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5,733,338    42,568,458    1,657,452,49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12,934,000            

    4. 지분증권평가차손 
  

    8,059,356        

    5. 외환거래/평가차손 
 

12,649,112    29,136,912    1,656,929,359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50,226    5,372,190    523,131    

  
  

            

  
  

            

운   용   비   용 
  

  1,458,725    3,018,075    66,339,593  

    1. 운용수수료 
  

564,621    1,053,185    16,839,574    

    2. 판매수수료 
  

805,984    1,795,124    46,623,414    

    3. 수탁수수료 
  

64,194    120,351    1,924,510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3,926    49,415    952,095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4,138,145    -19,281,258    473,624,889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16101355   -0.159529377   1.04917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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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8.08 - 2019.08.07 1  1  0  0  0  0  1  1  

2017.08.08 - 2018.08.07 3  3  0  0  2  2  1  1  

2016.08.08 - 2017.08.07 0  0  3  3  0  0  3  3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8.08 - 2019.08.07 0  0  0  0  0  0  0  0  

2017.08.08 - 2018.08.07 1  1  0  0  1  1  0  0  

2016.08.08 - 2017.08.07 101  97  1  1  101  104  1  1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C-P2(연금저축)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8.08 - 2019.08.07 0  0  0  0  0  0  0  0  

2017.08.08 - 2018.08.07 0  0  0  0  0  0  0  0  

2016.08.08 - 2017.08.07 0  0  1  1  0  1  0  0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8.08 - 2019.08.07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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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2018.08.07 0  0  0  0  0  0  0  0  

2016.08.08 - 2017.08.07 0  0  1  1  1  1  0  0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8.08 - 2019.08.07 0  0  0  0  0  0  0  0  

2017.08.08 - 2018.08.07 0  0  0  0  0  0  0  0  

2016.08.08 - 2017.08.07 0  0  2  2  2  2  0  0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S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8.08 - 2019.08.07 0  0  1  1  0  0  1  1  

2017.08.08 - 2018.08.07 1  1  0  0  1  1  0  0  

2016.08.08 - 2017.08.07 0  0  3  3  2  2  1  1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S-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8.08.08 - 2019.08.07 0  0  1  1  0  0  1  1  

2017.08.08 - 2018.08.07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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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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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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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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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18.10.01 

 ~ 19.09.30 

17.10.01 

 ~ 19.09.30 

16.10.01 

 ~ 19.09.30 

14.10.01 

 ~ 19.09.30 

11.08.08 

 ~ 19.09.30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 5.84  3.83  4.85  3.49  6.10  

비교지수 5.27  4.07  5.59  5.08  6.08  

수익률변동성(%) 5.50  4.37  4.19  5.32  5.32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4.85  2.85  3.86  2.51  5.07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4.39  2.40  4.81  2.89  5.13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C-

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5.37  3.03  3.93  2.52  2.22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5.05  2.84  3.77  3.45  4.06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A-E 

(수수료선취-온라인) 
4.91  2.91  3.92  2.56  1.55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5.16  3.16  4.17  2.81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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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S-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개인연금) 
5.21        3.04  

 

※ 비교지수(벤치마크) :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Master II Constrained Index(USD) 95% +  

Call Loan(KRW)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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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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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산기준일 현재 클래스C-F, 클래스C-I, 클래스C-W, 클래스C-P2(연금저축)E, 클래스C-P(퇴직연금), 클래스C-P(퇴직연금)E 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18.10.01 

 ~ 19.09.30 

17.10.01 

 ~ 18.09.30 

16.10.01 

 ~ 17.09.30 

15.10.01 

 ~ 16.09.30 

14.10.01 

 ~ 15.09.30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 5.84  1.86  6.92  9.05  -5.60  

비교지수 5.27  2.88  8.71  12.21  -3.07  

수익률변동성(%) 5.50  2.85  3.87  7.96  5.67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4.85  0.90  5.91  8.02  -6.50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4.39  0.45  9.82  7.54  -6.92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C-

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5.37  0.74  5.75  7.92  -6.56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5.05  0.67  5.65  5.10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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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A-E 

(수수료선취-온라인) 
4.91  0.95  5.96  8.08  -6.44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5.16  1.20  6.22  8.34  -6.22  

미국하이일드증권자(H)[채권-재간접형]S-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개인연금) 
5.21  0.73  - - -  

※ 비교지수(벤치마크) :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Master II Constrained Index(USD) 95% + Call Loan(KRW)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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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산기준일 현재 클래스C-F, 클래스C-I, 클래스C-W, 클래스C-P2(연금저축)E, 클래스C-P(퇴직연금), 클래스C-P(퇴직연금)E 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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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자투자신탁 자산구성 현황>  

 

 

[ 2019.08.07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3  0  0  0  0  0  0  0  3  

(0.00) (0.00) (0.00) (96.18) (0.79) (0.00) (0.00) (0.00) (0.00) (3.04) (0.00) (102.00) 

USD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2.00) 

합계 

0  0  0  3  0  0  0  0  0  0  0  3  

(0.00) (0.00) (0.00) (97.94) (0.80) -(1.83) (0.00) (0.00) (0.00) (3.09) (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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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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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 자산 구성 현황>  

 

 

[ 2019.08.07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0  0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4.00) (46.00) (6.00) 

USD 

0  0  0  11  0  0  0  0  0  0  0  11  

(0.00) (0.00) (0.00) (99.98) (0.00) (0.00) (0.00) (0.00) (0.00) (0.02) (0.00) (94.00) 

합계 

0  0  0  11  0  0  0  0  0  0  0  12  

(0.00) (0.00) (0.00) (94.27) (0.00) (0.00) (0.00) (0.00) (0.00) (3.10) (2.6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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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외화표시 자산은 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종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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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  2014 Asia Asset Management Awards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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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  제로인 선정 2015년 펀드 어워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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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  2015년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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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  AsianInvestor 2015 Korea Awards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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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 제로인 선정 2016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수상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 펀드(중국주식 부문 

최우수상) 

2016.02 Korea Wealth Management Awards 

- 올해의 채권형펀드 운용사 

2017.03  2017년 모닝스타어워드 펀드상 수상 (중국 주식형 부문) 

2019.01 2019년 대한민국 펀드대상 

          - 채권부문 베스트 운용사 

2019.02 Korea Wealth Management Awards 

          - 올해의 채권형펀드 운용사 

자본금 227억원 

주요주주현황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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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들을 통하여 지난 170년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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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과는 아무런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

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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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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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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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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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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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및 

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1,189  27,249  2,267  0  1,780  7,720  0  252  1,120  0  4,769  56,34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여의도동)   

연락처 : 1588-9999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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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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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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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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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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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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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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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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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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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연락처: 02-2180-040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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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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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구 국회대로 70길 19 (여의

도동) 

연락처 : 02-398-390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제금융로6길(여의도

동) 

연락처 : 02-3215-1400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인사동) 

연락처: 02-721-530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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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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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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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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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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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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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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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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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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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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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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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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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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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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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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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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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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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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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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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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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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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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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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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할 수 있습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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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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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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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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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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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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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반대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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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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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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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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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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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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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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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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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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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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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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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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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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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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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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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

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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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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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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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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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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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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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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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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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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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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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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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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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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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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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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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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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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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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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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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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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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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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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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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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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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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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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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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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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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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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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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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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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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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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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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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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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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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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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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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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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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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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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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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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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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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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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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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

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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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247조제5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 

  (4) 기타 장부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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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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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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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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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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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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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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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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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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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com/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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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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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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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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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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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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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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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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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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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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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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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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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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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등 법제87조

제2항및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

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

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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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증권거래>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

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

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

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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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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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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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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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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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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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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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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