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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재간접형 펀드] 로서, 추가 입금이 가능한 추가형이고, 다양한 판매보수의 종류
를 선택할 수 있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슈로더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채
권혼합-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
(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슈로더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작성하며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한국씨티
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동양증권 외 6개]을(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
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의 주요 공시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
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및 과세제도 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나 전망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공시서식 개정(2012년 8월 1일)으로 인해, 공동 운용되는 투자신탁의 부책임운용인력에 대해서도 공시
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2년 8월 1일 작성기준일 이후의 자산운용보고서부터 책임운용인력과 부책임운용인
력을 병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고서기준일: 2013년 06월 11일

보고대상 운용기간: 2013년 03월 12일 - 2013년 06월 11일



1. 펀드의 개요 3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3. 자산현황 5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7

5. 비용현황 7

6. 투자자산매매내역 8

<참고 - 펀드용어정리>



(단위: 원, %)

(단위: 백만원, 백만좌)

※해당사항 없음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 (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

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분배금내역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 운용경과

포트폴리오 배분은 두 가지 원칙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시장에서 리스크 대비 적절한 수익률을 창출하
는 자산 찾기와 낮은 변동성 추구가 그것입니다. 4월 글로벌 채권 수익률은 일본중앙은행이 향후 2년 동안 통화
량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발표로 인해 하락하였습니다. 수익률은 향후 일본으로부터의 유동성 유입으로 인해 채
권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았고, 유럽 국채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낮은 변동성을 추구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인컴을 창출하는 자산과는 다르게 상대적 가치면에서 선호되는 자산군입니다. 각국 중
앙은행들의 통화완화 정책과 더불어 유럽의 예상보다 약한 긴축 기조로 인해 고위험 자산인 주식이 투자자들

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C
기준가격 - 992.54 -

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C-e
기준가격 - 992.91 -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A
기준가격 - 992.39 -

- 39,635,711,654 -

기준가격 - 994.43 -

슈로더글로벌멀티에셋인컴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자산총액 - 40,178,187,631 -

부채총액 - 542,475,977 -

순자산총액

주)펀드의 자세한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dis.fundservice.net],운용사 홈페이지[www.schroders.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펀드의 상기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동 펀드의 투자전략 및 위험등을 포함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

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현황
펀드명칭 항목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상품의 특징

동 펀드는 다양한 글로벌 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고 동시에 글로벌 배당주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자, 배당
수익 및 중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Schroder ISF Global Multi-Asset Income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함으
로써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운용기간 2013.03.12 - 2013.06.11 존속기간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추가형)

자산운용회사 슈로더투자신탁운용 판매회사
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

동양증권 외 6개

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C AG141

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C-e AG142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증권펀드(재간접형),

추가형,개방형,종류형
최초설정일 2013.03.12

펀드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슈로더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AG139

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A AG140

1. 펀드의 개요

▶기본정보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주식>
본 펀드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양질의 회사에 대한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방어주들의 가격이 상승했고 이번 달 펀드는 필수소비재와 같은 방어적인 주식들의 비중을
낮추며 산업재와 같은 경기민감업종에 좀 더 비중을 높였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통신주나 유틸리티 섹터 대비 수익률이 더 경쟁력이 있는 광산주와 같은 큰 에너지 주식을
많이 보유 중입니다. MSCI AC World High Yield 지수 대비 금융주의 비중이 낮고, 부동산, 자산운용사 그리고
손해보험회사 투자 관련하여 매력적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MSCI AC World High Dividend Yield 지수 대비, 미국, 영국 그리고 스위스에 대한 비중은 낮은 반면,유럽 중동
아프리카내의 신흥국 시장과 아시아의 비중은 높습니다. 헬스케어 특히 북미와 유럽대륙 제약업종의 비중은 낮
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유럽대륙은 위에서 언급한 유틸리티,
산업재 그리고 임의소비재관련 섹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3개월 전과 비교하여, 유럽지역
의 비중이 높아지며 QEP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은 22%에서 27%로 확대되었습니다.

<채권>
5월 하이일드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최근의 높은 금리변동성이 안정화되기 까지 몇주 간의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단기적으로 조심스러운 관점을 유지합니다. 게임과 케이블 관련된 개선된 산업 트렌드의 섹터
의 비중을 늘리고, 헬스케어나 포장, 기술과 같은 저 수익률의 방어적 산업에 대한 비중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United Continental을 전량 매도하였고, 주택안전시스템 제공업체인 Vivant와 건설자제제공업자인 Safway의 새
로운 발행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유럽 하이일드 포트폴리오 관련하여, 몇몇 종목의 수익 확정을 하여, 통신주인
KPN과 같은 기존에 보유했던 회사에 투자하며 포지션을 조정하였습니다. 영국의 치과 헬스케어 제공업자인 IDH
와 같은 회사의 새로운 발행에 선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유럽 투자가능 채권이나 지방채의 비중을 줄였습니
다.
선진국 투자가능등급 채권이나 신흥국 하이일드 채권 대비 싸 보이고 투자자들에게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가능 등급 미 달러표시 신흥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강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채권에 치
중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낮은 비용 제조사를 목표로 자원 관련 비중을 높였습니다.
자국통화 표시 신흥국 채권은 미 연준의 출구전략과 높은 미국채 금리가 이머징 시장 통화와 채권시장의 투매를
불러 일으키며 고전하였습니다. 이런 투매는 대부분의 국가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개선된 경제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의 자산 가격의 상대적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변동성 위험 프리미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고수익률 통화에 대한 포지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헝가리에 대한 포지션을 늘
리는 반면, 우루과이와 콜롬비아의 비중 감소를 통해 전체 라틴아메리카의 통화 비중을 줄임으로써 위험과 변동
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고 수익률 신흥국 국가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중앙은행의 완화정책 발표와 이탈리아의 정치적 이벤트와 같은 단기
적인 쇼크를 염두에 두고 옵션을 매수하여 단기 쇼크 시 이에 대한 방어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옵션을 통한 하
방위험 방어는 비록 비싸기는 하지만, 최근과 같은 환경 하에선 듀레이션 조절을 통한 방어보다 효과가 우수합
니다. 앞으로 다가올 실적시즌에 대비하고자 펀드 내 MSCI 이머징시장과, S&P 500, FTSE 100 그리고 Eurostoxx
50에 대해 주식선물 매도포지션을 추가하여 펀드의 위험을 낮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약세를 기회로 활용
하고 듀레이션 위험을 유지하고자, 본펀드는 지방채에 대한 비중을 늘렸습니다. 5월 펀드는 미 연준의 유동성
프로그램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주식시장 교체와 크레딧 펀더멘털 쇠퇴의 조기신호란 세가지 이슈에 인해 영향
을 받았습니다. 5월 펀드는 1.2% 하락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한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5월 22일 있었던 버냉
키 미 연준의장의 연설로 인해 통화완화정책이 예상보다 조기에 끝날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로 인
해 채권 금리가 상승하였고(미국 10년 국채금리 45bp상승), 달러강세와 더불어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었
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양호하며, 금융시장은 어느정도 과열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출구전략
에 대한 우려는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에 대한 비중을 늘린 반면,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통화에 대한 비중을 줄였습니다. 금리의 상승과 미국 경제 성장이 양질
과 고수익률 회사로 부터 좀더 경기순환적인 시장으로의 교체를 이끌면서 펀드의 주식 보유분은 5월 부진한 성
과를 시현하였습니다. 회사부채비율상승과 같은 크레딧 펀더멘털이 훼손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
니다. 리파이낸싱을 위한 수단으로 아직까지 크레딧 발행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식 보유자들에게 배
당을 주기 위한 크레딧 발행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위: %)

※ 비교지수 :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백만원)

(단위: %)

구분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단기대출및예금 구분파생상품특별자산단기대출및예금
비율## ## ## 비율## ##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94.71) - -(1.51)

- (6.79) - (100.00)- - - (94.71) - -(1.51) -

합계 - - - 38,055 - 40,178-606 - - - 2,729 -

- -

- (6.78)

USD - - - 38,055 - 37,454-606 - - - 5 -

- (0.01) - (93.22)1,134.00 - -

2,724

- - - - - - - -

- - - - 2,724 -KRW - - - - -

- (6.78)

통화

별 구

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당기 전기

- - - - - - - - - - - -

- 12 -51 -1,026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

당기 - - - -381 - -606 - -

- - - - - -전기 - - - - -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 -

해당사항 없음

▶ 손익현황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비 교 지 수 - -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 - - - - - - -

글로벌멀티에셋인컴

증권투자신탁

(채혼-재간접형)종류C-e

- - - - -

- -

비 교 지 수 - -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 - - - - -

글로벌멀티에셋인컴

증권투자신탁

(채혼-재간접형)종류C

- - - - - - -

비 교 지 수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 - - - - - - -

- -

- -

종류(Class)별 현황

글로벌멀티에셋인컴

증권투자신탁

(채혼-재간접형)종류A

-0.76 - - - - -

비 교 지 수 - - -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 - - - - - - -

슈로더글로벌멀티에셋

인컴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0.56 - - - -

최근5년

13.03.12 ~
13.06.11

▶ 기간수익률

펀드명칭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2개월 최근2년 최근3년

0.00  

0.00  

0.00  

0 0 0 1 1 1

파생상품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94.71  

-1.51  

6.79  

-20 0 20 40 60 80 100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및예금 



* ( ) : 구성 비중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단위: %, 원)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 장외파생상품 (단위: 주, 백만원, %)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원, %)

▶ 피투자펀드 투자대상(주식/채권) 상위10종목

주식

Baxter Intl Inc 0.75%

채권

Direct Line Insurance Group 0.87%

Roche Hldgs Ag 0.74% RWE 0.84%

-

구분 투자대상(발행기관 기준) 비중 구분 투자대상(발행기관 기준) 비중

콜론 신한은행 2013.06.11 1,559 2.46 2013.06.12

1,585 1,576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비고

통화선물환 Hana Bank(해외) USD 매도 2013.08.30 1

통화선물환 Hana Bank(해외) USD 매도 2013.08.21 2 1,673 1,640  

통화선물환 THE BANK OF NEW YORK USD 매도 2013.08.09 2 2,179 2,084 5.19(환헤지목적)

2,264 2,252 5.6(환헤지목적)

통화선물환 SC BANK USD 매도 2013.07.23 2 2,192

통화선물환 SC BANK USD 매도 2013.08.28 2

2,169 5.4(환헤지목적)

통화선물환 SC BANK USD 매도 2013.08.16 3 3,354 3,296 8.2(환헤지목적)

계약금액

SCHRODER ISF-GLB M/A INC-AC 해외수익증권 38,435

7,801 19.42(환헤지목적)

통화선물환 SC BANK USD 매도 2013.08.13 3 3,361 3,310 8.24(환헤지목적)

통화선물환 CITIBANK(이해관계인) USD 매도 2013.08.23 7 7,883

38,055 94.71 94.71/룩셈부르크/Others

취득가격 평가금액 비고

주1)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거래수수료 등

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2) 표기된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본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

다. 본 펀드는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를 통해 환헤지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환헤지 비용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주3) 환헤지방법에 관한 상세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는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헤지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으며,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헤지

에서 환손실이 발생하나 외화자산의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어 펀드 수익률을 환율 변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

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

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펀드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

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

니다.

▶ 주요자산보유현황
※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종목은 비고란에 그 비중을 기재하였습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

습니다.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종 목 명 종류 자산운용회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비중 비고

종류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자)
기초자산 매수/매도 만기일

투자설명서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100% 수준까지 원/달러 선물환 또는 선물 등을 통해 환헤

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일(2013.06.11) 현재 환헤지 비율 (2013.03.12 ~ 2013.06.11) 환헤지 비용

99.01 -

주) 자산별 비중은 펀드 총 자산을 자산별 평가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수치입니다. 전기와 당기는 공히 운용기간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펀드의 최초설정일인 2013년3월12일 이후 최초로 교부되는 본 보고서상에는 당기 자산구성현황만이 기재되었습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백만원, %)

※ 성과보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매매•중개수수료 - - 0.08 0.00

증권거래세 - - - -

0.04 1.36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 0.02 0.68 0.02

기타비용** - - 0.54 0.00

19.96 0.70

글로벌멀티에셋(채혼-재간접)C - - 5.02 1.00

슈로더글로벌멀티에셋

인컴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자산운용회사 - 0.05 1.70 0.05

판매회사

글로벌멀티에셋(채혼-재간접)A - -

글로벌멀티에셋(채혼-재간접)C-e - - 0.31 0.6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펀드 명칭 구     분
전  기 당  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o KEB Salomon Smith Barney

2109000700
o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투자의사결정 및 운

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상기 ‘운용중인 펀드 수 및 운용규모’는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요령(2012.7.20)’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집

합투자업자가 운용중인 전체 투자신탁(변액보험등 일임계약 제외)을 대상으로 하여, 상기 운용인력이 책임운용인력(부책임

운용인력)으로 있는 투자신탁중에서 당해 투자신탁을 제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비용현황

- - o 기업은행,동양선물 2109001258

김영신 2013.03.12
이사

(부책임)
10 720,472 -

협회등록번호
펀드

(개)

운용규모

(백만원)

펀드

(개)

운용규모

(백만원)

장정주 2013.03.12
부장

(책임)
7 671,548

성명 운용개시일 직위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주식 상위 10종목 비중 6.45% 채권 상위 10종목 비중 7.64%

※ 상기 투자대상 내역은 동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인 'Schroder ISF Global Multi-Asset Income(USD C Acc Class)'의

주식/채권 자산별 투자대상 상위 10종목입니다. 해당 내역은 동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일 기준 2개월 이전인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으로, 동 보고서의 실제 운용기간 내 보유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Abbvie Inc 0.67% International Public Partnerships Ltd 0.70%

Sanofi 0.63% Veolia Environment 0.69%

HICL Infrastructure Company Limited 0.72%

Astrazeneca 0.70% Old Mutual 0.76%

Cardinal Health Inc 0.70% Nara Cable 0.75%

Glaxosmithkline 0.74% American Axle and MFF 0.78%

Medtronic Inc 0.72% State of California Municipal Bond 0.77%

주식 채권

Pfizer Inc 0.69% Koninklijke KPN 0.75%

Eli Lilly & Co 0.67%



T (단위: 연환산, %)

(단위: 주,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해당사항 없음

주1)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납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 최근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 -

당기 0.71 - 0.71 0.72 0.00 0.73

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

투자신탁(채혼-재간접)종류C-e

전기 - - - -

1.11 - 1.11 1.13 0.00 1.13

0.83

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

투자신탁(채혼-재간접)종류C

전기 - - - - - -

당기

당기 0.81 - 0.81 0.83 0.00

종류(class)별 현황

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

투자신탁(채혼-재간접)종류A

전기 - - - - - -

슈로더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

권투자신탁(채혼-재간접)

전기 - - - - - -

0.02당기 0.01 0.00 0.02 0.01 0.00

▶ 총보수비용 비율

펀드 명칭 구분

해당 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

수료비율(B)
합계(A+B)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

수료비율(B)
합계(A+B)



매매수수료 비율
해당 운용기간중 펀드에서 지출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등의 매매수수료 총액을 펀드의 순자

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신탁업자 펀드의 수탁자로서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위탁을 받아 펀드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

다.

판매회사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 환매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

하는 은행,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

련된 주요 법령 및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댓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판매,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회사)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감위의 허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종류형(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부릅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내에서 투자자그룹(Class)별

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Class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Class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

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

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에서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의 코드이며, 이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펀드)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펀드) 기존에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