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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펀드 개요

이 투자신탁은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 등의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시장동향 및 성과

< 시장동향 >

해당 기간 주요국 국채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대체로 강세를 보

이다가 3월 초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채권 발행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급격한

되돌림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채권 내 위험자산인 이머징, 회사채의 경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2월 미중무역협상 타결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강화시킴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 약세,

채권 내 상대적 위험자산인 회사채, 이머징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 1월 초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2월 중순 이후 세계적인 확산을 보이기 시작하고 3월 들어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빠른 확산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시장 심리가 전환되

었습니다. 3월 초부터 G7의 공동대응 선언을 시작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선 미

국 연방준비은행을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금리 인하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지출을 결정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경기 기대감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회사채와 이머징 채권이 약세를

보였으며,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다

는 점에서 국채는 발행 부담으로 약세 되돌림 흐름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글로

벌 채권 자산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 운용성과 >

펀드(운용펀드 기준)의 수익률은 하락하였고, 참조지수를 하회하는 성과를 기

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국채 금리 전반이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인한 발

행 우려로 상승기조를 보이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이머징, 회사채의 급격한 약세를 유발함에 따라 해당 기간 신용물의 성과가 크

게 부정적이었습니다. 높은 이자 수익과 함께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대규모 채

권 매입으로 미국 국채 중심의 자본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 부분 손실을

제한하였음에도 펀드는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운용 계획

향후에도 현재 전략에서 크게 변화 없이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량한 자

산, 매매가 용이한 자산에 집중할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지션의 대부분은 즉각적인 매매가 가능한 우량자산 중

심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며, 일시적인 가격 상승 상황은 매매가 다소 불리한

자산을 매도하고 매매가 용이한 자산으로 조정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입니다.

기간수익률 (단위 : %, %p)

비교시점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펀드
2019.12.31~

2020.03.31

2019.09.30~

2020.03.31

2019.06.30~

2020.03.31

2019.03.31~

2020.03.31

2018.03.31~

2020.03.31

2017.03.31~

2020.03.31

2015.03.31~

2020.03.31

운용펀드 -4.18 -3.36 -1.41 1.23 3.95 5.60 13.68

(참조지수대비 성과) (-4.93) (-4.14) (-3.19) (-1.80) (-3.69) (-3.84) (-1.04)

참조지수 0.75 0.78 1.78 3.03 7.64 9.44 14.72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펀드의 투자실적은 펀드의 종류형별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운용상세 보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구성현황

전기말

당기말

※ 선물, 스왑거래의 경우 비중에서 생략됩니다.

국가별 투자비중 (당기말 기준)

※ 펀드의 국가별 비중은 자산의 발행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국, 홍콩, 타이완 구분) 따라서 실제 자산이 거래되는

국가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의 발행국과 해당 피투자펀드가 실제 투자

하는 국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운용사의 집합투자기구 및 외화수익증권을 재간접 투자 방식으로 담는 경우에는 투자종목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미분류집합투자'로 표기됩니다.

※ 위 국가별 투자비중은 단기대출 및 예금을 제외한 비중입니다.

01 작성운용기간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03월 31일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1. 펀드의 개요

기본정보

펀드의 설정일, 운용기간, 펀드의 특징 등 펀드의 기본 사항입니다.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채권형/추가형/개방형/모자형/종류형/전환형

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없습니다.

자산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일반사무관리회사 미래에셋펀드서비스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홍콩상하이은행

판매회사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상품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100% 이

하로 투자합니다.

펀드명 최초설정일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2009.06.30 93452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A 2009.06.30 93453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 2009.06.30 93454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2 2010.05.19 95597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F 2011.01.14 47243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3 2011.04.25 A2686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A-e 2012.10.22 A7564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AG 2019.09.11 C3397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C-e 2017.09.14 BW173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S 2014.05.13 AR692

재산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펀드 순자산 총액과 펀드 기준가격의 추이입니다.

펀드 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

투자신탁1호(채권)

자산 총액 652,546 590,384 -9.53

부채 총액 51,992 4,753 -90.86

순자산총액 600,554 585,631 -2.48

기준가격 1,000.86 959.07 -4.18

(단위 : 백만원, 원, %)

종류A 기준가격 1,000.00 956.62 -4.34

종류C 기준가격 1,002.96 959.10 -4.37

종류C-2 기준가격 - 1,002.19 -

종류F 기준가격 1,000.61 957.94 -4.26

종류C-3 기준가격 1,000.29 957.58 -4.27

종류A-e 기준가격 1,000.00 956.99 -4.30

종류AG 기준가격 1,000.00 956.86 -4.31

종류C-e 기준가격 1,000.00 956.82 -4.32

종류S 기준가격 1,000.00 956.98 -4.30

※ 자산총액 : 펀드운용자금 총액입니다.

※ 부채총액 : 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의 총액입니다. 단, 미지급해지대금을 포함하는 값입니다.

※ 순자산총액 : 자산-부채로서 순수한 펀드자금의 총액입니다.

※ 기준가격 :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펀드의 구성

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 각각의 투자비중입니다.

모펀드 명칭 투자비중

모펀드 명칭 투자비중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100%

※투자비중은자펀드가보유한모펀드의수익증권평가금액을기준으로산출합니다.

2. 수익률 현황

기간 수익률

각 기간의 펀드 수익률 입니다.

참조지수 : [정기예금금리+150bp](50%) + KIS종합채권지수(50%)

< 정기예금금리 >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6개월 만기 정기예금 단순평균금리
< KIS종합채권지수 > KIS채권평가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채권지수

(단위:%,%p)

펀드명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2019.12.31~

2020.03.31

2019.09.30~

2020.03.31

2019.06.30~

2020.03.31

2019.03.31~

2020.03.31

2018.03.31~

2020.03.31

2017.03.31~

2020.03.31

2015.03.31~

2020.03.31

운용펀드 -4.18 -3.36 -1.41 1.23 3.95 5.60 13.68

(참조지수대비 성과) (-4.93) (-4.14) (-3.19) (-1.80) (-3.69) (-3.84) (-1.04)

종류A -4.34 -3.68 -1.90 0.56 2.59 3.53 10.00

종류C -4.37 -3.75 -2.01 0.42 2.30 3.10 9.23

종류C-2

종류F -4.26 -3.53 -1.68 0.86 3.21 4.47 11.66

종류C-3 -4.27 -3.54 -1.70 0.84 3.17 4.41 11.54

종류A-e -4.30 -3.61 -1.79 0.71 2.90 3.96 10.56

종류AG -4.31 -3.63

종류C-e -4.32 -3.64 -1.84 0.64 2.75

종류S -4.30 -3.61 -1.79 0.71 2.90 4.00 10.82

참조지수 0.75 0.78 1.78 3.03 7.64 9.44 14.72

3. 자산현황

펀드자산총액에서 파생상품의 거래는 발생시 모두 기재되며, 전체 보유자산(주
식, 채권, 단기대출 및 예금 등)의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 5%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주요 자산보유 현황 (당기말 기준)

채권
(단위:백만원,%)

종목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비고

B 09/03/20 23 27,627 2020.03.05 2020.09.03 4.68

B 04/28/20 15 17,735 2020.03.03 2020.04.28 3.00

통화안정증권01810
-2102-02

16,939 17,104 2019.02.02 2021.02.02 2.90

국고채권01875-29
06(19-4)

12,535 12,937 2019.06.10 2029.06.10 2.19

B 06/04/20 10 12,372 2019.12.05 2020.06.04 2.10

통안01740-2104-
02

12,196 12,338 2019.04.02 2021.04.02 2.09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위:좌,백만원,%)

종목 종류 집합투자업자
설정원본

(피투자펀드 기준)
순자산
금액

비중 비고

iShares JP Morgan USD
Emerging Markets
Bond ETF

집합투자증권 BlackRock 183,946 21,816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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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구분 금융기관
단기대출/예금

일자
단기대출/예금

금액
적용금리 상환(만기)일 비중 비고

콜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20.03.31 10,312 0.58 2020.04.01 1.75

기타
(단위:백만원,%)

구분 종목명 취득가액 비중 비고

기타자산 REPO 47,092 7.98

기타자산 미수입금 25,387 4.30

*기타자산의 경우 자산의 특성에 맞게 주요내용만을 기재하고 있어, 자산구성현황의 기타 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 계약현황
(단위:백만원)

종목명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고

EURO-BOBL FUTURE Jun20 매도 68 12,294

FNCL3_0420 매수 8,808,452 11,258

FNCL2.5_0420 매수 3,387,866 4,285

US 5YR NOTE (CBT) JUN 20 매도 12 1,862

90DAY EURO$ FUTR Mar21 매도 5 1,645

90DAY EURO$ FUTR Jun21 매도 5 1,645

90DAY EURO$ FUTR Sep21 매도 5 1,645

90DAY EURO$ FUTR Dec21 매도 5 1,644

90DAY EURO$ FUTR Dec20 매도 5 1,644

90DAY EURO$ FUTR Sep20 매도 5 1,643

US 10YR NOTE FUT (CBOT) JUN
2020

매도 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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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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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환율 하락(원화강세) : 펀드 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율 상승(원화약세) : 펀드 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투자설명서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매니저의 투자전략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

헤지를 합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

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헤지포지션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비용 및

환헤지로 인한

손익

환헤지비용은 환헤지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

지로 발생한 손익사항 역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손익을 정

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위:%)

기준일 현재 환헤지 비율 104.79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보유현황 및 평가 금액
(단위:만,만원)

종목 거래상대
기초
자산

매수(도)
구분

만기일 계약수 평가금액

FX스왑 AUD 200221
-36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2 50 37,811

FX스왑 CAD 200221
-38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2 56 47,945

FX스왑 GBP 200221
-40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2 71 105,760

FX스왑 JPY 200221
-4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2 25,545 286,603

FX스왑 USD 200221
-92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02 700 851,983

FX스왑 USD 200221
-94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02 743 904,514

종목 거래상대
기초
자산

매수(도)
구분

만기일 계약수 평가금액

FX스왑 EUR 200221
-96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02 334 446,658

FX스왑 USD 200221
-98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02 374 455,804

FX스왑 USD 200221
-A0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02 759 923,418

FX스왑 USD 200221
-A2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02 147 179,411

FX스왑 USD 200221
-A3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02 559 680,524

FX스왑 USD 200221
-A5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02 231 281,366

FX스왑 AUD 200224
-11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2 13 9,930

FX스왑 EUR 200224
-1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2 27 36,290

FX스왑 JPY 200224
-13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2 678 7,602

FX스왑 USD 200224
-14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2 24 28,871

FX스왑 GBP 200224
-1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수 2020.04.02 10 15,228

FX스왑 USD 200228
-49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7 204 248,298

FX스왑 USD 200228
-51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7 612 744,580

FX스왑 USD 200228
-53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7 280 340,634

FX스왑 USD 200228
-54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7 1,423 1,732,222

FX스왑 USD 200228
-B5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07 1,829 2,226,908

FX스왑 USD 200305
-3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07 779 948,498

FX스왑 USD 200310
-39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14 204 248,144

FX스왑 USD 200310
-41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14 216 263,351

FX스왑 USD 200310
-43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14 136 166,026

FX스왑 USD 200310
-44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14 488 593,717

FX스왑 USD 200310
-B1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14 561 682,915

FX스왑 USD 200310
-B3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14 490 596,235

FX스왑 USD 200310
-B5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14 100 122,277

FX스왑 USD 200310
-B7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14 652 793,192

FX스왑 USD 200310
-B8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14 349 424,472

FX스왑 USD 200310
-BA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14 432 525,161

FX스왑 USD 200312
-AL

State Street (FX) 통화 매수 2020.04.14 24 28,861

FX스왑 USD 200316
-74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1 205 249,591

FX스왑 USD 200316
-76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1 672 817,603

FX스왑 USD 200316
-77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1 305 370,988

FX스왑 USD 200316
-79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1 869 1,057,213

FX스왑 USD 200316
-81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1 115 140,367

FX스왑 USD 200316
-AX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21 1,585 1,928,782

FX스왑 USD 200316
-AZ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21 288 350,161

FX스왑 USD 200316
-B1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21 553 672,612

FX스왑 USD 200316
-B3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21 247 300,088

FX스왑 USD 200316
-B4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4.21 1,009 1,227,578

FX스왑 USD 200317
-7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수 2020.04.07 423 515,488

FX스왑 USD 200318
-71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229 279,022

FX스왑 USD 200318
-73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1,536 1,868,351

FX스왑 USD 200318
-7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151 184,250

FX스왑 USD 200318
-77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688 837,229

FX스왑 USD 200318
-79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820 997,154

FX스왑 USD 200318
-81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338 411,289

FX스왑 USD 200318
-8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779 947,860

03 작성운용기간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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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거래상대
기초
자산

매수(도)
구분

만기일 계약수 평가금액

FX스왑 USD 200318
-83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214 259,749

FX스왑 USD 200318
-8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127 154,775

FX스왑 USD 200318
-87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91 110,743

FX스왑 USD 200318
-89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147 179,113

FX스왑 USD 200318
-C2

State Street (FX) 통화 매수 2020.04.21 68 82,442

FX스왑 USD 200318
-C3

State Street (FX) 통화 매수 2020.04.28 37 45,332

FX스왑 USD 200319
-A0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수 2020.04.28 322 391,506

FX스왑 USD 200319
-BJ

State Street (FX) 통화 매수 2020.04.07 982 1,195,932

FX스왑 USD 200320
-7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5.12 422 513,531

FX스왑 USD 200320
-77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5.12 1,159 1,409,510

FX스왑 USD 200320
-79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5.12 73 88,775

FX스왑 USD 200320
-81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5.12 54 65,341

FX스왑 USD 200320
-83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5.12 742 901,591

FX스왑 USD 200320
-84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5.12 810 984,965

FX스왑 USD 200320
-86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5.12 73 89,153

FX스왑 USD 200320
-88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5.12 317 385,976

FX스왑 USD 200320
-AQ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수 2020.04.28 61 74,180

FX스왑 USD 200320
-CR

State Street (FX) 통화 매수 2020.04.14 75 90,707

FX스왑 USD 200324
-91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수 2020.04.21 237 288,545

FX스왑 USD 200324
-9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수 2020.04.21 78 94,808

FX스왑 USD 200324
-AF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1 889 1,081,070

FX스왑 USD 200324
-AH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1 746 906,891

FX스왑 USD 200324
-AK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1 810 984,470

FX스왑 USD 200324
-AM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1 203 246,241

FX스왑 USD 200324
-AP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1 161 195,857

FX스왑 USD 200324
-AR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1 361 438,766

FX스왑 USD 200324
-AT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1 391 475,193

FX스왑 USD 200324
-AW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1 641 778,920

FX스왑 USD 200324
-BB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1 1,375 1,670,748

FX스왑 USD 200326
-24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1 220 267,935

FX스왑 USD 200326
-2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수 2020.04.21 68 82,442

FX스왑 USD 200326
-26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10 12,363

FX스왑 USD 200326
-27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24 28,848

FX스왑 USD 200327
-4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5.26 847 1,029,245

FX스왑 USD 200327
-50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14 24 28,861

FX스왑 USD 200327
-5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34 41,211

FX스왑 USD 200327
-5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4.28 203 247,268

FX스왑 EUR 200327
-B2

ANZ 통화 매수 2020.05.26 8 10,755

FX스왑 USD 200327
-B4

ANZ 통화 매도 2020.05.26 690 838,409

FX스왑 USD 200327
-B6

ANZ 통화 매도 2020.05.26 2,290 2,782,331

FX스왑 USD 200327
-BB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6 150 182,104

FX스왑 USD 200327
-BD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6 48 58,509

FX스왑 USD 200327
-BF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6 139 168,310

FX스왑 USD 200327
-BH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6 239 290,131

FX스왑 USD 200327
-BK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6 847 1,029,245

FX스왑 USD 200327
-BM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6 246 298,495

종목 거래상대
기초
자산

매수(도)
구분

만기일 계약수 평가금액

FX스왑 USD 200327
-BW

State Street (FX) 통화 매수 2020.05.21 176 214,123

FX스왑 USD 200330
-53

State Street (FX) 통화 매수 2020.05.21 125 152,356

FX스왑 USD 200330
-54

State Street (FX) 통화 매수 2020.05.21 44 53,531

FX스왑 USD 200330
-55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5.21 146 177,063

FX스왑 AUD 200331
-1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6.02 64 47,651

FX스왑 CAD 200331
-14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6.02 56 47,877

FX스왑 GBP 200331
-16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6.02 60 90,453

FX스왑 JPY 200331
-18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20.06.02 26,204 294,297

FX스왑 USD 200331
-68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6.02 690 838,526

FX스왑 USD 200331
-70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6.02 733 890,227

FX스왑 EUR 200331
-72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6.02 334 446,841

FX스왑 USD 200331
-74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6.02 441 535,721

FX스왑 USD 200331
-76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6.02 748 908,832

FX스왑 USD 200331
-78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6.02 147 179,042

FX스왑 USD 200331
-79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6.02 559 679,127

FX스왑 USD 200331
-81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20.06.02 228 276,921

4. 펀드매니저(운용전문인력)현황

운용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 정보입니다.

(단위:개,억원)

이름 송진용 운용중인 펀드의 수 275

연령 45 운용중인 펀드의 규모 90,420

직위 운용전문인력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개수 : 0

협회등록번호 2109001012 운용규모 : 0

이름 허준혁 운용중인 펀드의 수 58

연령 46 운용중인 펀드의 규모 43,512

직위 해외위탁운용역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개수 : 0

협회등록번호 2109000973 운용규모 : 0

※ 기준일자 : 2020년 02월 29일

5. 비용현황

총보수 비용 비율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기타비용 및 매매중개 수수료를 연간단위로 환산한 수
치입니다.

(단위 : 연환산, %)

펀드 구분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운용펀드
전기 0 0 0.00

당기 0 0 0.00

종류A
전기 0.68 0 0.68

당기 0.69 0.01 0.70

종류C
전기 0.82 0 0.82

당기 0.83 0.01 0.84

종류C-2
전기 0 0 0.00

당기 0.53 0 0.53

종류F
전기 0.38 0 0.38

당기 0.39 0.01 0.40

04 작성운용기간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03월 31일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펀드 구분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종류C-3
전기 0.4 0 0.40

당기 0.41 0.01 0.42

종류A-e
전기 0.53 0 0.53

당기 0.54 0.01 0.55

종류AG
전기 0.58 0 0.58

당기 0.59 0.01 0.60

종류C-e
전기 0.6 0 0.60

당기 0.61 0.01 0.62

종류S
전기 0.53 0 0.53

당기 0.54 0.01 0.55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

평균 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 비용수준을 나타냅

니다.

※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총보수 비용비율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는 ‘추정치’이며 실제보수는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기타비용’은 해

당 정보를 알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

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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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비용지급 현황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기타비용, 매매중개수수료 및 증권거래세입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520 0.08 478 0.07

판매회사 154 0.02 139 0.02

종류A 37 0.01 38 0.01

종류C 88 0.01 70 0.01

종류C-2 0 0.00 2 0.00

종류C-3 15 0.00 13 0.00

종류A-e 7 0.00 8 0.00

종류AG 0 0.00 0 0.00

종류C-e 6 0.00 7 0.00

종류S 1 0.00 1 0.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69 0.01 64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35 0.01 32 0.00

보수 합계 778 0.11 712 0.11

기타비용* 51 0.01 54 0.01

조사분석서비스비용 0 0.00 0 0.00

매매체결서비스비용 13 0.00 19 0.00

증권거래세 1 0.00 0 0.00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며, 매매/중

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비율 : 펀드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6.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당기말 기준)

7. 공지사항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습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 미래에셋글로벌다이
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의 자산운용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작성
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홍콩상하이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
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모자형구조의 펀드로서,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등의 정
보는 가입한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이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발생한 펀드 수시공시사항

- 수시공시에 대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펀드공시/수시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규모펀드

해당사항 없음

8. 자산운용보고서 확인방법 안내

- 이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은 펀드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의 변경은 펀드를 가입하신
판매회사 지점에 연락하시거나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메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객님께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관리하실 수 있습
니다.

단,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1개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
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 E-mail전환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고객센터 : 1577-1640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 :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 http://dis.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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