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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펀드 개요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장동향 및 성과

< 시장동향 >

해당 기간 글로벌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이 진행되는 상황과 중앙은행의 추가

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유

럽과 호주 등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국가 금리

는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3월 FOMC(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국은

중립금리를 낮추고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를 9월에 종료할 것임을 선언했고, 기

준금리를 동결하며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

전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긴 하였지만,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이 순조롭

게 진행되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

시가 반등하였습니다. 4월에 미국 S&P 기업들은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발표하

고 GDP 성장률도 +3.2%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중국도 GDP 성

장률,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등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들이

발표되며 경기 개선세가 나타났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협상도 진전을 보여 안

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되었고, 미국채 금리는 2.6%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5월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며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2,000

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확대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

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에 양국 간의 화해

분위기가 나타나고 보험성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

다. 미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대감으로 인해 신흥국 금리와 통화는 전반

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 운용성과 >

펀드(운용펀드 기준)의 수익률은 상승하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하에서 펀드를 구성하는 4가지 전략 (자본수익, 멀티인컴, 시장중립,

기본수익) 모두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펀드 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한 자본수익 전략에서 'MSCI ACWI World 인덱스'가 +7.7%p 상승하면

서 펀드에 가장 크게 기여했고, 멀티인컴 전략 내에서는 '부동산인프라혼합'이

+10.4%p 상승했습니다. 펀드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수익 전략에

서는 '글로벌증권' 펀드가 +2.7%p 상승하며 플러스 기여했습니다. 해당 기간

당 펀드는 투자대상 모펀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시장중립 전략 내 '스마트

롱숏50'을 대체하여 '스마트알파플러스'를 편입하였습니다. 멀티인컴전략 내에

서는 '글로벌EMP인컴배분'을 신규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수익 전략

에서는 '글로벌EMP솔루션'을 제외하고, 'BRICs인덱스(주식)'을 '이머징달러

회사채'로 변경했습니다.

운용 계획

당 펀드는 멀티인컴 전략을 중심으로 자본수익, 시장중립, 기본수익 전략을 나

누어 투자하여 원화 투자자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주식 50% + 한국채권 50%'

대비 높은 인컴을 제공하되, 같거나 낮은 수준의 변동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

다. G20 이후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큰 우려를 덜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

성이 높고,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빠

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지정학

적 리스크와 경기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

적인 통화정책 사이에 힘겨루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당 펀드는 위험 대비 안

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며, 성과의 주요 원천인 자본수익전략, 기본수익전략 외

멀티인컴전략, 시장중립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장변화에 대응할 예정입니

다.

기간수익률 (단위 : %, %p)

비교시점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펀드
2019.03.12~

2019.06.12

2018.12.12~

2019.06.12

2018.09.12~

2019.06.12

2018.06.12~

2019.06.12

2017.06.12~

2019.06.12

2016.06.12~

2019.06.12

2014.06.12~

2019.06.12

운용펀드 4.09 7.05 5.06 4.10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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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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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구성현황

전기말

당기말

※ 선물, 스왑거래의 경우 비중에서 생략됩니다.

업종별 투자비중 (당기말 기준)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위 업종구분은 주식총자산 대비 비중입니다.

국가별 투자비중 (당기말 기준)

※ 펀드의 국가별 비중은 자산의 발행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국, 홍콩 구분)

따라서 실제 자산이 거래되는 국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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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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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1. 펀드의 개요

기본정보

펀드의 설정일, 운용기간, 펀드의 특징 등 펀드의 기본 사항입니다.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혼합자산/추가형/개방형/모자형/종류형

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없습니다.

자산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일반사무관리회사 미래에셋펀드서비스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KB국민은행

판매회사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상품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

에 따라 기본수익전략, 절대수익전략, 멀티인컴전략, 자본수익전
략 등 4개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 이외에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 최초설정일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2017.03.13 BM781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 2017.06.23 BM798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e 2017.06.23 BM800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 2017.03.31 BM801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e 2017.09.29 BU545

재산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펀드 순자산 총액과 펀드 기준가격의 추이입니다.

펀드 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

투자신탁

자산 총액 9,137 93,620 924.66

부채 총액 170 394 132.49

순자산총액 8,967 93,225 939.64

기준가격 1,026.11 1,068.10 4.09

(단위 : 백만원, 원, %)

종류C-P 기준가격 1,000.00 1,038.79 3.88

종류C-Pe 기준가격 1,000.00 1,039.41 3.94

종류C-P2 기준가격 1,016.70 1,056.39 3.90

종류C-P2e 기준가격 1,000.00 1,039.53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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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0.36%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6.57%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4%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3.52%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09%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33.62%

모펀드 명칭 투자비중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8.32%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4.82%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3.86%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19.51%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7.13%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5.79%

※투자비중은자펀드가보유한모펀드의수익증권평가금액을기준으로산출합니다.

2. 수익률 현황

기간 수익률

각 기간의 펀드 수익률 입니다.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 및 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분산투자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모
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이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위:%,%p)

펀드명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2019.03.12~

2019.06.12

2018.12.12~

2019.06.12

2018.09.12~

2019.06.12

2018.06.12~

2019.06.12

2017.06.12~

2019.06.12

2016.06.12~

2019.06.12

2014.06.12~

2019.06.12

운용펀드 4.09 7.05 5.06 4.10 7.88

종류C-P 3.88 6.62 4.42 3.25

종류C-Pe 3.94 6.74 4.61 3.50

종류C-P2 3.90 6.67 4.49 3.34 6.31

종류C-P2e 3.95 6.77 4.64 3.54

추적 오차

펀드명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5.76 5.35 6.10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주식)

2.16 2.47 2.40

※ 추적오차란 일정기간 동안 펀드가 추종하는 특정 비교지수의 변동을 얼마나 충실히 따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입

니다. 이는 비교지수 수익률 대비 해당 펀드의 일간 수익률 차이의 표준편차로 기재하며 추적오차의 수치가 적을수록

해당 기간 동안 펀드가 비교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였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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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목명/업종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비고

삼성전자 / 정보 기술 28,029 1,250 1.34 대한민국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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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종류 집합투자업자 설정원본
순자산
금액

비중 비고

맥쿼리인프라 집합투자증권 Macquarie 529,623 6,276 6.70 자산5%초과

맵스미국9-2호 집합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3,331,103 3,398 3.63

맵스리얼티1 집합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448,270 2,01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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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종류 집합투자업자 설정원본
순자산
금액

비중 비고

TIGER 단기통안채 집합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14,815 1,494 1.60

iShares iBoxx $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

집합투자증권 BlackRock 9,834 1,410 1.51

ARIRANG 코스피50 집합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68,376 1,247 1.33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구분 금융기관
단기대출/예금

일자
단기대출/예금

금액
적용금리 상환(만기)일 비중 비고

콜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19.06.12 6,424 1.58 2019.06.13 6.86 자산5%초과

콜론 한국씨티은행 2019.06.12 4,253 1.58 2019.06.13 4.54

기타
(단위:백만원,%)

구분 종목명 취득가액 비중 비고

기타자산 REPO 1,712 1.83

장내파생상품 계약현황
(단위:백만원)

종목명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고

선물2019년06월물 매도 46 3,105

선물2019년09월물 매도 24 1,627

MSCI Emerging Mkt Jun19 매수 5 260

국채선물2019년06월물 매수 2 234

US 10YR NOTE FUT (CBOT)
SEP19

매도 1 197

삼성전자선물1906 매수 358 160

US 5YR NOTE (CBT) Sep19 매도 1 147

90DAY EURO$ FUTR Mar21 매도 0 98

90DAY EURO$ FUTR Jun21 매도 0 98

90DAY EURO$ FUTR Dec20 매도 0 98

90DAY EURO$ FUTR Sep20 매도 0 98

90DAY EURO$ FUTR Sep21 매도 0 98

90DAY EURO$ FUTR Dec21 매도 0 98

90DAY EURO$ FUTR Jun20 매도 0 98

90DAY EURO$ FUTR Mar20 매도 0 98

코스닥150선물2019년06월물 매도 6 61

선물2019년09월물 매수 1 48

선물2019년06월물 매수 0 23

SPX US 06/21/19 C2930 INDEX 매도 6 6

HSCEI 07/30/19 C10800 INDEX 매도 5 4

NOVN SW 06/21/19 C86 EQUITY 매도 3 1

MQG AU 07/25/19 C126 EQUITY 매도 6 1

CBA AU 07/25/19 C81 EQUITY 매도 5 1

June 19 Calls on UKX 매도 2 0

ROG SW 06/21/19 C275 EQUITY 매도 1 0

June 19 Calls on SX5E 매도 8 0

NESN SW 06/21/19 C102
EQUITY

매도 3 0

NKY 06/14/19 C22250 INDEX 매도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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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투자비중 (당기말 기준)

매수(LONG) 포지션

※ 위 업종구분은 한국 거래소/GICS(Global Industry Clasification Standard)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위 업종구분은 주식총자산 대비 비중입니다.

매도(SHORT) 포지션

※ 위 업종구분은 한국 거래소/GICS(Global Industry Clasification Standard)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위 업종구분은 주식총자산 대비 비중입니다.

롱숏투자비중 현황

매수(LONG)포지션 매도(SHORT)포지션 순(NET)포지션

97.7 2.29 95.4

※ 순(NET)포지션은 매수 (LONG)포지션에서 매도(SHORT)포지션을 차감한 비율입니다.

※ 위 투자비율은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의 거래를 제외한 주식자산 내 비중입니다.

(단위:%)(당기말 기준)

매도(SHORT)포지션 금액 전체자산 대비 비중

358,719,267 0.38

매도(SHORT)포지션 현황

(단위:원,%)

※ 위 매도(SHORT)포지션 비중은 전체자산 대비 비중으로서 주식자산 내 비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기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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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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

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

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

탁(채권혼합) -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 실행이 가능한 외화자

산에 대하여 80% 수준의 환헤지를 목표로 합니다.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

한 통화(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에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이 투자

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운용역의 투자전략 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

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 헤지포지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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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9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보유현황 및 평가 금액
(단위:만,만원)

종목 거래상대
기초
자산

매수(도)
구분

만기일 계약수 평가금액

FX스왑 AUD 190416
-2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11 9,119

FX스왑 CHF 190416
-23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2 1,911

FX스왑 CHF 190416
-24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9 11,229

FX스왑 GBP 190416
-2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2 2,768

FX스왑 JPY 190416
-26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1,885 20,603

FX스왑 USD 190416
-27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252 297,426

FX스왑 USD 190416
-31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184 217,215

FX스왑 EUR 190416
-50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2 3,219

FX스왑 EUR 190416
-51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35 47,105

FX스왑 GBP 190416
-52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14 20,944

FX스왑 USD 190416
-65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27 31,424

FX스왑 HKD 190417
-32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6.14 579 87,586

FX스왑 USD 190418
-0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27 31,424

FX스왑 JPY 190424
-34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05 284 3,107

FX스왑 JPY 190424
-3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05 274 2,992

FX스왑 USD 190424
-36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05 10 11,826

FX스왑 EUR 190424
-82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05 4 5,229

FX스왑 EUR 190424
-83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05 1 1,837

FX스왑 HKD 190424
-84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05 32 4,774

FX스왑 JPY 190424
-85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05 253 2,762

FX스왑 USD 190425
-5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수 2019.07.05 4 4,980

FX스왑 JPY 190426
-09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수 2019.07.05 84 921

FX스왑 USD 190426
-10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수 2019.07.05 3 3,735

FX스왑 USD 190503
-1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6.18 36 42,511

FX스왑 USD 190503
-14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6.18 10 11,553

종목 거래상대
기초
자산

매수(도)
구분

만기일 계약수 평가금액

FX스왑 USD 190503
-44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6.18 8 9,123

FX스왑 USD 190503
-46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6.18 95 112,028

FX스왑 GBP 190503
-48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6.18 1 2,016

FX스왑 USD 190503
-50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6.18 7 8,355

FX스왑 USD 190503
-52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6.18 28 32,720

FX스왑 USD 190503
-54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6.18 50 58,690

FX스왑 USD 190503
-56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6.18 5 5,551

FX스왑 USD 190503
-57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6.18 13 15,761

FX스왑 USD 190503
-59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6.18 2 1,806

FX스왑 USD 190507
-31

ANZ 통화 매도 2019.07.05 2 2,219

FX스왑 USD 190507
-33

ANZ 통화 매도 2019.07.05 4 4,752

FX스왑 USD 190507
-35

ANZ 통화 매도 2019.07.05 7 7,719

FX스왑 USD 190507
-36

ANZ 통화 매도 2019.07.05 27 31,490

FX스왑 USD 190507
-38

ANZ 통화 매도 2019.07.05 1 1,134

FX스왑 USD 190507
-59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05 27 31,581

FX스왑 USD 190507
-61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05 125 148,078

FX스왑 USD 190507
-63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05 4 4,301

FX스왑 USD 190507
-65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05 77 90,434

FX스왑 USD 190507
-66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05 24 28,271

FX스왑 USD 190507
-68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05 2 2,580

FX스왑 USD 190507
-70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05 24 27,837

FX스왑 HKD 190508
-11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2 42 6,363

FX스왑 USD 190508
-20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16 18,885

FX스왑 EUR 190508
-32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12 5 6,079

FX스왑 HKD 190508
-33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12 179 27,044

FX스왑 HKD 190509
-38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수 2019.06.14 42 6,370

FX스왑 JPY 190510
-BE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120 1,311

FX스왑 AUD 190510
-BR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4 2,957

FX스왑 USD 190510
-C5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16 22 26,148

FX스왑 USD 190510
-C7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16 11 12,709

FX스왑 USD 190510
-C9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16 73 86,032

FX스왑 USD 190510
-CB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16 13 14,939

FX스왑 USD 190510
-CC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16 70 82,426

FX스왑 USD 190513
-08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20 23,569

FX스왑 HKD 190515
-60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19 44 6,680

FX스왑 USD 190516
-1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23 53 62,439

FX스왑 HKD 190516
-24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19 53 7,952

FX스왑 EUR 190516
-25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12 0 565

FX스왑 EUR 190516
-28

ANZ 통화 매도 2019.07.23 13 17,073

FX스왑 USD 190516
-35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23 3 3,077

FX스왑 USD 190516
-37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23 18 21,068

FX스왑 USD 190516
-39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23 29 34,584

FX스왑 USD 190516
-41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23 2 2,520

FX스왑 USD 190516
-43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23 11 12,994

FX스왑 USD 190516
-45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23 53 62,439

FX스왑 USD 190516
-46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23 26 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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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거래상대
기초
자산

매수(도)
구분

만기일 계약수 평가금액

FX스왑 USD 190516
-48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23 16 18,699

FX스왑 CAD 190517
-2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20 4 3,397

FX스왑 CAD 190517
-26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20 1 1,132

FX스왑 CHF 190517
-27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20 0 555

FX스왑 CHF 190517
-28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20 0 139

FX스왑 EUR 190517
-29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20 1 1,245

FX스왑 EUR 190517
-30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20 6 7,912

FX스왑 GBP 190517
-31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20 6 8,371

FX스왑 GBP 190517
-3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20 1 988

FX스왑 JPY 190517
-33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20 369 4,034

FX스왑 USD 190517
-34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20 156 183,964

FX스왑 USD 190520
-07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33 39,282

FX스왑 USD 190521
-1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수 2019.07.05 3 3,112

FX스왑 USD 190521
-42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30 7 7,898

FX스왑 USD 190521
-44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30 22 26,252

FX스왑 AUD 190521
-46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30 5 4,084

FX스왑 CAD 190521
-47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30 4 3,602

FX스왑 EUR 190521
-49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30 15 20,738

FX스왑 JPY 190521
-51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30 1,142 12,489

FX스왑 USD 190521
-53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30 19 22,891

FX스왑 USD 190521
-55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30 34 40,521

FX스왑 USD 190521
-57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30 28 33,334

FX스왑 USD 190521
-58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30 34 39,951

FX스왑 USD 190521
-60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30 9 11,172

FX스왑 HKD 190522
-3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26 137 20,672

FX스왑 HKD 190522
-50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26 21 3,180

FX스왑 USD 190522
-60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30 1 1,248

FX스왑 USD 190523
-14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16 24 28,230

FX스왑 USD 190524
-41

ANZ 통화 매도 2019.07.16 14 16,988

FX스왑 USD 190524
-42

ANZ 통화 매도 2019.07.16 3 3,747

FX스왑 USD 190524
-47

ANZ 통화 매도 2019.08.01 13 15,460

FX스왑 USD 190524
-49

ANZ 통화 매도 2019.08.01 39 46,360

FX스왑 USD 190524
-50

ANZ 통화 매도 2019.08.01 49 57,886

FX스왑 USD 190524
-58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8.01 114 134,825

FX스왑 USD 190527
-1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12 14,164

FX스왑 USD 190528
-31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8.06 21 24,354

FX스왑 USD 190528
-33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8.06 17 19,698

FX스왑 USD 190528
-35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8.06 1 1,515

FX스왑 USD 190528
-37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8.06 96 113,830

FX스왑 USD 190528
-38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8.06 85 100,338

FX스왑 USD 190529
-1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33 39,282

FX스왑 EUR 190529
-1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02 5 6,933

FX스왑 EUR 190529
-34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8.02 1 1,132

FX스왑 HKD 190529
-35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8.02 21 3,180

FX스왑 HKD 190529
-36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8.02 263 39,744

FX스왑 USD 190530
-62

ANZ 통화 매도 2019.07.05 2 2,124

종목 거래상대
기초
자산

매수(도)
구분

만기일 계약수 평가금액

FX스왑 CHF 190531
-11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수 2019.08.20 0 46

FX스왑 USD 190531
-25

ANZ 통화 매도 2019.08.08 76 89,532

FX스왑 USD 190531
-27

ANZ 통화 매도 2019.08.08 7 8,736

FX스왑 USD 190531
-29

ANZ 통화 매도 2019.08.08 53 62,511

FX스왑 USD 190531
-33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8.08 2 2,445

FX스왑 USD 190531
-35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8.08 20 23,264

FX스왑 USD 190531
-37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8.08 15 18,172

FX스왑 USD 190531
-38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8.08 85 100,545

FX스왑 USD 190531
-48

State Street (FX) 통화 매수 2019.08.06 54 64,155

FX스왑 USD 190531
-50

State Street (FX) 통화 매수 2019.08.06 63 74,639

FX스왑 USD 190531
-51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8.06 118 138,794

FX스왑 EUR 190603
-10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20 7 9,857

FX스왑 HKD 190603
-15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수 2019.08.02 53 7,949

FX스왑 JPY 190603
-18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수 2019.07.05 79 863

FX스왑 USD 190604
-73

ANZ 통화 매도 2019.08.06 1 874

FX스왑 USD 190604
-76

State Street (FX) 통화 매수 2019.08.08 48 56,162

FX스왑 USD 190604
-77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16 24 28,729

FX스왑 HKD 190605
-16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02 26 3,974

FX스왑 EUR 190605
-2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09 1 1,557

FX스왑 JPY 190605
-26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09 453 4,956

FX스왑 HKD 190605
-41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8.09 432 65,166

FX스왑 JPY 190605
-42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8.09 53 576

FX스왑 USD 190605
-57

ANZ 통화 매도 2019.07.16 3 3,997

FX스왑 EUR 190607
-36

ANZ 통화 매도 2019.07.23 6 8,376

FX스왑 HKD 190610
-12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7.19 21 3,181

FX스왑 EUR 190610
-14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09 1 849

FX스왑 JPY 190610
-15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09 32 346

FX스왑 EUR 190610
-29

ANZ 통화 매수 2019.07.23 7 9,086

FX스왑 JPY 190611
-47

한국씨티은행 통화 매도 2019.08.09 42 461

FX스왑 AUD 190612
-24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1 591

FX스왑 USD 190612
-25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7.18 33 39,281

FX스왑 HKD 190612
-37

홍콩상하이은행 통화 매도 2019.08.16 537 81,043

FX스왑 USD 190612
-46

State Street (FX) 통화 매도 2019.07.23 3 3,996

4. 펀드매니저(운용전문인력)현황

운용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 정보입니다.

(단위:개,억원)

이름 김정욱 운용중인 펀드의 수 9

연령 39 운용중인 펀드의 규모 5,235

직위 운용전문인력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개수 : 0

협회등록번호 2115000354 운용규모 : 0

이름 허준혁 운용중인 펀드의 수 56

연령 45 운용중인 펀드의 규모 29,704

직위 해외위탁운용역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개수 : 0

협회등록번호 2109000973 운용규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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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Rahul Chadha 운용중인 펀드의 수 65

연령 44 운용중인 펀드의 규모 21,922

직위 해외위탁운용역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개수 : 0

협회등록번호 운용규모 : 0

이름 Ryan Coyle 운용중인 펀드의 수 44

연령 40 운용중인 펀드의 규모 22,208

직위 해외위탁운용역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개수 : 0

협회등록번호 운용규모 : 0

※ 기준일자 : 2019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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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6 0 0.06

당기 0.06 0 0.06

종류C-P
전기 0.79 0.18 0.97

당기 0.79 0.1 0.89

종류C-Pe
전기 0.59 0.19 0.78

당기 0.58 0.1 0.68

종류C-P2
전기 0.72 0.17 0.89

당기 0.72 0.09 0.81

종류C-P2e
전기 0.55 0.17 0.72

당기 0.55 0.1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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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06 27 0.06

판매회사 4 0.09 38 0.09

종류C-P 2 0.04 22 0.05

종류C-Pe 0 0.00 2 0.00

종류C-P2 2 0.04 13 0.03

종류C-P2e 0 0.00 1 0.00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2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2 0.01

보수 합계 8 0.16 69 0.16

기타비용* 0 0.01 3 0.01

조사분석서비스비용 0 0.00 0 0.00

매매체결서비스비용 2 0.04 11 0.03

증권거래세 2 0.04 1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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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비율 : 펀드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6. 투자자산매매내용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해당기간의 매매량, 매매금액, 매매회전율 입니다.
(단위:백만원,%)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수량 매매금액 수량 매매금액 해당분기 연환산

12,543,467 12,985 1,977,931 5,595 23.47 93.11

*매매회전율(해당분기)이란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매매회전율이 높으면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가 발생해 투자

자의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최근 3분기의 매매회전율 추이입니다.
(단위:%)

기간 매매회전율

2018.09.13 ~ 2018.12.12 113.59

2018.12.13 ~ 2019.03.12 34.68

2019.03.13 ~ 2019.06.12 23.47

7.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당기말 기준)

8.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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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 미래에셋평생소
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의 자산운용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KB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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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비
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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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1)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발생한 펀드 수시공시사항

- 수시공시에 대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펀드공시/수시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
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소규모펀드

해당사항 없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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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