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형투자신탁

(운용기간 : 2019년12월30일 ~ 2020년03월29일)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주식형 펀드]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10(성수동1가)
(전화 02-6308-0500, http://www.trustonasset.com)

트러스톤자산운용㈜

o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자 투자신탁(UH) [주식] 

펀드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트러스톤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투자원칙에 집중하여 장기적으로 고객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꾸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난 3개월간의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운용실적

지난 3개월간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UH)펀드는 -13.30%의 수익률을 보여 비교지수(MSCI 

AC Asia USD Index(KRW)) -13.86% 대비 0.56%p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운용펀

드 기준) 

중동 리스크 및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증시 대폭락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동 기간 폭락하였습니다. 12월 미중 무역협상 성사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하며 급상승으로 

시작한 증시는 1월 이란 혁명 수비대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피격 사망으로 인해 급락 후 재반등 

하였습니다. 2월은 중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된 시기로 이 때 까지는 경제적 

타격의 범위가 중국 및 주변 국가로 한정되었고, 수혜주와 피해주간의 주가가 차별화 되었으나, 

3월 들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증시는 폭락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양호 

국가별로는 중국 본토가 가장 양호하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해당 기간 -8% 하락에 그치며, 

춘절 연휴 휴장 이후 폭락했던 하루를 제외하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기간 

홍콩 지수가 -17% 하락했음을 감안하면 같은 국가 내에서도 상이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이후 중국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중국 본토 

투자자들을 통해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견조했던 

증시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 매입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3월 중 

주가가 급격히 반등하는 보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TOPIX 지수는 -16% 

하락하였습니다.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는 
대부분 부진 

반면 증시가 가장 부진했던 국가는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순이었고 -30% 전후로 

하락하였습니다. 경제 구조가 취약한 나라일 수록 글로벌 증시 폭락 시 더욱 증시가 부진했던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다만 해당 국가들은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외환보유고를 넉넉하게 보유 중이며, 지불 불능 사태 등의 시스템적인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각각 살펴보면, 필리핀은 한동안 증시뿐만 아리나 

외환 시장도 폐장했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 점이 외국인 자금 이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태국의 경우 당초 금융기관들의 부실 충당금 규모가 202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경제 전반이 미치는 영향이 컸기에 증시가 부진하였습니다. 

인도의 경우 동 기간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금융기관의 부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주요 도시 이동 통제에 따라 3월에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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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자 투자신탁(UH) [주식]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CIO 황성택 

해외운용본부 차장 이태하  

해외운용본부 차장 강우종 拜上 

사회적 거리두기 및 
중국 신기술 지원의 
수혜로 IT 업종 선방 

 

 업종별로는 중국의 기여로 인해 IT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양호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 데다, 이후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5G, 전기차 등 신기술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선전 

증시의 5G 관련주는 1분기에도 20~30% 상승하면서 증시의 공포와 무관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2. 운용계획 

   
4월 중 미국과 유럽 
확진자 수 증가율  

둔화 기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국면이 선언되었습니다. 중국발 공급 충격에서 

미국, 유럽발 수요 충격 국면으로 리스크가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은 1분기, 미국과 유럽은 

1~2분기 동안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과 한국의 경험으로 볼 때,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국면은 4월 중에 나타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실물경기 영향 및 
 신용경색 악순환  

대비 

 코로나19의 확산 둔화가 글로벌/아시아 증시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19의 실물경기 영향이 얼마나 크고 오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확진자 수가 감소되기 시작한 2월 하반월 이후 2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경제/생활 환경이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의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상황이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각국의 파격적  

부양 정책  
 

 그러나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역시 과거에 비해 파격적인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 1.00%p 인하와 함께 3개월짜리 RP(환매조건부 

채권) 제공, 채권, MBS(주택저당증권) 등의 무제한 자산매입 시행 등을 발표하면서 유동성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과감하게 진행 중입니다. 중국 역시 전국인민 

대표대회가 지연되고 있으나 매우 강력한 부양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며 실물경기 부진이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지속적 변화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업종에 주목 

 동 펀드에는 비관론 또는 낙관론 한 가지에 치우치기 보다는 펀드가 이제껏 지향해 온 장기성장에 

부합하는 종목을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주가 급락 상황에서 낙폭과대, 밸류에이션 

등은 상대적인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반등 국면에 대응의 핵심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시적 

충격과 지속적인 변화를 구분하고, 지속적 변화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업종을 판별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 언택트, 재택근무, 원격의료의 확산 등은 지속적 변화이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 될 사회 변화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분기 신규로 구축한 포지션들은 

중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 중국/일본의 원격 진료 업체, 각국의 컨텐츠 제작 업체 등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영역에서 우수한 기업들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기업들입니다.  

   

 
 
 

 높은 산업 경쟁력과 경제적 해자를 지니고 중장기 각 국가 내에서 큰 폭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왔으며 최근과 같은 대외변수 불확실성 확대 시기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펀드가 지향하고 있는 장기성장에 부합하는 신규 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펀드의 장기성과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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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의 개요

2.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8. 공지사항

<참고 - 펀드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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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적용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구성

BT988

최초설정일펀드의 종류 주식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B5509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판매회사주) www.trustonasset.com

자산운용회사 HSBC은행

상품의 특징

AY553

주)판매회사 : 자세한 사항은 트러스톤자산운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Y549

AY546

B5507

B5506

운용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트러스톤자산운용(주)

하나펀드서비스

존속기간

일반사무관리회사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수수료선취-온라인(Ae)

1. 펀드의 개요

AY550

B5511

AY552

AY554

펀드재산보관회사

-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60%이상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철저한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구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B5508

AY547

AY548

AY551

2014.12.30

2019.12.30 ~ 2020.03.29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 투자신탁 [주식]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자 투자신탁(UH)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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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현황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기준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

전기말펀드명칭

순자산총액 (C=A-B)

기준가격주) (E=C/D×1000)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기준가격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부채 총액 (B)

기준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당기말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증감률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자산 총액 (A)

항목

1,255.92 1,081.40 -13.56

기준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

-13.62

1,245.52 1,075.79 -13.63

1,191.43 - -

1,292.51 1,094.02

4,194 -19.43

4,019

-13.30

-5.03

12

5,206

-19.62

19 63.71

5,194

3,816

4,175

1,233.43 1,064.23 -13.72

1,250.78 1,080.31 -13.63

1,033.14 839.06 -16.47

1,088.57 924.11 -13.76

1,036.64 894.53 -13.71

1,076.64 929.53 -13.66

1,109.50 957.46 -13.70

1,120.02 965.75 -13.58

1,233.24 1,064.08 -13.72

1,030.93 876.89

1,401.59 1,198.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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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수익률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비교지수 대비 성과)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보수체감(C1~C4 통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비교지수 대비 성과)

(비교지수 대비 성과)

(비교지수 대비 성과)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비교지수 대비 성과)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비교지수 대비 성과)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최근 6개월

2. 수익률 현황

(단위 : %)

종류(Class)별 현황

주)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AC Asia USD Index(KRW) 100%

비교지수(벤치마크)

※ 상기의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당 펀드는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종류별 보수ㆍ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13.63 -8.53 -5.10 -3.14

(0.23) (0.07) (1.78) (2.71)

-13.71 -8.74 -5.44 -3.36

-13.66 -8.60 -5.21 -3.29

(0.20) (0.00) (1.68) (2.56)

-13.70 -8.68 -5.34 -3.46

(-0.10) (1.53) (2.36)

-13.58 -8.45 -4.99 -2.99

(0.28) (0.15) (1.90) (2.86)

-13.72 -8.70 -5.36 -3.49

(0.14) (-0.10) (1.52) (2.36)

-13.30 -7.89 -4.13 -1.83

(0.56) (0.71) (2.76) (4.03)

-13.72 -8.70 -5.36 -3.49

(0.14)

-6.89 -5.85-13.86 -8.61

(0.15) (-0.14) (1.45) (2.49)

-13.62 -8.53 -5.10 -3.14

(0.24) (0.08) (1.79) (2.71)

-13.63 -8.53 -5.10 -3.14

(0.23) (0.08) (1.79) (2.71)

-13.56 -8.40 -4.90 -2.86

(0.16) (-0.07) (1.55) (2.39)

(0.30) (0.21) (1.99) (2.99)

-13.42 -7.93 -4.17 -1.86

(0.44) (0.67) (2.71)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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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현황

(비교지수 대비 성과)

비교지수(벤치마크)

※ 상기의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당 펀드는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종류별 보수ㆍ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내 기타

특별자산

구분

부동산

주)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AC Asia USD Index(KRW) 100%

 최근 5년 최근 2년 최근 1년

(비교지수 대비 성과)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종류(Class)별 현황

당 기

(단위 : 백만원)

(단위 : %)

전 기

장외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기타 손익합계
주식

단기대출
및 예금

구 분
채권

증 권

실물자산어음 집합투자

파생상품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선취-온라인(Ae)

(비교지수 대비 성과) (1.9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3.36 -10.86 -2.79 -                                                 

보수체감(C1~C4 통합)

(2.71) (-2.55)

-3.29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최근 3년

-3.14 -10.31 6.38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10.58

(비교지수 대비 성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비교지수 대비 성과)

-1.83 -7.87 10.71 25.41

(4.03) (-0.12) (6.23) (17.58)

-3.49 -10.95 5.26 15.32

(2.36) (-3.19) (0.78) (7.49)

4.25 -                                                 

(2.56) (-2.83) (-0.23) -                                                 

-3.46 -10.91 -                                                 -                                                 

(2.39) (-3.15) -                                                 -                                                 

-2.99 -10.04 -                                                 -                                                 

(-2.05) (2.76) -                                                 

-1.86 -8.07 10.29 -                                                 

(2.86) (-2.28) -                                                 -                                                 

-3.49 -10.95 5.25 -                                                 

(2.36) (-3.20) (0.77) -                                                 

-3.14 -10.31 -                                                 -                                                 

(2.71) (-2.56) -                                                 -                                                 

(3.99) (-0.32) (5.80) -                                                 

(2.49) (-3.10) (-7.27) -                                                 

7.834.48-7.75-5.85

13300

-3.14 -10.31 6.37 -                                                 

(2.71) (-2.56) (1.89) -                                                 

-2.86 -9.80 7.24 -                                                 

(2.99)

0 210 0

0

0

0 0

00 0-662 0 -1 -642

237 0 3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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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성현황 (거래국가 기준)

(단위 : 백만원,%)

  *  (   ) : 구성 비중

# # 주식

0 0 채권

7 5단기대출및예금

0 1 기타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통화별
구 분

순위비중

증권

순위 업종명

3. 자산현황

주) 위의 결과는 해당 자펀드의 실제 자산보유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을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
치로 적용하여 안분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 기

비중업종명

(단위 : %)

채권주식
자산총액

단기대출및
예금

기타

전 기

6 9.28

(0.00) (0.00)

합 계

CNY

(165.94)

HKD

(149.15)

IDR

(0.08)

INR

(16.31)

JPY

(10.61)

TWD

(38.60)

USD

(1161.50)

KRW

(1.00)

3,964 0

297 0

(7.08) (0.00)

649 0

(15.48) (0.00)

100 0

(2.39) (0.00)

254 0

(6.06) (0.01)

1,450 0

(34.57) (0.00)

332 0

(7.93) (0.00)

575 0

(13.71) (0.00)

305 0

(7.28) (0.00)

37193 4,194

67 0 364

(1.59) (0.00) (8.68)

0 0 649

(0.00) (0.00) (15.48)

0 0 100

(0.00) (0.00) (2.39)

0 0 254

(0.00) (0.00) (6.07)

0 0 1,450

(34.57)

0 0 332

(0.00) (0.00) (7.93)

52 0 627

(1.24) (0.00) (14.96)

74 37 416

(1.76) (0.88) (9.92)

경기소비재 7

산업재

16.67

13.47

IT

2

27.83

5 금융

4 912.28

1

기타

의료

8

필수소비재

3

4.92

소재

통신서비스

9.58

3.06

2.91

92.72  

0.00  

6.98  

0.29  

-20 0 20 40 60 80 100

주식 

채권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94.51  

0.01  

4.60  

0.88  

0 20 40 60 80 100

주식 

채권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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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투자비중 (본점 소재지 기준)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종목명 구분 비중

국가명

순위

순위 국가명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

비중

구분

비중

비중 순위

(단위 : %)

(단위 : %)

순위

대한민국

1

미국9.92

1.89

MURATA MFG

CSPC PHARMACEUTICAL
GROUP LTD

3.41 해외주식

1.25

2.397

4.756일본

2 중국

34.57

4

6.84

대만

5 인도

7.52

인도네시아

홍콩

83

32.76

1.90

1.89

1.88

해외주식

해외주식

해외주식

ANICOM HOLDINGS INC

2.83

해외주식 4.01

FANHUA INC-
SPONSORED ADR

해외주식

2 7
TAIWAN SEMI-

CONDUCTOR MANUFAC

해외주식
TAL EDUCATION

GROUP-ADR

ALIBABA GROUP
HOLDING SP-ADR

3 2.91

해외주식 1.83

해외주식4

8

9

5

1 6 B-SOFT CO LTD

2.42 10해외주식

TENCENT HOLDINGS LTD

AIA GROUP LTD

4.92 

2.91 

3.06 

9.28 

9.58 

12.28 

13.47 

16.67 

27.83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기타 

통신서비스 

소재 

의료 

금융 

필수소비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IT 

1.25 

2.39 

4.75 

6.84 

7.52 

9.92 

32.76 

34.57 

0.00 10.00 20.00 30.00 40.00

미국 

인도네시아 

홍콩 

인도 

대만 

대한민국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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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식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주) 2018년 12월 기준일 현재 기준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임

구분

책임운용역

운용규모 펀드개수

안홍익

협회등록번호
운용규모

직위

1982년 --강우종 차장 5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출생
년도

운용중인 펀드 현황

(단위 : 개, 억원)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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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하

2014.12.30-2018.10.10

통화

(단위 : 주, 백만원, %)

평가금액보유수량종목명 업종발행국가비중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2119001429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8.10.11-현재

성명
펀드개수

이태하 차장 1981년 8 727 2 164 2111000647

부책임운용역 2019.10.30-현재 강우종

IT

비고

CSPC PHARMACEUTICAL
GROUP LTD

31,258 79 1.89 중국 HKD 의료

MURATA MFG 1,309 79 1.89 일본

143 3.41

AIA GROUP LTD 9,434

TAIWAN SEMI-
CONDUCTOR MANUFAC

13,071

ALIBABA GROUP
HOLDING SP-ADR

710 168 4.01 중국 USD IT

대만 TWD IT

TENCENT HOLDINGS LTD 2,045 122 2.91 중국 HKD

TAL EDUCATION GROUP-ADR 1,761 119 2.83 중국 USD 경기소비재

101 2.42 홍콩 HKD 금융

B-SOFT CO LTD 20,118 80 1.90 중국 CNY 의료

JPY 산업재

FANHUA INC-SPONSORED ADR 3,040 79 1.88 중국 USD 금융

ANICOM HOLDINGS INC 1,790 77 1.83 일본 JPY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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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보수합계

증권거래세

합계

보수합계

기타비용**

기타비용**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기타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단순매매.중개수수료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합계

자산운용사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일반사무관리회사

합계

5. 비용현황

비율

판매회사

전기

금액

(단위 : 백만원, %)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합계

구 분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합계

기타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합계

증권거래세

비율금액

당기

0 0.03 0 0.00

0 0.01 0 0.00

0 0.22 0 0.22

0

0 0.03 0 0.01

0 0.01 0 0.01

0 0.00 0 0.00

1 0.42 0 0.42

0.01

1 0.02 1 0.01

0 0.01 0 0.00

0 0.01 0 0.00

0 0.01 0 0.01

0 0.09 0 0.09

0 0.01 0 0.0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0.03 1

1 0.02 1 0.01

1 0.03 1 0.03

0 0.01 1 0.01

0 0.22 0 0.22

0 0.17 0 0.17

0 0.01 0 0.01

0 0.02 0 0.01

0 0.03 0 0.02

0 0.01 0 0.01

0 0.22 0 0.22

0 0.33 0 0.33

0 0.03 0 0.01

0 0.01 0 0.01

0 0.02 0 0.01

0 0.03 0 0.03

0.27 0 0.27

0 0.01 0 0.01

0 0.00 0 0.00

0 0.52 0 0.52

0 0.04 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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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금액 비율
구 분

전기 당기

비율금액

(단위 : 백만원, %)

증권거래세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기타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합계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증권거래세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합계

기타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합계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합계

기타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합계

증권거래세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합계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합계

기타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합계

증권거래세

0 0.04 0 0.03

0 0.01 0 0.01

0 0.22 0 0.22

0 0.22 0 0.22

0 0.01 0 0.01

1 0.03 1 0.03

0 0.01 0 0.01

5 0.22 5 0.22

4 0.17 4 0.17

0 0.01 0 0.01

0 0.03 0 0.02

0 0.01 0 0.01

0 0.22 0 0.22

0 0.12 0 0.12

0 0.01 0 0.01

0 0.03 0 0.03

0 0.01 0 0.01

0 0.22 0 0.22

0 0.17 0 0.17

0 0.01 0 0.01

0 0.00 0 0.00

0 0.47 1 0.47

0 0.03 0 0.01

0 0.02 0 0.01

0 0.02 0 0.01

0 0.00 0 0.00

10 0.42 10 0.42

1 0.03 0 0.01

0 0.01 0 0.01

0 0.02 0 0.01

0 0.00 0 0.00

0 0.37 0 0.37

0 0.03 0 0.01

0 0.02 0 0.01

0 0.02 0 0.01

0 0.00 0 0.00

0 0.41 0 0.41

0 0.03 0 0.01

0 0.01 0 0.01

0 0.02 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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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당기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구 분
전기

(단위 : 백만원, %)

금액 비율비율금액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합계

기타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합계

증권거래세

0 0.09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합계

기타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합계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합계

기타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합계

증권거래세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합계

기타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합계

0 0.00 0 0.00

3 0.42 6 0.42

0 0.03 0 0.01

0

0 0.22 0 0.22

0 0.05 0 0.05

0 0.01 0 0.01

0

1 0.33 1 0.33

0 0.03 0 0.01

0 0.01 0 0.01

0 0.02 0 0.01

0 0.02 0 0.02

0 0.03 0 0.03

0 0.01 0

0.00 0 0.00

0 0.29 0 0.29

0 0.03 0 0.01

0 0.01 0 0.01

0 0.02 0 0.01

0 0.03 0 0.03

0 0.01 0 0.01

1 0.22 3 0.22

1 0.17 3 0.17

0 0.01 0 0.01

0.02 0 0.01

0 0.02 0 0.01

0 0.03 0 0.03

0 0.01 0 0.01

0 0.22 1 0.22

0 0.09

0 0.01 0 0.01

0 0.00 0 0.00

1 0.33 1 0.33

0 0.03 0 0.01

0.01

1 0.22 1 0.22

0 0.09 0 0.09

0 0.01 0 0.01

0 0.00 0 0.00

0 0.02 0 0.01

0 0.03 0 0.03

0 0.01 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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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

▶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총보수,비용비율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당기

(단위 : 연환산, %)

종류(Class)별 현황

전기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당기

금액 비율

총보수 · 비용비율 중개수수료 비율

비율

전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매매ㆍ중개수수료 비율합성총보수․비용비율
구분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당기

당기

금액

전기

당기

전기

당기

1.6771 0.0000 1.7548 0.1270

1.4699 0.0000

전기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합계

기타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합계

증권거래세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합계

해당 펀드

기타비용**

전기

당기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합계

증권거래세

0 0.26 0 0.26

0 0.03 0 0.01

0 0.01 0 0.01

0 0.02 0

0 0.01 0 0.01

0 0.00 0 0.00

0 0.15 0 0.15

0 0.03 0 0.01

0 0.01 0 0.01

0 0.00 0 0.00

0 0.00 0 0.00

1.1782 0.0000 1.2541 0.1276

1.6726 0.0000 1.7703 0.1340

1.6712 0.0000 1.7659 0.1333

1.6753 0.0000 1.7513 0.1276

1.3199 0.0000 1.4178 0.1331

1.3236 0.0000 1.4014

전기

당기

전기

0 0.22 0 0.22

0 0.02 0 0.02

0.01

0 0.03 0 0.03

0 0.01 0 0.01

0 0.15 0 0.15

0 0.00 0 0.00

0 0.02 0 0.01

0 0.03 0 0.03

0 0.01 0 0.01

0.0000

0.07620.0000 0.0000

0.1346

0.1263

0.09830.0000

상위펀드 비용 합산

0.1267

2.0713 0.0000 2.1669 0.1330

2.0765 0.0000 2.1577 0.1337

1.8699 0.0000 1.9835 0.1440

1.8751 0.0000 1.9481 0.1221

1.5676 0.1351

1.4740 0.0000 1.5538 0.1283

1.6549 0.0000 1.7515 0.1339

1.6595 0.0000 1.7419 0.1327

1.1755 0.0000 1.2800 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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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클래스

펀드명칭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 투자금액 및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전략에 따라 추가설정(환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금액 및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도

6. 투자자산 매매내역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

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전기

수량 연환산해당기간금액

(단위 : 백만원, %)

수량

당기

2019년06월30일 ~ 2019년09월29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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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전기

매매회전율주)

  7.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2019년12월30일 ~ 2020년03월29일2019년09월30일 ~ 2019년12월29일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투자금액 수익률

1,600 백만원 22.31%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전기

1.3250

(단위 : 연환산, %)

1.6720 0.0000 1.7732

구분
해당 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 · 비용비율 중개수수료 비율 합성총보수․비용비율 매매ㆍ중개수수료 비율

종류(Class)별 현황

0.1380

1.6765 0.0000 1.7483 0.1229

1.3218 0.0000 1.4216 0.1350

1.3255 0.0000 1.4009 0.1256

1.3216 0.0000 1.4200 0.1364

88,818 1,979 49.831,212 12.42394,441

9.69 8.83 12.42

0.0000 1.4023 0.1307

1.0446 0.0000 1.1424

0.6814

0.1339

1.0475 0.0000 1.1252 0.1269

0.1267

0.6280 0.0000 0.7257 0.1338

0.6038 0.0000당기

(단위 : %)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
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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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로써 이 자산운용보고서에서의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이 가입한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이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트러스톤자산운용(주)

금융투자협회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http://www.trustonasset.com

      트러스톤자산운용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HSBC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8. 공지사항

http://dis.kofia.or.kr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의 자산운용회사인 

신탁업자란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은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 신탁업자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판매,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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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매매수수료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펀드에서 지출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등의 매매수수료 총액을 펀드의 순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펀드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판매회사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 환매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의 판매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실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위탁자가 되어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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