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러스톤자산운용㈜ GIPS 컴포지트 성과제시보고서 

중기채권형 컴포지트 
 

 

이 컴포지트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채무증서로서 신용평가기관들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존재하며 정부, 공공기관 및 특수

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평균 듀레이션 1년 이상 ~3년 미만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연도 
보수공제전 
수익률 

(%) 

벤치마크 
수익률 

(%) 

포트폴리오 
수 

분산도 
(%) 

컴포지트 
3년      

표준편차 

벤치마크 
3년     

표준편차 

컴포지트 
총자산   
(억원) 

회사     
총자산   
(억원) 

무보수   
자산비중 

(%) 

2013 - - - - - - 4,510 138,255 - 

2014 3.51 3.73 ≤5 - - - 1,001 134,583 - 

2015 - - - - - - 344 82,598 - 

2016 1.29 1.60 ≤5 - - - 3,182 78,717 - 

2017 1.13 1.13 ≤5 - - - 3,389 91,808 - 

2018 2.56  2.58  ≤5  - 0.76  0.67  2,260  65,049 - 

2019 2.27 2.28 ≤5 - 0.56 1.20 297 76,386 - 
 

단절구간 

연도 구간 보수공제전 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 (%) 
2013 03/26 ~ 12/31 2.30 2.08 

2015 01/01 ~ 03/29 0.96 1.01 

2015 04/07 ~ 12/31 1.33 1.37 
 

트러스톤자산운용㈜는 국제투자성과기준(GIPS®)을 준수하여 이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시합니다. 
 

1. 컴포지트 생성일: 2013년 3월 21일 

2. 성과계산기간: 2013년 3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3. 벤치마크: 

2012년 05월 24일 ~ 2015년 12월 31일: KIS국공채 1~2Y  

2016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KIS국공채 1~3Y 

2018년 01월 01일 ~ 현재: KIS국공채 1~2Y (*컴포지트의 평균 듀레이션이 1~2년 미만으로 구성되어 벤치마크 변경) 

4. 운용통화: 한국 원화(KRW)  

5. 파생상품 사용여부: 컴포지트에 포함된 포트폴리오들은 헤지 목적 외의 레버리지와 파생상품을 사용하지 않음 
 

i. 트러스톤자산운용㈜는 한국의 고객에게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총자산 가치는 회사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재량권이 있는 자산과 재량권이 없는 자산들

의 시장가치 총계입니다. 여기에는 보수를 받는 자산뿐만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자산도 포함됩니다. 

ii. 트러스톤자산운용㈜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KG제로인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펀드평가((구)KBP펀드평가)

에 의해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보고서의 사본은 요청 시 제공 가능합니다. 

iii. 검증은 회사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GIPS기준의 모든 컴포지트 구축 필수조항을 준수했는지, 회사의 정책과 절차가 GIPS기준에 따라 성과를 계산하고 제시하도록 고안되었는지 여부

를 평가합니다. 검증은 특정 컴포지트 제시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iv. 이 컴포지트 내에 포트폴리오는 순자산가치 50억원 이상이 편입기준이며, 이 최소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회한 일자에 컴포지트에서 편출, 최소 순자산가치 이상이 되는 일자에 편

입됩니다. 컴포지트 내의 포트폴리오의 중대한 현금흐름은 전일 해당 포트폴리오의 순자산가치의 ∓ 20% 이상의 현금흐름으로 정의됩니다. (-)중대한 현금흐름의 경우 5영업일전부

터 발생일까지, (+) 중대한 현금흐름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간 컴포지트에서 일시적으로 편출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신규설정 시 5영업일 후에 컴포지트에 편입됩니다. 

v. 보수공제 전 수익률은 거래비용만이 공제되고, 운용보수와 수탁보수 및 기타보수는 공제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환급할 수 없는 원천세를 공제하고 제시되었습니다. 

vi. 분산도는 컴포지트 내의 1년 이상 운용된 포트폴리오들을 대상으로 동일가중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 컴포지트 내의 포트폴리오 수가 5개를 초과한 경우에만 생성

하였습니다. 

vii. 다음의 정보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합니다. 

 성과 결과의 계산 및 보고에 대한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관한 추가정보 

 컴포지트에 대한 완전한 목록과 개요 또는 설명서 

 검증보고서 사본 

viii. 본 자료는 회사 및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판매되는 상품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단순히 참고용으로 제작한 자료이므로, 어떤 경로

를 통해서든지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받은 투자자는 상품가입 전에 증권신고서,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자신의 판단과 책

임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용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