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래에셋 글로벌솔루션펀드
비과세혜택 누리며 해외주식 분산투자…최근 1년 수익률 22.14%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혜택이 올해 종료되면서 막차를 타기 위한 움직임

펀드는 다양한 투자지역에 분산투자하고 있어 개별 국가 투자 시 발생할

이 분주하다. 2016년 2월 시행된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는 올해 말까지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올 9월 말 기준 지역별로 이머징

개인별 3천만원 한도로 해외주식을 60% 이상 편입하는 펀드나 ETF에

35.63%, 미국 34%, 글로벌 15.5%, 유럽 7.69%, 일본 2.92% 비율로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10년 동안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세

투자한다. 실제로 대표적인 위험지표인 표준편차는 최근 1년 기준

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6.99%로 글로벌주식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 유형평균인 10.19%

내년 1월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계좌에서 이미 보유한 펀드의 추가매수는

와 비교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능하지만 신규펀드 추가 가입은 안 된다. 이 때문에 가입 기간 종료 후

그동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다양한 펀드를 통해 재간접펀드 운용역량을

에도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미래에셋 글

키워왔다. 이미 글로벌 국가배분, 자산군별 배분, 특정 지역 및 국가에서

로벌솔루션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섹터 배분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사모 펀드에 대한 트랙레코드를 보유하

최근 1년간 22.14% 수익률을 기록한 이 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재

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12개국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리

간접펀드 운용역량을 활용,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해외주식

서치는 펀드의 자산배분모델 운용에 시너지를 주고 있다. 같은 지역에 투

형 펀드 및 ETF를 선별해 투자한다. 전 세계를 투자지역으로 하며 다양

자하는 펀드라도 투자 섹터와 스타일이 달라 펀드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한 스타일의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낮추고, 펀드 자체적으로 포트폴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투자비중을 결정한다.

리오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재간접운용본부 김형우 본부장은 "미래에셋 글로벌솔

편입 대상펀드는 운용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설정된 지 3년 이상이 지

루션펀드는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리스크-리턴 프로파일 등을 고려

난 글로벌 펀드 가운데 퀀트 및 펀드멘탈 분석을 통해 투자 유니버스를

해 최종적인 투자비중을 결정한다"며 "리밸런싱을 통해 하나의 펀드로도

구성한다. 이후 운용전략과 프로세스, 펀드매니저, 리서치 인프라 등을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에 특히 적합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기본적으로 분기별 편

하다"고 말했다.

입펀드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펀드의 순자산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편입펀
드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우 즉각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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