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한

6월 YGP
Yuanta Global Portfolio

8월 YGP
Yuanta Global Portfolio

◎ 자산배분 근거

ㆍ 인플레 및 경기둔화 위험에 대한 자산가격 반영 인식과 미 연준의 긴축속도 조절 기대로 투자심리 회복.

자산별 선호도 : 채권 > 대체 > 주식 > 유동성 순

ㆍ 인플레이션 Peak-out과 실물지표 연착륙 여부 확인하면서 위험자산 비중 조절

ㆍ 8월 자산배분 포인트는 기준금리 인상 관측 하향조정 겨냥하여 장기채권과 리츠 비중 확대

ㆍ 대체자산내에서는 고인컴의 MLP와 수급 타이트한 농산물 ETF 선호유지

ㆍ 주식은 기존 비중 유지하는 가운데 안정수익 확보 관점에서 고배당 주식 위주로 투자

◎ 전술적 자산배분 가이드

ㆍ 주식 – 주식은 기존 비중 유지하는 가운데 인컴 수익 확보 관점에서 고배당 주식 위주로 투자

ㆍ 채권 – 경기전망 악화에 따른 장기채 금리 안정화로 장기채권 투자 메리트 부각

ㆍ 대체 – 전통적 고인컴 자산인 리츠, MLP 수혜 전망 및 수급 타이트한 농산물 위주로 투자

위험자산 비중 중립 수준으로 유지

(비중확대 : 채권 +5%, 대체 +5%  /  비중축소 : 유동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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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자산배분

[7월] [8월]



사내한

◎ YGP Portfolio

자산 섹터
투자선호도

(8월)
투자선호도

(7월)
ETF

주식 비중 20% 20%

주식

선진국

미국
SPHD.US(미국S&P고배당) 총보수 연 0.30%

XLK(미국 대형 IT) 총보수 연 0.10%

유럽 EUDG.US(유럽고배당) 총보수 연 0.58%

일본 KODEX일본TOPIX100 총보수 연 0.37%

신흥국

한국
KODEX200 총보수 연 0.15%

KBSTAR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총보수 연 0.50%

중국
MCHI.US(MSCI 중국) 총보수 연 0.59%

KINDEX G2전기차&자율주행 총보수 연 0.29%

중국 외 KOSEF인도Nifty50(합성) 총보수 연 0.49%

채권 비중 35% 30%

채권

국내
국채 KBSTAR중장기국공채액티브 총보수 연 0.07%

IG KODEX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총보수 연 0.07%

선진국
국채 IEF.US(미국채 7~10Y) 총보수 연 0.15%

HY HYG.US(하이일드채권) 총보수 연 0.48%

신흥국 달러표시 EMB.US(이머징채권) 총보수 연 0.39%

대체비중 35% 40%

대체

원자재

에너지 AMLP.US(MLP분산투자) 총보수 연 0.87%

산업금속 DBB.US(금속종합) 총보수 연 0.77%

농산물 DBA.US(농산물 종합) 총보수 연 0.93%

부동산
/

인프라

글로벌
REET.US(글로벌리츠) 총보수 연 0.14%

TOLZ.US(글로벌인프라) 총보수 연 0.47%

국내 TIGER리츠부동산인프라 총보수 연 0.29%

PE / Pre-IPO PSP.US(PE분산투자) 총보수 연 1.44%

메자닌 CWB.US(전환사채) 총보수 연 0.40%

유동성 비중 10% 20%

- 국가별 경기선행지수, 제조업 PMI 등의 매크로 지표와 대표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실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투자 선호도를 산출합니다.

- 달러인덱스 및 하이일드 스프레드 등 위험 지표를 수준을 고려하여 선진국과 이머징의 비중 산출에 반영합니다.

- 국가 및 섹터별 경기사이클을 4개 국면으로 나누고 국면별로 가장 유망한 투자자산에 선호도를 가중하여 산출합니다.



사내한

자산 섹터
투자선호도

(8월)
투자선호도

(7월)
금융상품

주식 비중 20% 20%

주식

선진국

미국

삼성글로벌배당귀족ESG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총보수 연 0.78% / 선취수수료 0.50%

AB인터내셔널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총보수 연 0.565% / 선취수수료 0.5%

유럽

일본

신흥국

한국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총보수 연 0.44% / 선취수수료 0.35%

We Know 밸류플러스랩

중국 황금알 중국투자 랩

중국 외

채권 비중 35% 30%

채권

국내
국채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총보수 연 0.102% / 선취수수료 0.10%

IG

선진국

국채
우리GPIMCO토탈리턴증권투자신탁(USD)[채권_재간접형]

총보수 연 0.585% / 선취수수료 0.35%

HY
베어링글로벌선순위담보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총보수 연 0.510% / 선취수수료 0.35%

신흥국 달러표시

대체비중 35% 40%

대체

원자재

에너지

산업금속
KB스타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금-파생형]

총보수 연 0.921% / 선취수수료 0.50%

농산물

부동산
/

인프라

글로벌
하나UBS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총보수 연 1.42% / 선취수수료 0.50%

국내 유안타 리츠-인베스트 펀드랩

PE / Pre-IPO

HDC날아라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총보수 연 0.585% / 선취수수료 0.30%

We Know 공모주펀드랩

메자닌
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재간접형]

총보수 연 0.7% / 선취수수료 0.5%

유동성 비중 10% 20%

◎ YGP Portfolio

※ ‘사모 및 신탁‘ 상품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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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의사항]

(공통)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ETF)
- 집합투자증권 (합성)총보수는 Ae클래스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MF]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하이일드투자]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 인버스 2배)의 기간 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지급형-1] (일정금액 지급방식) 일정금액 지급방식은 투자결과가 부진한 경우 월지급액이 투자원금에서 지급되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월지급이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월지급형-2] (이익금 분배방식) 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랩)
- We Know 밸류플러스랩 계약 서비스의 수수료 일반형은 연단위 선취 1% + 후취 연 1.6%, 성과보수형은 연단위 선취 1% + 성과보수(고객과 협의/추가약

정서 징구)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세법상 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은 당사에서 미국주식 매매를 할 수 없으며, 미국세법 등의 적용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2-369호 (2022.08.12~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