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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스타의 제 6 차 글로벌 투자자 경험 리서치(Global Investor Experience) 결과, 전 

세계에서 투자자의 펀드 투자가 감소세이나 시장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보수 및 비용' 측면에서 미국, 호주 및 네덜란드가 최상위 등급을, 대만과 

이탈리아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 다. 

서울,  2019 년 9 월 18 일 – 독립 투자 리서치 분야의 선두업체인 모닝스타(Morningstar, 

Inc.)(Nasdaq: MORN)는 격년 주기로 작성하는 글로벌 투자자 경험(GIE, Global Investor 

Experience) 보고서의 제 1장을 오늘 발표했다.  모닝스타는 이 보고서에서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내 26개 시장에서  뮤추얼 펀드 투자자의 경험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긴다. 이번  6차 리서치에서 모닝스타는 평가범주를 수수료/보수 및 비용, 규정 및 

과세, 공시, 판매 등으로 나누어 각각 발표한다. 오늘 발표된 제 1장 '수수료/보수 및 

비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뮤추얼 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평가했다. 

모닝스타는 최상위, 평균 이상, 평균, 평균 이하 및 최하위로 분류되는 등급 기준에 따라 

호주, 네덜란드 및 미국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했다. 이것은 해당 시장들이 수수료/보수 

및 비용 측면에서 가장 투자자 친화적인 시장임을 뜻한다. 반면에 이탈리아와 대만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는데, 이 두 펀드 시장은 수수료 및 비용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모닝스타의 Manager Research 의 총책임자이며 GIE  보고서의 공동 저자 Grant 

Kennaway(그랜트 케너웨이)는 "글로벌 투자자 경험 리서치의 목표는 펀드투자자의 

관점에서 뮤추얼 펀드의 글로벌 모범 사례에 관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투명성을 

장려함으로써 전 세계 투자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리서치 이후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펀드 수수료/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질서정연한 경쟁, 규제 개입, 관행 변화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요 

추세에 힘입어 일부 시장에서 자문 및 판매 수수료가 펀드 비용 비율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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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보수 및 비용을 다룬 제 1장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설정펀드 및 판매가능 펀드의 자산 가중치 중간값 비용 비율이, 설문 조사를 

실시한 26개 시장 중 대부분의 시장에서 2017년 리시치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네덜란드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 인도와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다. 

• 미국, 호주 및 네덜란드가 최상위 등급을 차지했다. 규모의 경제 및 경쟁의 긍정적 

영향은 미국이 지금까지 여섯 차례 발표된 GIE 모두에서 최상위 등급을 차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호주와 네덜란드는 이 리서치에서 3회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이는 효과적인 규제를 실행한 덕분에 두 시장에서 수수료 투명성이 

개선되었고, 호주 시장에서는 경쟁과 규모의 경제로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이 높은 등급을 받는 데 기여했다.  

• 대만과 이탈리아 모두 최근 리서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대만은 조사 대상 

시장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펀드를 일부 보유하고 있어 수수료/보수 및 비용 

범주에서 줄곧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개인 투자자가 

선취수수료와 커미션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 평균 이하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졌다. 이탈리아 펀드 역시 전반적으로 높은 자산 가중치 중간값 

비용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 리서치에서 조사한 시장의 절반은 평균 또는 평균 이상 등급을 받았다. 

모닝스타가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은 수수료/보수가 하락하고, 투자자가 

선취수수료 또는 판매보수(커미션) 없이 손쉽게 펀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여러 시장에서 투자자 경험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시장에서 규제 당국은 수수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시장에서 시행되는 정책은 세금 혜택이나 강제,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수수료/보수 및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했다. 시장 상승세와 비용 

절감 덕분에 투자 산업이 크게 성장했으므로, 규모의 경제에서 발생한 혜택을 투자자와 

https://www.morningstar.com/lp/global-fund-investor-experience?con=18780?utm_source=corp_comm&utm_medium=r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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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됐다. 그 예로, 인도는 2017년에는 수수료/보수 및 

비용 범주에서 평균 이하 등급이었는데, 이번 리서치에서 평균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인도는 비용 비율 측면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였지만, 투자자 친화적 규정이 

시행되면서 선취수수료와 선불커미션을 금지시키고, 더 최근에는 투자비용 상한선을 

도입함으로써 등급이 향상되었다. 

방법론 

이 리서치에서는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 또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리테일 등록 투자 풀(Retail Registered Investment Pool)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글로벌 시장 전반의 펀드 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가장 객관적인 척도로 자산 가중치 비용 

비율을 사용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사용의 깊이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ETF 에 관한 

몇 개 질문을 조사에 포함했다. 

올해 리서치에서 변경된 사항은 대표 비용(Representative Cost)을 사용한 것이다. 이 

비용은 지역 간 및 국가 간 비교를 위한 마스터 비용  비율의 역할을 한다. 2019년 

리서치의 수수료 계산은 대표 비용 방법론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올해 리서치에서는 

멕시코를 포함했는데, 이 시장은 수수료 및 비용 범주에서 평균 이하 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1) 모닝스타 및/또는 모닝스타의 콘텐츠 제공자가 독점합니다. (2)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 정확성, 완결성 또는 시기적절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닝스타와 모닝스타의 콘텐츠 제공자 모두 이 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닝스타 (Morningstar, Inc.) 소개 

모닝스타는 북미, 유럽, 호주 그리고 아시아에서 독립적 투자리서치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개인투자자, 증권사, 자산운용사, 퇴직연금서비스 기관과 프라이빗 마켓의 

기관투자가를 위하여 폭넓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는 다양한 

투자상품, 즉 일임투자상품, 상장회사, 프라이빗 마켓과 실시간 세계시장데이타 등 상품에 

대한 리서치와 데이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는 또한 투자자문 자회사를 통해 

자산운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2019 년 6 월 30 일 기준으로 자문 및 운용대상 

자산규모는 미화 2,200 억불 이상입니다. 모닝스타는 27 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rningstar.com/content/dam/marketing/shared/pdfs/Research/Representative_Cos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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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스타의 Manager Research Group 은 Morningstar Research Services LLC 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Morningstar, Inc. 각 시장에 할당 된 등급은 관리자 리서치 분석가가 수행하는 

정 성적 평가 프로세스에서 파생됩니다. 이 릴리스 및 보고서에서 언급 된 등급은 

평가이므로 의견에 대한 진술이므로 보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보도 자료 및 Global 

Fund Investor Experience 보고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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