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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담당자: 

정승혜 +82 2 3771 0730 또는  andy.jung@morningstar.com 

즉시 배포 

모닝스타 글로벌 펀드 공시 리서치(Global Study of Fund Disclosures) 결과, 인도와 미국이 

“높음 (Top)”을 받았으며,  호주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기준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전 리서치 결과와 같은 “평균 이상 

(Above Average)”을 받았다.  

격년으로 작성되는 이 보고서의 3장에는 공시 분석을 위한 두 가지 신규 기준인 판매 

공시와 ESG 및 스튜어드십 공시가 포함됐다. 

한국,  2020년 12월 15일 -- 독립 투자 리서치 분야의 선두업체인 모닝스타(Morningstar, 

Inc.)(Nasdaq: MORN)는 오늘  격년으로 작성하는 글로벌 투자자 경험 리서치(GIE, Global 

Investor Experience) 보고서의 제 3장을 발표했다. 이번 6차 보고서는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걸친 26개 시장에서 뮤추얼 펀드 투자자의 경험을 평가한다. “공시”를 

다룬 장에서는 공시의 여섯 가지 핵심 측면에서 시장을 평가하며, 올해에는 판매 공시와 

ESG 및 스튜어드십 공시라 는 두 가지 새로운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모닝스타는 높음(Top), 평균 이상(Above Average), 평균(Average), 평균 이하(Below Average), 

낮음(Low) 으로  분류되는 5가지 등급 기준에 따라 인도와 미국에 “높음” 등급을 부여했다. 

이것은 해당 시장이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름, 펀드 소유 현황, 보상체계 공개의 글로벌 

모범 사례에 비춰볼 때 가장 투자자 친화적 시장임을 뜻한다. 반면 호주는 “낮음” 등급을 

받았는데, , 이는 호주가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  공시가 규제화되지 않은 유일한 

시장이면서 아직 ESG 및 스튜어드십 공시를 둘러싸고 확대되는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이상”을 받은 한국에서는 포트폴리오 전체 보유종목을 금융투자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투자설명서에 펀드 매니저의 이름과 운용기간이 공시되고, 수수료와 

보수에 대해 금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수수료와 보수 수준을 동종그룹 평균과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ESG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ESG를 투자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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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삼고 있는 상품출시도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의 상품 이해 및 비교를 목적으로 

표준화된 ESG 공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닝스타의 매니저 리서치 서비스 부문 디렉터이자 GIE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크리스티나 

웨스트(Christina West)는 “인도와 미국을 선두로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이 공시 관행 

측면에서 점진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한국, 대만,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의 6개 시장이 “평균 이상” 등급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시장 전반에 걸친 개선으로 등급이 상향됐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등급도 

상향됐습니다. 호주와 같이 뚜ㄴ렷하게 뒤처진 일부 시장에서는 시정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업계의 압력이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또한 모닝스타가 올해 리서치에서 판매 공시와 ESG 및 스튜어드십 공시라는 두 

가지 새로운 공시 기준을 도입하게 돼 기쁩니다. 판매 공시의 경우, 증권사의 상품 판매 시 

이해상충 관련 사실에 대해 고지하고 적절한 펀드 관련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했습니다. ESG 및 스튜어드십 공시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요 분야로, 

모닝스타는 평가 대상 국가에 ESG 관련 규제와 펀드의 친환경 자격증명 및 스튜어드십 

활동 요건 정보의 공시를 강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도 

평가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리서치 조사 대상 국가의 점수는 글로벌 투자자 경험 보고서 공시편의 별첨 자료 

제 2호에서 제시하고 있다. 



 
 

 3  /  5  

공시를 다룬 제 3장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높음” 등급을 받은 인도와 미국은 모닝스타의 여섯 가지 핵심 부문 모두에서 

활발한 공시 활동을 보여줬다. 이 리서치가 시작된 이래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인도는 자국의 공시 프레임워크에 글로벌 모범 사례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도는 월 단위로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높은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 호주는 이번 리서치를 통해 평가한 26개 시장 중 가장 취약한 공시 체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은 유일한 시장이다. 호주 기업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수탁자의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 온라인 공개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래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 이 사항의 발효 기한은 이미 2015년, 2016년, 2017년에 이미 세 차례 

연기되었다. . 

•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등급 하락으로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평균 이하” 

등급을 받았다. . 해당 시장의 공통점은 명시된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펀드 소유 

현황을 공시하지 않으며, 간이 투자설명서에 수수료와 관련한 금전적 설명이 

포함되지 않고, 글로벌 모범 사례에 비해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 빈도가 낮다는 점이다. 

• 전 세계적 차원의 규제는 투자자의 상품 이해 및 비교를 목적으로 더욱 표준화된 

ESG 공시 마련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유럽 지역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요건을 고려할 때 유럽은 ESG 공시를 선도하는 스웨덴과 함께 이 영역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럽 외 지역의 경우, 투자자가 공식적인 ESG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펀드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로서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인 사례로 홍콩 규제 당국의 웹사이트에 

공시된 그린펀드 목록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정부 당국이나 관련 기관이 수립한 

구체적인 ESG 표시 요건이 없는 상태로, 이 부문에서 다소 뒤처지고 있다. 

• 가장 훌륭한 규제적 접근법은 더 큰 투명성의 확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은 투자자의 더 나은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며 투자에 사용되는 

수단과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방법론 

GIE 리서치는 펀드 투자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닝스타의 견해를 제시한다. 이 리서치에서는 주로 일반인이 널리 활용하는 

https://www.morningstar.com/lp/global-investor-experience-disclosure?utm_source=corp_comm&utm_medium=r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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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수단인 개방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 

리서치에서는 보장형 펀드, 변동 연금, 보험연계 펀드, 개인연금 펀드, 폐쇄형 펀드, 

집합투자신탁, 헤지펀드, 프라이비시 에퀴티,  벤처캐피털 펀드와 같은 기타 

집합투자수단은 제외됐다.  

이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모닝스타는 이번에 공개된 GIE 리서치 제 3장에서 여섯 가지의 

핵심 공시 관점에 따라 시장을 평가했으며, 이번 회차 보고서에는 판매 공시와 ESG 및 

스튜어드십 공시가 포함됐다. 여기에 사용된 관점과 개괄적 점수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 투자설명서 및 투자설명서 전문    30%   

2) 수수료/보수 공시      10% 

3) 포트폴리오 구성요소 공시     20% 

4)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름 및 보상체계 공시   15%  

5) 판매 공시       15% 

6) ESG 및 스튜어드십 공시     10% 

본 제 3장은 2019년 9월 모닝스타가 발행한 제 1장 수수료/보수 및 비용과 2020년 5월 

발행한 제 2장 규제 및 과세에 이어 발표됐다. 

About Morningstar,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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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9 월 30 일 기준으로 자문 및 

운용대상 자산규모는 미화 2,150 억불 이상입니다. 모닝스타는 29 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www.morningstar.com/compan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스타 트위터는 Twitter @MorningstarIn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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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room.morningstar.com/newsroom/news-archive/press-release-details/2019/Morningstars-Sixth-Global-Investor-Experience-Study-Finds-Investors-are-Paying-Less-to-Own-Funds-Worldwide-But-Disparity-Among-Markets-Persists/default.aspx
https://newsroom.morningstar.com/newsroom/news-archive/press-release-details/2020/Morningstar-Publishes-Global-Study-of-Regulation-and-Taxation-in-the-Fund-Industry-Finding-Regulation-to-be-Adequate-But-Not-Always-Proactive/default.aspx
http://www.morningstar.com/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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