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변경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 대상 펀드

NO

펀드명칭

1

프랭클린 베스트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

프랭클린 글로벌 스트레티지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3

프랭클린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4

프랭클린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5

프랭클린 K2 멀티전략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변경 내용
아래 첨부된 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효력 발생일
2020 년 08 월 11 일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주)

1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8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 프랭클린 베스트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05.04.
3. 정정사유 :
- 연갱신에 따른 변동성 수치 변경 및 재무정보 등 업데이트
4. 정정사항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간이투자설명서>
투자비용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효력 발생일

-

업데이트

제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5.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
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
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
자 유형
(1)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
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
여 5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은 1.01% 입니
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
자 유형
(1)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
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
여 5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은 1.24% 입니
다.

13.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
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
하게 되는 보수,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
하게 되는 보수, 비용]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가. 요약재무정보 업데이트
나. 대차대조표 업데이트
다. 손익계산서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 현황

가. 연평균 수익률 업데이트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업데이트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 현황 업
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
용
라. 운용자산규모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
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8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프랭클린 글로벌 스트레티지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05.30.
3. 정정사유 :
- 참조지수명 중 일부 변경(BofAML->BofA)
4. 정정사항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간이투자설명서>
투자비용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주1) 참조지수 : JP Morgan Global
Gov’ t Bond Index*(19%) + ICE Bo
fAML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
ex*(19%) + KBP Government Bond(
Below 10yrs)*(29%) + MK Governme
nt Bond Index(3M~2 Yrs)*(29%) + C
all(4%) (참조지수 성과에는 투자신
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
되지 않음)

(주1) 참조지수 : JP Morgan Global
Gov’ t Bond Index*(19%) + ICE Bo
fA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19%) + KBP Government Bond(Bel
ow 10yrs)*(29%) + MK Government
Bond Index(3M~2 Yrs)*(29%) + Call
(4%) (참조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
지 않음)

운용전문인력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효력 발생일

-

업데이트

제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

-

2020년 8월 11일

구의 연혁

5.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
항

참조지수명 중 일부 변경(ICE Bof
AML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업데이트

다.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책
임운용인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다.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책
임운용인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업데
이트

라. FTIF Templeton Global Bond Fun
d 책임운용인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라. FTIF Templeton Global Bond Fun
d 책임운용인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업데
이트

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
탁에 관한 사항]
프랭클린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
자신탁(채권-재간접형)
* 비교지수: 94% ICE BofAML US Hi
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Call
Index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
탁에 관한 사항]
프랭클린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
자신탁(채권-재간접형)
* 비교지수: 94%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Call In
dex

9.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참조지수 : JP Morgan Global Gov
’ t Bond Index*(19%) + ICE BofAM
L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19%) + KBP Government Bond(Belo
w 10yrs)*(29%) + MK Government B
ond Index(3M~2 Yrs) *(29%) + Call(
4%)

가. 투자전략
* 참조지수 : JP Morgan Global Gov
’ t Bond Index*(19%) +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19
%) + KBP Government Bond(Below
10yrs)*(29%) + MK Government Bon
d Index(3M~2 Yrs) *(29%) + Call(4
%)

*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a
ined Index : BOA Merrill Lynch에
서 발표하는 인덱스로 미국역내시장
에서 공모로 발행된 투자등급이하
미달러 표시 회사채의 성과를 따라
가도록 설계됨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
d Index : BOA에서 발표하는 인덱
스로 미국역내시장에서 공모로 발행
된 투자등급이하 미달러 표시 회사
채의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됨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13.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항

및 비용

및 비용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주1) 참조지수: 2020.04.01~ : JP M
organ Global Gov’ t Bond Index*(1
9%) + ICE BofAML US High Yield C
onstrained Index*(19%) + KBP Gove
rnment Bond(Below 10yrs)*(29%) +
MK Government Bond Index(3M~2 Y
rs)*(29%) + Call(4%)

가. 연평균 수익률 업데이트
주1) 참조지수: 2020.04.01~ : JP M
organ Global Gov’ t Bond Index*(1
9%) + ICE BofA US High Yield Cons
trained Index*(19%) + KBP Governm
ent Bond(Below 10yrs)*(29%) + MK
Government Bond Index(3M~2 Yrs)
*(29%) + Call(4%)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주1) 참조지수: 2020.04.01~ : JP M
organ Global Gov’ t Bond Index*(1
9%) + ICE BofAML US High Yield C
onstrained Index*(19%) + KBP Gove
rnment Bond(Below 10yrs)*(29%) +
MK Government Bond Index(3M~2 Y
rs)*(29%) + Call(4%)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업데이트
주1) 참조지수: 2020.04.01~ : JP M
organ Global Gov’ t Bond Index*(1
9%) + ICE BofA US High Yield Cons
trained Index*(19%) + KBP Governm
ent Bond(Below 10yrs)*(29%) + MK
Government Bond Index(3M~2 Yrs)
*(29%) + Call(4%)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
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
용
라. 운용자산규모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
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8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 프랭클린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06.29.
3. 정정사유 :
- 비교지수명 변경(BofAML->BofA)
4. 정정사항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실적추이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94% 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 Call Index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
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1) 비교지수 : 94%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C
all Index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
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
되지 않음)

운용전문인력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효력 발생일

-

업데이트

제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

-

2020년 8월 11일
비교지수명 변경(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I
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
ned Index)

5.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
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업데이트

다.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책
임운용인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다.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책
임운용인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업데
이트

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
탁에 관한 사항]
프랭클린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
자신탁(채권-재간접형)
* 비교지수: 94% ICE BofAML US Hi
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Call
Index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
탁에 관한 사항]
프랭클린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
자신탁(채권-재간접형)
* 비교지수: 94%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Call In
dex

9.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개요
벤치마크
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ai
ned Index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개요
벤치마크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투자목
적
* 비교지수: 94% ICE BofAML US Hi
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Call
Index
* 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
ained Index : BOA Merrill Lynch에
서 발표하는 인덱스로 미국역내시장
에서 공모로 발행된 투자등급이하
미달러 표시 회사채의 성과를 따라
가도록 설계됨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투자목
적
* 비교지수: 94%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Call In
dex
*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
ed Index : BOA에서 발표하는 인덱
스로 미국역내시장에서 공모로 발행
된 투자등급이하 미달러 표시 회사
채의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됨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2020.04.01 ~ : 94%
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ai
ned Index + 6% Call Index

가. 연평균 수익률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2020.04.01 ~ : 94%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
d Index + 6% Call Index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주1) 비교지수 : 2020.04.01 ~ : 94%
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ai
ned Index + 6% Call Index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2020.04.01 ~ : 94%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
d Index + 6% Call Index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
항

라. 운용자산규모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8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 프랭클린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05.13.
3. 정정사유 :
- 비교지수명 변경(BofAML->BofA)
4. 정정사항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간이투자설명서>
투자비용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94% 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 Call Index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
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1) 비교지수 : 94%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C
all Index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
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
되지 않음)

운용전문인력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효력 발생일

-

업데이트

제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

-

2020년 8월 11일
비교지수명 변경(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I
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
ned Index)

5.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
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업데이트

다.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책
임운용인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다.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책
임운용인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업데
이트

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
탁에 관한 사항]
프랭클린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
자신탁(채권-재간접형)
* 비교지수: 94% ICE BofAML US Hi
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Call
Index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
탁에 관한 사항]
프랭클린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
자신탁(채권-재간접형)
* 비교지수: 94%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Call In
dex

9.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개요
벤치마크
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ai
ned Index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개요
벤치마크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투자목
적
* 비교지수: 94% ICE BofAML US Hi
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Call
Index
* 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
ained Index : BOA Merrill Lynch에
서 발표하는 인덱스로 미국역내시장
에서 공모로 발행된 투자등급이하
미달러 표시 회사채의 성과를 따라
가도록 설계됨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투자목
적
* 비교지수: 94%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 6% Call In
dex
*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
ed Index : BOA에서 발표하는 인덱
스로 미국역내시장에서 공모로 발행
된 투자등급이하 미달러 표시 회사
채의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됨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
게 되는 보수,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
게 되는 보수, 비용] 업데이트

13.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2020.04.01 ~ : 94%
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ai

가. 연평균 수익률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2020.04.01 ~ : 94%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

ned Index + 6% Call Index

d Index + 6% Call Index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주1) 비교지수 : 2020.04.01 ~ : 94%
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ai
ned Index + 6% Call Index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2020.04.01 ~ : 94%
ICE BofA US High Yield Constraine
d Index + 6% Call Index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
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
용
라. 운용자산규모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
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8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프랭클린 K2멀티전략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02.08
3. 정정사유 :
- 비교지수명 변경(BofA Merrill Lynch→BofA)
4. 정정사항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간이투자설명서>
투자비용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BofA Merrill Lync
h US 3-Month Treasury Bill Index (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1) 비교지수 : BofA US 3-Month
Treasury Bill Index (비교지수 성과
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운용전문인력

-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효력 발생일

-

업데이트

제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

-

2020년 8월 11일
비교지수명 변경(BofA Merrill Ly
nch US 3-Month Treasury Bill I
ndex-> BofA US 3-Month Trea
sury Bill Index)

5. 운용전문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력에 관한 사
항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업데이트

다. FTIF Franklin K2 Alternative Strate
gies Fund 운용전문인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다. FTIF Franklin K2 Alternative Strate
gies Fund 운용전문인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업데
이트

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
탁에 관한 사항]
프랭클린 K2 멀티전략 증권 모투자
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비교지수: BofA Merrill Lynch US
3-Month Treasury Bill Index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
탁에 관한 사항]
프랭클린 K2 멀티전략 증권 모투자
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비교지수: BofA US 3-Month Trea
sury Bill Index

9.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FTIF Franklin K2 Alternative Strategies
Fund 개요
비교지수
BofA Merrill Lynch US 3-Month Tr
easury Bill Index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FTIF Franklin K2 Alternative Strategie
s Fund 개요
비교지수
BofA US 3-Month Treasury Bill Inde
x

FTIF Franklin K2 Alternative Strategies
Fund의 운용전략
* 비교지수 : BofA Merrill Lynch U
S 3-Month Treasury Bill Index
* BofA Merrill Lynch US 3-Month
Treasury Bill Index: 해당 비교 지수
는 90일 만기의 미국 단기 국채를 기
반으로하여 가격 및 이자소득을 포
함한 total return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되는 지수입니다. 모투자신탁이 주
로 투자하는 FTIF Franklin K2 Alternati
ve Strategies Fund는 해외주식에도
투자를 하지만, 낮은 변동성 등을 고
려하여 참조지수의 성격으로 BofA
Merrill Lynch US 3-Month Treasury
Bill Index를 비교지수로 설정하였으
며, 따라서 이 지수의 성과와는 무관
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FTIF Franklin K2 Alternative Strategie
s Fund의 운용전략
* 비교지수 : BofA US 3-Month Tre
asury Bill Index
* BofA US 3-Month Treasury Bill In
dex: 해당 비교 지수는 90일 만기의
미국 단기 국채를 기반으로하여 가
격 및 이자소득을 포함한 total return
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지수입니
다.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FTI
F Franklin K2 Alternative Strategies F
und는 해외주식에도 투자를 하지만,
낮은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참조지
수의 성격으로 BofA US 3-Month Tr
easury Bill Index를 비교지수로 설정
하였으며, 따라서 이 지수의 성과와
는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13.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주1) 비교지수: BofA Merrill Lynch
US 3-Month Treasury Bill Index

가. 연평균 수익률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BofA US 3-Month T
reasury Bill Index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주1) 비교지수: BofA Merrill Lynch
US 3-Month Treasury Bill Index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BofA US 3-Month T
reasury Bill Index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
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
용
라. 운용자산규모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
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