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 자산운용
AB는 한국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2003년에 서울 사무소를 설립하였고, 이후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년에 국내법인인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AB 자산운용)을 설립하였습니다.

AB 자산운용은 한국의 투자자들의 자산 구성 및 보호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장기적 금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상내역

수상년도 수상 내역

2010년
아시아 에셋 매니지먼트 ‘2010년 가장 혁신적인 상품 – 한국’ 부분 수상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011년 아시안 인베스터 2011년 Korea Awards “최우수 (역내) 해외채권투자운용사” 선정

2011년
아시아 에셋 매니지먼트 ‘2011년 가장 혁신적인 상품 – 한국’ 부분 수상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013년
한국경제신문/ KBP 펀드평가 주최 “2013 대한민국 펀드대상” 베스트펀드(해외채권형 부문) 수상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종류 A

2014년
머니투데이 주최 “2014 대한민국 펀드대상” 해외채권형펀드상 수상 
- AB 글로벌고수익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015년
KG 제로인 주최 “2015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공모펀드부문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최우수상 수상 
- AB 글로벌고수익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016년
매일경제 주최 “2016 매경 증권 대상 펀드부문” 베스트 펀드(해외주식형 부문) 수상
-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식탁(주식-재간접형) 

+ 국내 설정 펀드

주식형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글로벌 로우볼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채권형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식탁 (채권-재간접형)
• AB 글로벌 플러스 안정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운용자산규모  7,382억원 (2016년 12월 31일, 순자산 기준)

+ 대표이사  이 창 현

+ 한국에서의 AB

2003. 05 AB의 서울 사무소 설립

2007. 10 국내 법인 설립

2008. 07 자산운용업 허가취득, 투자 일임업 및 투자 자문업 등록

2009. 06 첫 채권형 상품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출시

2010. 12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출시

2013. 02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출시

2013. 12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출시

2016. 04 ‘AB 글로벌 로우볼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출시

2016. 10 ‘AB 글로벌 플러스 안정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출시

* 월지급식 상품의 경우 투자(운용)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원금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월지급이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
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주시고 투자내용이 본인을 위한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파이낸셜 어드바
이저에게 펀드의 위험과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환율변동 또는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외화자
산의 투자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14층  ■대표전화 : (02) 3707 3400  / www.abglobal.co.kr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565호 (2017.02.22~2018.02.21)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565호 (2017.02.22~2018.02.21)

[A/B] 로고는 AllianceBernstein 의 서비스 마크이이며, AllianceBernsteinⓇ은 소유권자인 AllianceBernstein L.P.의 허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등록상표입니다. 
©2017 AllianceBernstein L.P

+ 리서치 중심의 문화 우수하고 혁신적인 리서치를 지향

+ 검증된 투자 프로세스 확고한 투자 철학과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프로세스를 갖춘 고도로 숙련된 운용팀

+ 글로벌한 범위 글로벌 및 각국 시장을 포괄하는 전문성

+ 지속적인 투자 특정 자산 혹은 스타일이 현재 선호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분산 투자

강  점

AB는 미주,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약 21개국에 진출하여 있으며 3천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중입니다. 전 세계에 분포한 팀들간의 강력한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을 위한 최고 수준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B는 폭 넓은 계량 및 펀더멘털 (경제, 신용 및 증권화 자산) 리서치 조직을 보

유하고 있으며, 동 조직에서는 약 200명의 전문가들이 핵심 투자 팀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직현황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글라이드 패스(glidepath)전략, 자산배분전략, 타켓 익스포저 및 계량 리서치 애널리스트 포함.

 †FoF, 스페셜 시츄에이션 전략, 부동산 직접 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및 사모 대출 크레딧 애널리스트 포함.

출처: AB

주식 채권   멀티*

에셋
 대체† 
투자

웰스
메니지
먼트

총인원

펀더멘털

계량

이코노미스트

75

15

-

46

9

8

-

15

-

26

2

-

-

11

-

147

52

8

총 애널리스트 수 90 63 15 28 11 207

바이-사이드 리서치 애널리스트

AB는 기관, 개인 투자자 및 고액 자산가에게 다양한 자산 운용 상품 및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입니다.  AB는 채권, 주식 및 자산배분의 3개 핵

심 투자 조직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주식 및 채권 

투자의 선두주자입니다. 

AB의 역사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anford C. Bernstein은 프라이빗 

고객을 위한 자산 운용 회사로 1967년 설립되었습니다. Alliance Capital은 1971년 

Donaldson, Lufkin & Jenrette, Inc.의 자산 운용 부문과 Moody’s  Investor Ser-

vice, Inc.의 투자 자문 사업이 합병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Alliance Capital은 Sanford C. Bernstein을 인수하였습니다. 성장

주 및 회사채 투자, 그리고 리테일 뮤추얼 펀드군에서의 Alliance Capital의 전

문성과 가치주, 면세 채권 운용 및 프라이빗 고객 사업에서의 Bernstein의 전문

성은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업계에서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든 성공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1967 2008

역  사개  요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기준환율: 1,207.80원
출처: AB

+ 운용자산규모  총 580조원

+ 투자 유형별 분류 (조원 기준)

주  식

채  권

기  타§

193

325

62

총  액 580
§기타는 지수. 구조화, 자산배분 및 

 대안투자 상품 포함

1967년
Sanford C. 
Bernstein 
자산운용회사
설립

1971년
Alliance 
Capital 설립 

2003년
서울 사무소
설립 

2000년
Alliance 
Capital이
Sanford C. 
Bernstein 인수

2008년
한국 자산운용
허가취득

AB 그룹

총운용자산
580조원

리테일
193조원

프라이빗 
98조원

기관
289조원

애틀랜타 미니애폴리스  암스테르담 후쿠오카
오스틴 뉴욕 코펜하겐 홍콩
보스턴 필라델피아 푸랑크푸르트 가오슝
부에노스아이레스 샌안토니오 제네바 멜버른
시카고 샌디에이고 런던 서울
클리블랜드 샌프란시스코 룩셈부르크 상해
댈러스 상파울로 밀라노 싱가폴
덴버 시애틀 뮌헨 시드니
휴스턴 탬파 파리 타이중현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스톡홀롬 타이페이
멕시코시티 워싱턴DC 텔아비브 토쿄
마이애미 웨스트 팜 비치 취리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