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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이하 “맥쿼리인프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맥쿼리인프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의 양식이나 내용은 

관련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책임제한 

맥쿼리자산운용㈜는 호주의 은행법(Banking Act 1959)상 인가된 예금수취기관이 아닙니다. 이들 법인의 채무는 

맥쿼리은행(ABN 46 008 583 542)의 예금이나 부채가 아닙니다. 또한 맥쿼리은행은 이들 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을 하거나 기타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맥쿼리인프라 그리고 맥쿼리자산운용㈜를 포함한 맥쿼리는 

맥쿼리인프라의 실적, 원금의 환급 또는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대한 특정 수익률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주식의 청약, 취득 또는 매수 청약의 권유가 아닙니다. 본 내용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나 

재무상황 또는 특정 요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맥쿼리인프라에 투자를 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해당 투자자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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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의 개요 
1.1 기본정보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펀드명칭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이하 “맥쿼리인프라”) 

펀드종류 투자회사/특별자산펀드/환매금지형/추가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35801 

설립일 2002년 12월 12일 

등록일 2002년 12월 26일 

상장일 2006년 3월 15일  

결산일 매년 12월 31일 

존속기간 펀드설립일부터 정관에서 정한 청산일까지 

자산운용회사 (법인이사) 맥쿼리자산운용㈜  

판매회사 
현재 맥쿼리인프라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국내 인가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매입 및 매도가 가능함.  

펀드재산 보관회사(신탁업자) 한국증권금융㈜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이사회 주2) 법인이사: 맥쿼리자산운용 

감독이사: 정우영, 김화진, 김대기 

자산운용회사의 주요 직원 주 2)  서범식 (대표이사) 

 박진욱 (자산운용 담당 전무)  

 김도경 (법무담당 전무) 

 김주동 (재무담당 상무) 

 김상미 (위험관리 상무) 

 이대성 (준법감시 상무) 

펀드의 특징  맥쿼리인프라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하 “민투법”)에 정의된 국내 

사회기반시설 자산으로 구성된 인프라 펀드로서 맥쿼리자산운용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2002 년 12 월에 설립되었으며, 유료도로, 교량, 터널과 같은 인프라 자산의 

시행(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 및 채권 또는 동 법인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의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동 수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1) 맥쿼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등급평가는 

맥쿼리자산운용(주)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평가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는 아닌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이사회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4. 투자운용전문인력 및 별첨 I. 이사회 참조 

 

투자등급 : 4 급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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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산 현황  
맥쿼리인프라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을 산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총액은 맥쿼리인프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맥쿼리인프라의 자산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증권과 대출금, 현금, 현금성자산 및 기타자산을 포함합니다. 맥쿼리인프라의 주당 기준가격은 

순자산총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맥쿼리자산운용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비상장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금은 자본시장법과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후 원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맥쿼리인프라의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가격은 별첨II의 재무제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항목 전분기말 당분기말 증감율 

자산 총액(A) 2,333,888,149,485 2,351,444,829,660 0.75% 

부채 총액(B) 216,764,173,142 215,020,760,554 -0.80% 

순자산총액(C=A-B) 2,117,123,976,343 2,136,424,069,106 0.91% 

총 발행 주식수(D) 372,192,485 372,192,485 0.00% 

기준가격(E=C/D)주) 5,688.25 5,740.11 0.91% 

주 1) 기준가격이란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총액을 총 발행주식수로 나눈 가격을 의미함. 다만, 맥쿼리인프라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투자회사로서 

맥쿼리인프라가 발행한 주식은 시장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 

주 2) 2020 년 4 분기 중 회사는 주당 10,550 원에 23,148,149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완료하였고, 회사의 자본금은 신주발행비용 2,310,724,513 원을 

차감 후 241,902,247,437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2020 년 10 월 29 일 공시내용 참고. 

 

※ 분배금내역 (4 사분기중) 

(단위: 원, 주) 

 

분배금 결의일 

 

분배금 지급금액 

(백만원) 

 

분배후 수탁고 

(주수 기준) 

기준가격  

비고  분배금 결의전 분배금 결의후 

2021-01-29 133,989 372,192,485 5,724.22 5,3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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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2.1 운용경과   

맥쿼리인프라는 2002년 12월 12일 민투법에 의해 설립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용되는 국내 유일의 상장된 인프라펀드입니다. 

맥쿼리인프라는 인프라 자산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및 대출금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동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맥쿼리인프라는 12개 유료도로, 1개의 도시철도, 1개의 항만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로서 당기말 현재 총 

투자약정금액은 1조 8,111억원입니다. 

2.2 운용계획 

맥쿼리인프라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민투법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채권 및 대출 또는 동 법인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 

그리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의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국내에서의 인프라 투자대상은 전통적으로 유료도로, 교량, 터널 등을 운영하는 사업시행법인입니다. 투자 가능 자산은 민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맥쿼리인프라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회사 자본을 증대하고 현금배당을 

함으로써 주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3 운용성과 
아래 수익률은 순자산가치 (분배금 지급 실적 포함)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맥쿼리인프라의 대부분의 

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순자산가치는 시간경과에 따른 맥쿼리인프라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 기간수익률 

(단위:%) 

구         분 최근 3 개월 최근 6 개월 최근 9 개월 최근 12 개월 

맥쿼리인프라 7.93  10.54  12.38  14.79  

비교지수(벤치마크) 주 1) 해당사항 없음 

주 1) 맥쿼리인프라는 한국의 유일한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로서 적절한 비교지수가 없어 비교지수 표시를 생략함 

주 2) 2017 년 3 분기 및 2020 년 4 분기에 있었던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발생한 순자산가치의 증가효과(주식발행비용 차감후)는 연평균수익률 산출시 제외되었음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나. 연평균 수익률 

(단위:%) 

구         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맥쿼리인프라 14.79  12.67  12.79  12.46  

비교지수(벤치마크) 주 1) 해당사항 없음 

주 1) 맥쿼리인프라는 한국의 유일한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로서 적절한 비교지수가 없어 비교지수 표시를 생략함 

주 2) 2017 년 3 분기 및 2020 년 4 분기에 있었던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발생한 순자산가치의 증가효과(주식발행비용 차감후)는 연평균수익률 산출시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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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2.4 손익현황 

당분기에 대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별첨I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주식(비상장) 대출금 배당수익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당분기손익  53,822 110,350 14 1 164,187 

전분기손익  54,374 4,875 10 45 59,304 

 

 

3. 자산현황  
3.1 자산구성현황  

당분기말 현재 맥쿼리인프라의 투자자산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식(비상장), 대출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주식(비상장) 대출금 주 1)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자산 주 2) 자산총액 

원화 463,910 1,265,749 65,731 556,055 2,351,445 

비중 19.73 53.83 2.80 23.65 100 

주 1)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금 포함 

주 2) 기타자산의 내역: 미수이자, 미수금 및 선급비용 등으로 구성 

 

3.2 투자대상 상위 10 종목  

 (단위: 백만원, %) 

 구분 종목명  취득가액 주 1) 비중 주 2) 

1 대출금 (후순위) 인천대교㈜(후)                   241,000                       10.25  

 

19.73%

53.83% 

2.80% 

23.65%

주식 (비상장 )

대출금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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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금 (후순위) ㈜비엔씨티                   193,000                        8.21  

3 대출금 (후순위) 천안논산고속도로㈜(후)                   182,250                        7.75  

4 대출금 (후순위) 경수고속도로㈜(후)                    99,633                        4.24  

5 주식 (비상장) 천안논산고속도로㈜                    93,815                        3.99  

6 대출금 (후순위) 서울-춘천고속도로㈜(후)                    87,450                        3.72  

7 대출금 (후순위) (주) 마창대교 (후)                    79,000                        3.36  

8 대출금 (후순위) 서울-춘천고속도로㈜(후)B                    74,327                        3.16  

9 대출금 (선순위) 광주순환도로투자㈜(선)                    74,325                        3.16  

10 대출금 (후순위) 부산신항제 2 배후도로                    69,226                        2.94  

주 1) 자본시장법 및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며 취득원가에는 부대비용 포함  

주 2) 비율은 전체자산 중 당해 투자종목이 차지하는 비율 기재 

3.3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가. 주식(비상장) (상위 5 개종목)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주식수 보유지분율 취득가액(A) 
평가액(B) 

주 1) 

평가손익 

(B)-(A) 
비중 주 2) 

천안논산고속도로㈜  17,550,000  60%  93,815   93,815  - 3.99 

㈜비엔씨티  13,284,000  30%  67,048   67,048 - 2.85 

인천대교㈜  7,826,100  64.05%  58,053   58,053  - 2.47 

경수고속도로㈜  10,319,853  43.75%  52,095   52,095  - 2.22 

수정산투자㈜  1,114,880  100%  47,248   47,248  - 2.01 

주 1) 자본시장법 및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며 취득원가에는 부대비용 포함 

주 2) 비율은 전체자산 중 당해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기재 

 

나. 주식(비상장) (총 발행수량의 1% 초과 보유 종목)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주식수 보유지분율 취득가액(A) 평가액(B) 
주 1) 

평가손익 

(B)-(A) 
비중 주 2) 

천안논산고속도로㈜  17,550,000  60%  93,815   93,815  - 3.99 

㈜비엔씨티  13,284,000  30%  67,048   67,048  - 2.85 

인천대교㈜  7,826,100  64.05%  58,053   58,053  - 2.47 

경수고속도로㈜  10,319,853  43.75%  52,095   52,095  - 2.22 

수정산투자㈜  1,114,880  100%  47,248   47,248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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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7,955,780  70%  33,925   33,925  - 1.44 

광주순환도로투자㈜  6,610,000  100%  33,050   33,050  - 1.41 

광주순환㈜  5,775,000  75%  29,495   29,495  - 1.25 

신공항하이웨이㈜   3,665,273  24.10%  25,235   25,235  - 1.07 

부산신항제 2 배후도로 8,295,138 47.56% 18,873  18,873  - 0.80 

동북선도시철도㈜ 483,800 4.65% 2,419 2,419 - 0.10 

서울-춘천고속도로㈜  3,128,435  15.83%  1,423   1,423  - 0.06 

백양터널(유)  100,000  100%  1,231   1,231  - 0.05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주 3) 835,200 36% - - - - 

주 1) 자본시장법 및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며 취득원가에는 부대비용 포함 

주 2) 비율은 전체자산 중 당해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기재 

주 3) 해당 종목은 2009 년 1 월 16 일 및 2016 년 2 월 16 일 두 차례 유상감자를 통해 수령한 감자대금의 누적수령액이 최초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현재의 취득가액은 “0”원임. 2016 년 유상감자에 대해서는 2016 년 1 월 14 일 MKIF 공시 내용 참고. 

 

다. 대출금 (상위 5 개 종목) 

(단위: 백만원) 

종목명  취득가액 미수이자 

주 1)  
실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인천대교㈜ – 후순위  241,000  44,767  18/08/2017 18/11/2037  N/A  N/A 

㈜비엔씨티 – 후순위  193,000    370,162  25/02/2008 25/11/2032  N/A  N/A 

천안논산고속도로㈜ – 후순위  182,250  28,831  20/05/2005 20/05/2029  N/A  N/A 

경수고속도로㈜ – 후순위  99,633  46,076  29/10/2015 29/07/2039  N/A  N/A 

서울-춘천고속도로㈜ – 후순위  87,450  427  02/11/2006 28/05/2031  N/A  N/A 

주 1) 당해 대출금에 대한 미수이자 

라.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원,%) 

구분 주 1) 금융기관 예금액 주 2) 계좌개설일 만기일 미수이자 비중 주 3) 

해당사항 없음 

주 1)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종목만 기재 

주 2) 예금액 원본 

주 3) 비율은 전체자산 중 당해 예금원본이 차지하는 비율 기재 

마. 기타자산  

맥쿼리인프라의 기타자산은 다음의 표에 기재한 바와 같으며 미수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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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주 1) 금액 비중 주 2) 

미수이자 등 556,054 23.65 

주 1) 투자자산 구성 항목 중 기타에 해당하는 자산 (예: 미수배당금, 미수수익 등) 중 전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종목만 기재  

주 2) 비율은 전체자산 중 당해 기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기재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운용전문인력 
4.1 투자운용전문인력현황  

맥쿼리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집합투자업 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사회기반시설 자산 운용에 필요한 

운용전문인력(사회기반시설 운용전문인력)을 2 인 이상 상근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성명 주 1) 협회등록번호 직위 

운용중인 다른 펀드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현황 

펀드 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펀드 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박진욱 2115000350 전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재우 2110000811 상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 1) 운용전문인력 변경 이력 및 현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경력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 펀드공시에 등록된 최신 

MKIF 투자설명서 참조. 

4.2 투자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주 1) 운용전문인력 

2019년 10월 ~ 현재 정재우, 박진욱 

2019년 2월 ~ 2019년 9월 박윤식(~2019년 3월), 정재우, 서범식 

2016년 3월 ~ 2019년 2월 박윤식, 정재우 

주 1)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의 변경내역 

 

펀드의 투자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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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용현황  
5.1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분기 당분기 

비고 

금액 비율 주 1) 금액 비율 주 1) 

맥쿼리인프라 자산운용사 8,329 0.444 8,670 0.415 운용보수 

판매회사 -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95 0.005 103 0.005  

일반사무관리회사 59 0.003 64 0.003  

보수합계 8,483 0.452 8,837 0.423  

기타비용 주 2) 496 0.026 311 0.015  

매매 / 중개수수료 - - - -  

증권거래세 - - - -  

주 1) 투자회사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주 2)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 매매/중개수수료 제외 

 

5.2    총보수 비용 비율 

 (단위 : 연환산,%) 

구분 
해당 펀드 

총보수 비용비율 주) 중개수수료 비율 

맥쿼리인프라 전분기 1.8985 - 

당분기 1.7775 - 

주)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서 부담하는 ‘보수‘ 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분기 평균 잔액(보수,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 비용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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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자산매매내역  
6.1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주1) 

수량 주 2) 금액 주 2)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 -- - -- - - 

주 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운용기간동안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일 

회전)임.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펀드의 비용이 증가함 

 

6.2 최근 3 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2020 년  7 월 ~  9 월 2020 년 10 월 ~  12 월  2021 년  1 월 ~  3 월  

- - - 

6.3 대출금 매각내역  

 (단위: 백만원) 

회사명 구분 날짜 금액 

해당사항 없음 

6.4 신규대출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회사명 구분 날짜 금액 주) 

    

 

6.5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차입처 약정한도액 주1)                  

차입 현황 

전분기말 누적 당분기 변동금액 당분기말 누적 

㈜신한은행 60,000 - - - 

삼성화재 5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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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상은행 50,000 - - - 

농협은행 30,000 - - - 

미래에셋생명 60,000 - - - 

합계 250,000 - - - 

주 1) 2019 년 1 월 28 일자 리파이낸싱을 통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신규차입금의 약정한도액은 기존차입금과 동일한 2,500 억원임. 자세한 

내용은 2019 년 1 월 28 일 MKIF 공시 참고 

6.6 회사채 현황  

 (단위: 백만원) 

종목명 발행금액 이자율 발행일 상환일 신용등급 

제 2-1 회 무보증사채(5 년만기)  100,000 2.980 11/06/2018 11/06/2023 AA0 

제 2-2 회 무보증사채(7 년만기) 100,000 3.205 11/06/2018 11/06/2025 AA0 

주) 맥쿼리인프라는 2018 년 5 월 31 일에 조달한 1,900 억원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0 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무보증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2018 년 6 월 11 일 MKIF 공시 내용 참고 

 

7.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맥쿼리자산운용(주)는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 그리고 맥쿼리인프라의 집합투자업자 및 법인이사로서, 맥쿼리인프라를 운용함에 있어 

MIRA(Macquarie Infrastructure and Real Assets, 이하 “MIRA”)의 ESG 관련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MIRA 는 각 펀드의 

투자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ESG 문제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향상시킬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각 

펀드의 투자회사가 ESG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사전 조사 

그리고 실사에서부터 지속적인 자산 관리와 매각에 이르기까지 각 투자 절차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ESG 조사를 통해 관련된 위험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이를 함께 극복하고 향상시킬 기회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MIRA 는 각 펀드의 투자회사로부터 다양한 ESG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각 

투자회사의 ESG 에 대한 성과를 관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각 펀드의 투자회사에 대한 ESG 관련 

정보는 펀드 보고서 및 발표 자료를 통해 최소한 일년에 한 차례씩 주주에게 제공됩니다. 맥쿼리자산운용(주)는 이러한 MIRA 의 ESG 

정책을 기반으로 각 펀드의 투자회사에 대한 ESG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을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Macquarie Asset Management (MAM) 기후 변화 약속 

MIRA 는 세계 경제와 지역 사회를 뒷받침하는 기업들이 수행하는 여러 중요한 사업의 투자자 및 청지기로서, 지구 온난화를 포함한 

여러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 각 펀드의 투자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일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그룹은 기후 변화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5 주년을 맞아 MIRA 가 속한 사업그룹(business group)인 Macquarie 

Asset Management(MAM)는 2040 년까지 탄소배출량의 목표를 순제로(ZERO)로 설정하여 세계 각 국 펀드의 투자회사들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공개적인 선언은 2022 년말까지 각 펀드의 투자회사에서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순제로(ZERO) 사업 계획을 구현하겠다는 

MIRA 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미 몇가지 사안들은 실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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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펀드의 투자회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합니다. 

• 2040 년 또는 그 이전에 탄소배출 순제로(ZERO) 경제에 기여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 신규 투자의 경우 인수 후 24 개월 이내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각 펀드의 투자회사와 2030 년까지 파리 기후협약과 연계된 순제로(ZERO) 배출 감소 경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 이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합니다. 

이 세부적인 노력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 및 관리하고, 탈탄소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기후 복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맥쿼리 그룹의 광범위한 노력을 매듭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MIRA 는 투자자, 각 펀드의 투자회사, 규제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혁신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러한 협력을 위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있어 MIRA 의 

역할 수행과 상기 언급된 타 기관들과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MIRA의 기후 변화 약속과 ESG, 지속 가능성 및 책임있는 투자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RAFunds.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공지사항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맥쿼리인프라의 자산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이 작성하여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의 확인을 

받아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맥쿼리인프라             www.mkif.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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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I. 이사회 
감독이사  

성명 주요경력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외래 교수 

 한진해운 사외이사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산업은행 법률고문 

 한국은행 법률고문 

김화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전문위원회 의장 

 Seoul Corporate Governance Forum 회장 

 현대중공업지주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시간대학교 로스쿨 해외 석좌교수 

김대기 

 두산중공업(주) 사외이사 

 한화생명보험(주) 고문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제 2 차관 

 통계청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세계은행 Economist 

 경제기획원 사무관 

법인이사 – 맥쿼리자산운용㈜ 

성명  주요경력  

서범식 

 현) 맥쿼리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전)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 운용(유)에서 인수 담당 전무 

 전) Macquarie Hong Kong Services Limited 에서 인수 및 자문 담당 

 전)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 (현 맥쿼리자산운용㈜)에서 운용 및 인수 담당 

김용환 

 현) 한국맥쿼리그룹 총괄대표 

 현) 맥쿼리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전)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유) 대표이사 

 전) 맥쿼리증권(신한맥쿼리금융자문) 기업금융부에서 거래 및 자문 담당 

김도경 

 현) 맥쿼리자산운용(주) 법무 총괄 전무 

 전) 법무법인 양헌 및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국변호사 (사법연수원 제 32 기 수료) 



16  

 

별첨 II.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2021 년 03 월 31 일 현재 
2020 년 12 월 31 일 현재 
2020 년 03 월 31 일 현재 

(단위: 백만원) 
  2021 년 03 월 2020 년 12 월 2020 년 3 월 

자산     

Ⅰ. 운용자산           1,795,390  1,801,033           1,686,484  

      현금 및 예치금               65,731  71,362               51,847  

      대출금           1,265,749  1,265,761           1,192,020  

      지분증권              463,910  463,910              442,617  

Ⅱ. 기타자산              556,055  532,855              454,669  

      미수이자               548,408  525,281              446,242  

      미수금                 2,349  2,348                 2,674  

선급비용                 3,217  3,267                 3,879  

      선급금                 2,081  1,959                 1,874  

자산총계           2,351,445  2,333,888           2,141,153  

    

부채및자본    

I. 운용부채 199,671 199,644 254,700 

사채 199,671 199,644              199,563  

      장기차입금 - -               55,137  

II. 기타부채 15,350 17,120 14,775 

      미지급금 - 3 - 

      미지급운용보수  8,670 8,329                 8,192  

      기타부채  6,680 8,788                 6,583  

부채총계  215,021 216,764              269,475  

     

자본    

I. 자본금  2,057,517 2,057,517           1,815,615  

II. 이익잉여금 (결손금) 78,907 59,607 56,063  

자본총계  2,136,424 2,117,124           1,871,678  

부채및자본총계  2,351,445 2,333,888           2,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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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2021 년  01 월 1 일부터  2021 년  03 월 31 일까지 

2020 년  10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2020 년  01 월 1 일부터  2020 년  03 월 31 일까지 

 (단위: 백만원)

  2021 년 1 분기 2020 년 4 분기 2020 년 1 분기 

Ⅰ. 운용수익                      164,187  59,304                      140,866  

1. 이자수익                        53,836  54,384                        49,607  

2. 배당이익                      110,350  4,875                        91,184  

3. 기타이익 1 45 75 

    

Ⅱ. 운용비용 10,898 11,905 10,770 

1. 운용수수료  8,670 8,329 8,192 

2. 수탁수수료  103 95 91 

3. 사무관리수수료 64 59 57 

4. 이자비용  1,565 2,896 1,840 

5. 기타비용 496 526 590 

     

Ⅲ. 당기순이익 153,289 47,399 13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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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록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회사) 

맥쿼리자산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A 동 18 층 (우:03161) 

전화: 82 2 3705 8565 

팩스: 82 2 3705 8596 

  

신탁업자 

한국증권금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10  (우: 07330) 

전화: 82 2 3770 8800 

팩스: 82 2 3770 8244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 층 (우:04538) 

전화: 82 2 6714 4600 

팩스: 82 2 6714 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