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등급 : 1 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유리자산운용(주)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
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
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차이나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차이나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리차이나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리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0.08.3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09.0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좌)
]
[모집(매출) 총액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방형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상세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2.
3.
4.
5.
6.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모집예정금액
모집의 내용 및 절차
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2.
3.
4.
5.
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2.
3.
4.
5.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
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
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
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
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에 투자하
므로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
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유리차이나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들으셨나요?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 (판매직원 성명:

월

일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리차이나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확인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과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년
고객 성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종류)클래스

유리차이나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75351)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1

Class C-e

89923

75352

89933

89934

75546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주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
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
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각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yurieasset.c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명칭 : 유리차이나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75351)
(Class A: 89923, Class A-e: 75352, Class C: 89933, Class C1: 89934, Class C-e: 7554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등록사항

2007.10.26

최초설정

2009.05.03

규약변경 :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유리 다우존스홍콩IPO 인덱스 주식투자신탁
→ 유리 다우존스홍콩IPO 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

2009.08.20

1. 규약변경 : 판매수수료 판매사별 차등 적용
( Class A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1
Class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0.5
→ Class A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1 이내
Class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0.5 이내 )

2. 규약변경 : 이익분배 부분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 유보’ 단서조항 추가
2010.05.03

1. 규약변경 : 판매보수인하 (Class C 수익증권)
2. 규약변경 : 2009년12월21일시행령 개정 이후로 발생되는 자산운용보
고서 교부방법 변경
3.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과세방법 변경 반영

2010.07.28

규약변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0.06.13)에
따른 투자신탁 임의해지사유 변경

2010.09.01

1. 규약변경 : 비교지수 변경에 따른 펀드명 변경

(유리다우존스홍콩IPO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유리차이나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2. 규약변경 : 신문공고시 공고되는 일간신문사 변경 (규약 제 50 조제 1 항)
(매일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서울경제신문,헤럴드경제신문)
3. 비교지수 변경
(Dow Jones Hong Kong IPO Index → FTSE Value-Stocks China Index)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

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용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환매수수
료 부과 기간 보다 긴 임의의 기간을 투자기간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
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
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주소 및 연락처

유리자산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9F
대표전화 : 02-2168-790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0년07월12일 기준)
운용현황
성명

생년
(나이)

직위

현재 운용중인

다른운용

다른 집합투자

자산규모

기구의 수

(수탁고)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KAIST금융공학 박사과정

한진규

1969
(41세)

인덱스
운용
본부
본부장

KAIST대학 경영공학 학사
38개

6,660억

한국투자신탁 투자공학팀 /
CFA
당사(2000.2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개수(5개), 규모(2,239
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인덱스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ㆍ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
외합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기간

한진규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2007/10/26) ~ 현재

주1)2010.07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종류형, 개방형, 추가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

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 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 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리차이나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A

클래스

Class A-e

Class A

Class C

Class A-e

Class C

Class C1

Class C1

Class C-e

Class C-e

비고
(지급시기)

Class A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되는 수익증
권
Class A-e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고 온
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Class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도 징구되지 않는
가입자격

-

수익증권
Class C1: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른 기관투
자가 또는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 및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Class C-e :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수
수

판매(선취)

납입금액
의 1%

납입금액
의 0.5%

없음

-

이내
료

이내

환매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연 0.565%

연 0.565%

연 0.565%

연 0.565%

연 0.565%

연 0.800%

연 0.350%

※하단의
기간별
보수율 참조

연 0.030%

연 0.600%

신탁보수

연 0.070%

연 0.070%

연 0.070%

연 0.070%

연 0.070%

사무관리보수

연 0.015%

연 0.015%

연 0.015%

연 0.015%

연 0.015%

-

2007/10/26

-

-

2007/10/31

운용보수

보

환매시

판매보수

수

최초 설정일

매 3개월
후급

-

주1) 판매수수료는 Class A는 납입금액의 1%이내에서, 납입금액의 Class A-e 0.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수수료는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lass C 기간별 보수율
적용기간

판매회사보수

2010년 05월 03일 ~ 2011년 05월 02일

연 1.625%

2011년 05월 03일 ~ 2012년 05월 02일

연 1.450%

2012년 05월 03일 ~ 2013년 05월 02일

연 1.275%

2013년 05월 03일 ~ 신탁계약의 만료일

연 1.100%

Class C의 판매보수는 각 기간에 따라 위의 보수율을 적용 받습니다.

※ 보수 외에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내용 중 ‘13.보수 및 수수
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투
자신탁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FTSE Value-Stocks China Index(홍콩달러 기준)” 대비 초
과수익을 추구함으로써 장기 자본이득 등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
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
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 법 제4조제4항의 성질을 구비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1)

중국관련
주식

표시되어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Stock Exchange]
60% 이상

에 상장된 중국관련기업이 발행한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
을 표시하는 증서. 단,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
사 등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
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

국내
(2)

및
해외 채권

40%
이하

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
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국내 및
(3)

해외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40%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

이하

는 주택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
는 것을 포함합니다.)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4)

국내 및

40%

해외 어음 등

이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
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

(6) 집합투자증권

5% 이하

서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95 이상을 외국에 소재하는 자로서 그
국가로부터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그 국가
에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라 보고한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통화로 표시
된 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총
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법 제234조에 따른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7)

증권
대여

(8)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9)

증권
차입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
을 제외한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50% 이하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10)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거래에
한합니다.)

10% 이하
(11)

고유재산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13)

금융기관에의
예치

(14) 외화표시자산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12) 및 (13)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

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의

투자제한의 내용

종류

적용예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다만, 집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
의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
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
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2)

최초

동일종목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설정일

투자

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로부터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1개월간
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
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ㅇ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
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
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
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
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
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
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
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행위
ㅇ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
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
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법인 발행
(3)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
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4)

투자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최초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설정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로부터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 1개월간
위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5)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을 초과
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6)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
로부터
1개월간
최초
설정일
로부터
1개월간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

(7)

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

(8)

지분증권
투자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합니다)을 취득하는 행
위

(9)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
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투자대상

(10)

투자한도
초과

의 (6)~(10),

나.투자제한의 (2)~(8)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

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
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
로 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방침]

– 장기 자본이득 등의 획득을 목적으로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FTSE Value-Stocks

China Index(홍콩달러 기준)”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
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자에 대한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 전략]

–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홍콩거래소(SEHK)에 상장된 H-share, Redchips, P-chips(추종 인덱스 내역 참조)를 대상으로 주로 투자하여 관련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이익의 획득에 의한 수익추구전략을 기본으로 합니다.

– FTSE사가 제공하는 주가 지수인 “FTSE Value-Stocks China Index(홍콩달러 기준)”를 벤치
마크로 운용하되 개별 종목의 가치 요소와 유동 시가 총액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추
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FTSE Value-Stocks China Index”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H-share, Red chips,
P-chips를 대상으로 Value Partners의 가치주 선정 기준인 P/E, 배당률, 자기자본이익률, 영
업이익마진, 레버리지, 고유 역투자 팩터에 따라 편입 요건을 충족하는 25개 종목으로 구성
합니다.

[위험관리전략]

- 운용역 개인의 독단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
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운용업 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주식 등에 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 국가 기
업의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국가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
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여러 주식의 주가수준을 종합한 지수인 추적대상
지수의 성과에 근접한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주가 수준 하락에 대한 별도의
위험관리 전략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 시에는 이 투자신탁
의 가치 역시 추적대상지수의 하락에 그대로 노출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추종지수의 성과에 근접한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국
의 시장상황, 운용여건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과 이 집합투자기
구의 성과 간의 차이, 즉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오차는 이 집합투자기
구와 같이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요소가 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추
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나,
추적오차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환위험 관리 전략]

- 이 집합투자기구는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의 관리를 위해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는 것
을 뜻합니다.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때에는 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때에 얻
을 수 있는 환이익 획득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환헤지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투자신탁의 성과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식투자대상 지역에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지만 이 투자기구가 추종하는
인덱스는 홍콩달러화 표시기준의 인덱스 [벤치마크 : FTSE Value-Stocks China Index]이므
로 이 투자신탁은 벤치마크의 적절한 추적을 위해 달러화를 대상으로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
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해외주식의 표시통화와 헤지 대상통화는 서
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환헤지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거나 상
당한 수준의 의도되지 않은 외환관련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른 벤치마크 이탈 위험에 대비한 목표 환헤지 비율은 순자산총액의 40% 이상
에 대하여 헤지합니다. 하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전망, 외환시장 상황, 비용부담,
운용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예정 헤지비율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실제 헤
지비율이 예정 헤지비율에 비해 불리한 사후적 성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
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 및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현황]

-

주요 국가 주요경제 현황

투자국
중국

주요지표
실질

2007

2008

2009

2010(E)

2011(E)

14.20

9.60

9.10

10.00

8.90

CPI(yoy %)

4.77

5.90

-0.68

3.00

실업률(%)

4.00

4.20

-

-

-

금리(%)

7.47

5.31

5.31

5.50

5.25

환율(USDCNY)

7.30

6.83

6.83

6.70

6.40

GDP(yoy %)
3.50

*자료 : 블룸버그(2010-07-19 기준)

-

주요 국가 경제 전망

국가

주

요

내

용

- 중국 2/4분기 GDP성장율은 1/4분기에 비해 둔화된 10.3%를 기록.
-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긴축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산업 생산 증가폭이 소비 지출보다 크게 나오면서 중국이 세계 소비 시장
으로 부각될 가능성 높아졌음.
중국

-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남유럽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
이고 있음. 무역 흑자 규모가 중국 내 고정투자 및 소비 지출 활성화 영향으로
감소.
- 재정확대 및 느슨한 통화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다소 성장 속
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

*자료 : 블룸버그, 한국은행, OECD, IMF, World Bank
 경제 및 금융시장은 사회, 정치, 자연, 지리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바 어떠한 개인
이나 단체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예측되지 않는 속성을 지닙니다. 상기의 자료는 어디까지
나 참고치일 뿐 상기 자료에 기초한 투자의사결정의 유용성에 대한 여하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종 인덱스 내역]

– 비교지수



이 집합투자기구의 상대적 운용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FTSE Value-Stocks China
Index”를 선정하여 사용합니다. “FTSE Value-Stocks China Index”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
장된 종목 중 H-share, Red chips, P-chips를 대상으로 FTSE와 Value Partners가 선정한
가치주 기준인 P/E, 배당률, 자기자본이익률, 영업이익마진, 레버리지, 고유 역투자 요소를
만족하고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하는 25개 종목으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지수의 특성을 실
제 운용전략에 구현하고자 “FTSE Value-Stocks China Index”를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비교지수의 과거 연도별 수익률은 아래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구분
비교지수
(FTSE Value-Stocks
China)
항셍 H-share 지수
(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73.76%

79.22%

-57.49%

108.02%

-7.75%

93.99%

55.94%

-51.06%

62.12%

-10.16%

* 2010년 수익률은 연초 이후 2010년 5월 31일 기준이며 총수익(total return)이 아닌 가격
지수(price index) 기준임

※ FTSE Value-Stocks China Index 에 대한 설명
ㅇ 주가지수개요 :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종목 중 H-share, Red chips,
P chips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FTSE와 Value Partners가 선정한 25종목으로 구
성.
ㅇ 지수산출기관 : FTSE
ㅇ 기준일 및 기준지수: 2004년 10월 29일 Base Index Value=1000.00
ㅇ 지수 산출 및 발표 시작일 : 2009년 6월 8일
ㅇ 지수산출방식 : 유동시가총액 기준 방식
ㅇ 구성종목 변경방법

√ 정기변경: 매년 2회 4월과 10월 마지막 영업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목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며 그날로부터 5영업일이 지난 후에 정기 변경 실시
√ 특별변경: 지수구성종목 중에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피흡수, 합병 등의 사유로
FTSE Value-Stocks China Index 구성 종목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변경
√ 분기변경: 매년 분기에 해당하는 3월, 6월, 9월, 12월에 종목 비중이 해당월 두번째 금
요일 기준으로 20%를 초과하는 경우, 세번째 금요일에 변경 실시

⇒ 지수에 관한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인 FTSE와 투자 전략 제공 기관인 Value partners의 정
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FTSE 홈페이지(www.ftse.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
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
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 주식 등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특성과 환헤지 전
략의 한계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주식시세의 등락 및 배당과 환율변동으로부터 절
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밖에 주식에 투자하고 남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평가손익 등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주식의 시세는 해당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식에 대한 시장의 수급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인은 경제·정치·자연·사회·문화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대상 주식 발생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할수록, 투자대상 주식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클수록 주식의 시세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투자신탁의 가치는 상승하고, 반대의 경
우에는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비교지수의 성과와 비교지수 대비 추적오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비교지수 대비 추적오차’ 보다는 ‘비교지수의 성과’로부터
월등히 높은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FTSE Value-Stocks China Index]의 성과와 유사한 성과의 달성
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바, 비교지수의 성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
로 환매시점의 비교지수가 매입시점의 비교지수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큰 투자수익이 발생

하며, 반대로 환매시점의 비교지수가 매입시점의 비교지수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손실
이 커지게 됩니다.

- 시장상황 등에 따라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비교지수의 성과와의 괴리, 즉 추적오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대비 양(+)의 추적오차 발생시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비교
지수 보다 우월할 성과를, 비교지수 대비 음(-)의 추적오차 발생시에는 이 집합투자기구는
비교지수 보다 열등한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추적오차가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비교지수 자체의 성과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자본이득, 배당수입, 이자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
본이득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
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은행 등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
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경제ㆍ사회ㆍ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항상 급격히 변화하
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의 시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파생상품, 주식관련채권(전환사채 등) 등과 같
이 그 가격이 주가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바, 이러
한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주식의 시세 변화에 직접
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정한 기준
에 따라 선정된 여러 주식의 주가수준을 종합한 지수인 추적대상지수의 성
과에 근접한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주가 수준 하락에 대한
별도의 위험관리 전략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 시에는 이 투자신탁의 가치 역시 추적대상지수의 하락에 그대로 노출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개발국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의 발행기업의 경영 및 영업성과는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되므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가 수반하는

위험 외에 저개발국 투자위험 및 특정 지역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을 추가로
수반합니다.
지수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위험

이 투자신탁이 추종하는 비교지수는 구성종목의 범위, 투자비중 결정 등에
있어 대표성이 높은 여타 주가지수와는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대표성이 높은 주가지수와 괴리를 보이게 되
고 주식투자가 수반하는 평균적인 위험 외에 비교지수가 추구하는 특정의
스타일이 수반하는 특유의 위험에 추가로 노출됩니다.

해외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주식 외의 해외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외투자는 일
반적으로 언어 및 제도의 차이, 지리적 원격성 등으로 인해 국내투자에 비
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환율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주식 외의 해외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의 관리를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
는 것을 뜻합니다.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
여 하락하는 때에는 환헤지포지션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환손실
을 상쇄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만,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때에는 환헤지포지션에서 손실
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이익을 상쇄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성
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헤지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투자신탁의 성과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투자신탁
은 접근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을 수반하는 등의
사유로 환헤지가 용이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헤지
거래를 실행하지 않거나 당해 통화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통화로 대
신하여 헤지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헤지가 적절히 이루
어 지지 않거나 상당한 수준의 의도되지 않은 외환관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
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
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
니다.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표준화된 장내시장거래와 달리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없고, 규제
와 감독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
한 시세가 형성되는 않는 등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
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예금, 단기대출 등의 자산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전
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거래가 시장에서 충
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
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손실을 유발합니다.

금리변동위험

금리는 경제ㆍ사회ㆍ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
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재
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매비용
과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빈번하고 적극
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
을 유발합니다.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
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
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 거래
증권대여 위험
상대방의 재무상태악화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
입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
증권차입 위험
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
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
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 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거래는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지니
도 및 운용 관련
며 레버리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
위험
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특정 지역에서 신규로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주식투자가 수반하는 위험 외에
이러한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을 추가로 수반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및 지
역의 지정학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변수 등에 따른 위험요인에 노출됩
니다.

추적오차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하지만 실제운용여건과 지수산출 조건과의 차이, 시장
상황변화, 초과수익추구를 위한 포트폴리오 변경, 부분복제법 실행에 따른
추적대상지수와 실제포트폴리오의 종목 구성 차이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에
대한 추종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고 비교지수의 성과와 이 투자신탁의 성
과의 차이가 목표로 하는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등 특정 투자대상과 다른 투자대상
간의 가격 차이의 추세를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스프레드 위험
바, 이러한 가격 차이의 추세가 예상과 달리 실현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이시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을 구사할 수 있는 바,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경

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환매가격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일
의 기준가격 보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가격의 하락율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
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의 연기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보유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심각한 환
금성의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해지 위험

투자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집합투자업자는 투
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투자자의 동의여부에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지가 발생할 경
우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의도한 투자 목적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해지 과정에서 투자신탁 재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
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수익자의 지위, 투자신탁재산의 구성 등 다양한 요
인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전문
가의 조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
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
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
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
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이나 예금과 같은 시가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이나 장부가 등을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
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수익자간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 하에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

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의무에 다해 의사를 결정할 것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
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등의 자산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
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
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
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
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 제한,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일시에 집중적인 대량의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
달하기 위해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
대량환매위험 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가 방해를 받거
나 자산의 처분 자체가 처분가격 및 미처분 자산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킴으
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투자신탁에 대한 설정 및 환매의 청구는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
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거래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
운용 교란 위험
를 방해하거나 자산의 시장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
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기예금 등
거래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유리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5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리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같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그 시세가 항시 변동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급격한 시세변동에 노출되고 큰 규모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지니므로 유리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을 5 등급 중 가장 위험이 높은 수준인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의 투자가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이 유발하는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전체 보유자산 대비 합리적 비중을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를 절대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리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분류기준
매우높은

설명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6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위험


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성과를 추구하는 집합투자기
구로서 수익구조상의 원금보존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외화자산 및 관련파생상품, 원자재 및 관련파생상품에 집합투자기구재산
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이상에 준하거나 이상을 초과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
투자기구 (예 :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에 투자 가능한 최대비율이
집합투자지구재산의 30% 초과~6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시장 대표성을 지니거나 광범위한 분산투자를 추구하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것으로서 인덱스형 및 인핸스트 인덱스형에 해당하는 집합투자
기구



이상에 준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에 투자가능 한 최대비율이
집합투자기구재산의 30%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
자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성과를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익구조상의

3등급

원금보존추구가 이루어지는 것

중간위험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나 시장중립적 성과를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위험회피 외 목적) 투자로 인한 위험평가액의
한도가 집합투자기구재산의 20% 이내인 것

4등급



이상에 준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등급(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은행채 및 회사채 또는

낮은위험

이에 준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이상에 준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
MMF



국공채에만 투자할 수 있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이상에 준하는 위험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합투자기구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각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은 해당 상품 유형의 기본적 속성을 단순화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실제 위험등급의 분류는 상품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부 상품의 경우
부여된 위험등급이 해당 위험등급에 대한 상기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의한 판단
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판매회사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이체를 통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
할 수 있습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lass A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
자
- Class A-e :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고 온라인으로 수익증권에 가입하
고자 하는 투자자
- Class C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
는 투자자
- Class C1: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2
조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 또는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 및 500억 이상 매입
한 법인
- Class C-e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D
자금납입일

D+1

D+2

기준가 적용일

(3시이전)
자금납입일

기준가적용일

(3시경과후)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수익증권의 매입 이후에는 일체의 투자성과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하시어 수익

증권의 매입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투자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
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
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
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D ··· D+3
D+4 ··· D+7
D+8
환매청구
(3시이전)
환매청구
(3시경과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3) 환매수수료
빈번한 환매는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수수료 증가 및 운용에 대한 교란 등을 야기하여 투자성과
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문제발생 소지 및 투기적
인 단기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
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이익을
현저히 하락시키며, 수익증권의 잦은 매매는 높은 환매수수료를 유발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간,%)

비고

종류

종류 A, A-e, C, C1, C-e

(지급시기)

이익금의 70%

환매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주1)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
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
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
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등으로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
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
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
탁업자ㆍ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이
상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
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며 집합
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
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

합니다.

(7)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일부 환매하거나 환
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일부 환매를 결정한 날 전
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
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
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ㆍ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
니다.

※ 환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
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기준가격 산정주기

펀드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판매사 영업점포,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ㆍ판매회사ㆍ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
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
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가격으
로 평가할 수 있음.

시 가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
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
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
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공정가액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
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주식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예상배당금

비상장주식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증권사추정 예상배당금과 회사가 추
정한 예상배당금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결정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
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①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 전까지의 평가는 구주식의 최
종시가로 평가. 다만, 전환 또는 행사기준일을 영업년도말로 보는 경
우에는 구주식의 평가액에서 배당액을 차감하여 평가

시가형성전
상장신주식

②공모신주식은 최초로 시가가 형성되는 날까지 취득가액으로 평가
③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미상장주식은 해지금 지급일에 지급일
전일의 평가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
④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신주인수권은 해지금 지급일에 전일의
평가액에서 신주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

장외파생상품

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
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

상장채무증권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
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함)

비상장채무증권
외화표시
상장주식/
상장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당해 투자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외국집합
투자증권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
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평가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곤란하여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

한 재산
매각제한
투자재산 등

2.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

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
3.

기준가 산출시점 현재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산으로서

외국의 최종시가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외
화표시재산
4.

기타 제1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재산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위원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간사 : 평가담당부서장(주무 부서장)

회의소집

기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1.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논의 및 결정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

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의결방법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
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수수료율 (연간)
Class A

Class A-e

납입금액의

납입금액의

1% 이내

0.5% 이내

후취판매수수료

Class C

비고
Class C1

Class C-e

(지급시기)

없음

납입시

없음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환매시

이익금 기준 징수)
주1) 판매수수료는 Class A는 납입금액의 1%이내에서, 납입금액의 Class A-e 0.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수수료는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

구분
Class A

Class A-e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Class C

지급
Class C1

Class C-e

시기

연 0.030%

연 0.600%

매

연 0.565%
연 0.800%

연 0.350%

신탁업자 보수

※하단의 기간별
보수율 참조

3개월

연 0.070%

후급

일반사무관리회사

연 0.015%

보수
기타비용

연 1.020%

연 1.031%

총보수ㆍ비용

연 2.470%

연 2.031%

증권 거래비용

연 0.848%

연 0.848%

연 1.020%
※하단의 기간별
보수율 참조

연 0.848%

연 1.020%

연 1.038%

연 1.700%

연 2.288%

연 0.848%

연 0.857%

사유발
생시
사유발
생시

※ Class C 기간별 보수율
적용기간

판매회사보수

총보수ㆍ비용

2010년 05월 03일 ~ 2011년 05월 02일

연 1.625%

연 3.295%

2011년 05월 03일 ~ 2012년 05월 02일

연 1.450%

연 3.120%

2012년 05월 03일 ~ 2013년 05월 02일

연 1.275%

연 2.945%

2013년 05월 03일 ~ 신탁계약의 만료일

연 1.100%

연 2.770%

Class C의 판매보수 및 총보수ㆍ비용은 각 기간에 따라 위의 보수율을 적용 받습니다.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
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 거래비용은 총보수ㆍ비용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
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바, 상기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를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단,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클래스별 유리한 투자기간

클래스별로 투자기간 증가에 따라 누적되는 원금대비 보수 및 비용 비율의 추이를 월단위로
표시하면 아래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러한 비용 및 보수 수준의 실제 결과치는 운용과정에

서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lass A

Class C

Class A-e

Class C1

Class C-e

12.0%
10.0%
8.0%
6.0%
4.0%
2.0%
0.0%
0월

8월

16월

24월

32월

40월

48월

ㆍ종축 : 누적 보수 및 비용 / 투자원금
ㆍ횡축 : 투자기간 (2010년 5월 3일 가입기준)

* 투자기간에 관계 없이 모든 클래스의 기준가격이 일정하다라는 가정 하에 거래비용을 포함
하지 않고 추정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보수 인하 시행일인 2010년 5월 3일 가입기준에 따른 보수율추이이므로 가입시점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Class A

351

869

1,413

2,894

Class A-e

257

687

1,142

2,400

Class C

331

958

1,555

3,161

Class C1

173

536

922

2,002

Class C-e

232

714

1,222

2,61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
수수료 또는 보수ㆍ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ㆍ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증권매매
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은 비용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
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
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3) Class C의 보수는 판매보수 인하 시행일인 2010년 5월 3일 가입기준에 따른 누적보수이
므로 가입시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수익증권 이익금을 투자신탁회
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을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
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
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
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 단계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
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
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
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
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
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
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
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
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
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
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
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
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

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
다.

주1)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
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
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 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2 기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적용면제 대상(령제264조 1항)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항목

운용자산

제 2 기

제 1 기

2008.10.26 ~

2007.10.26 ~

2009.10.25

2008.10.25

834,626,954

549,076,761

787,165,948

458,956,615

47,461,006

90,120,146

0

0

기타자산

4,810,079

129,585

자산총계

839,437,033

549,206,346

기타부채

3,475,384

15,675,654

부채총계

3,475,384

15,675,654

원본

1,532,242,333

1,678,359,128

이익조정금

-696,280,684

-1,144,828,436

자본총계

835,961,649

533,530,692

운용수익

372,201,436

-1,480,311,338

이자수익

746,039

4,050,551

배당수익

12,711,152

16,355,221

358,524,689

-1,501,076,558

219,556

359,448

14,781,814

35,859,586

7,428,470

14,871,502

0

8,925

유가증권
현금 및 예치금
기타 운용자산

매매/평가차익(손)
기타수익
운용비용
관련회사보수
매매수수료

기타비용

7,353,344

20,979,159

당기순이익

357,419,622

-1,516,170,924

매매회전율

144.46

192.09

주1) 요약 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
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
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목

운용자산

제 2 기

제 1 기

2008.10.26 ~

2007.10.26 ~

2009.10.25

2008.10.25

834,626,954

549,076,761

47,461,006

90,120,146

현금및현금성자산

21,085,814

45,680,581

증거금

24,102,000

8,641,500

2,273,192

35,798,065

787,165,948

458,956,615

787,165,948

458,956,615

4,810,079

129,585

4,760,000

0

50,079

129,585

839,437,033

549,206,346

3,475,384

15,675,654

정산미지급금

0

2,985,000

해지미지급금

417,908

5,352,869

미지급운용수수료

1,174,996

1,062,796

미지급판매수수료

809,653

747,705

미지급수탁수수료

145,582

131,683

31,205

28,223

896,040

5,367,378

3,475,384

15,675,654

현금및예치금

기타예금
유가증권
지분증권
기타자산
정산미수금
미수이자
자 산 총 계

기타부채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수수료미지급금
부 채 총 계

원

본

1,532,242,333

1,678,359,128

-696,280,684

-1,144,828,436

자 본 총 계

835,961,649

533,530,692

부채 및 자본 총계

839,437,033

549,206,346

1,532,242,333

1,678,359,128

545.58

317.89

이익잉여금

총좌수
기준가격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손익계산서

항목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제 2 기

제 1 기

2008.10.26 ~

2007.10.26 ~

2009.10.25

2008.10.25

372,201,436

-1,480,311,338

13,676,747

20,445,220

746,039

4,050,551

배당금수익

12,711,152

16,355,221

수수료수익

219,556

39,448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996,666,097

1,307,726,042

지분증권매매차익

267,473,338

20,269,220

파생상품매매차익

579,426,000

513,520,000

외환거래매매차익

14,131,918

419,875,251

지분증권평가차익

135,634,841

0

외환거래평가차익

0

354,061,571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638,141,408

2,808,802,600

지분증권매매차손

13,516,005

1,178,689,463

파생상품매매차손

526,335,600

942,985,000

외환거래매매차손

60,895,049

38,408,116

지분증권평가차손

0

648,720,021

외환거래평가차손

37,394,754

0

0

320,000

용 비 용

14,781,814

35,859,586

운용수수료

4,023,315

7,693,833

판매수수료

2,799,884

6,020,194

수탁수수료

498,461

953,216

투자수익
이자수익

기타운용수익

운

사무수탁수수료

106,810

204,259

매매수수료

0

8,925

이자비용

0

10,885

7,353,344

20,968,274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57,419,622

-1,516,170,92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224.48

-730.27

기타운용비용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09.10.25기준, 억원)
기간초잔고
기간

좌수

재투자

금액

좌수

회계기간 중

금액

기간말 잔고

설정

설정

환매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출자

(출자

좌수

지분수)

지분수)

(출자

(출자

지분수)

지분수)

금액

지분수)

Class

2007/10/26~2008/10/25

10

10

0

0

5

4

1

1

14

14

A-e

2008/10/26~2009/10/25

14

14

0

0

1

0

1

1

13

13

Class

2007/10/31~2008/10/25

0

0

0

0

15

14

12

7

3

7

C-e

2008/10/26~2009/10/25

3

7

0

0

1

1

2

1

2

7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
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
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
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09.10.25기준)

기간

투자신탁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08/10/26~

2007/10/26~

2006/10/26~

2004/10/26~

2007/10/26 ~

2009/10/25

2009/10/25

2009/10/25

2009/10/25

2009/10/25

73.33

-25.27

-25.27

참고지수

94.09

-24.44

-24.44

Class A-e

71.68

-26.07

-26.07

참고지수

94.09

-24.44

-24.44

Class C-e

71.26

-26.42

참고지수

94.09

-26.47

(주1) 비교지수: Dow Jones Hong Kong IPO Index 100%
(추종지수 변경에 따라 2010년09월01일부터는 FTSE Value-Stocks China Index 100%를
비교지수로 사용합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
습니다.

[투자신탁전체]
120. 00
100. 00
80. 00

94. 09
73. 33

60. 00
집합투자기구

40. 00

참고지수

20. 00
0. 00

최근 1년

- 20. 00

최근 2년
- 24. 44
- 25. 27

최근 3년

최근 5년

- 40. 00

[Class A-e]
120. 00
100. 00
80. 00

94. 09
71. 68

60. 00
집합투자기구

40. 00

참고지수

20. 00
0. 00
- 20. 00
- 40. 00

최근 1년

최근 2년
- 24. 44
- 26. 07

최근 3년

최근 5년

[Class C-e]
100. 00
90. 00

94. 09

80. 00
70. 00

71. 26

60. 00
집합투자기구

50. 00

참고지수

40. 00
30. 00
20. 00
10. 00
0. 00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 09.10.25기준)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08/10/26~

2007/10/26~

2006/10/26~

2005/10/26~

2004/10/26~

2009/10/25

2008/10/25

2007/10/25

2006/10/25

2005/10/25

투자신탁

73.33

-67.81

참고지수

94.09

-70.61

Class A-e

71.68

-68.20

참고지수

94.09

-70.61

Class C-e

71.26

-68.28

참고지수

94.09

-72.05

(주1) 비교지수: Dow Jones Hong Kong IPO Index 100%
(추종지수 변경에 따라 2010년09월01일부터는 FTSE Value-Stocks China Index 100%를
비교지수로 사용합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
습니다.

[투자신탁전체]

120. 00
94. 09

100. 00
80. 00

73. 33

60. 00
40. 00
집합투자기구

20. 00
0. 00

참고지수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 20. 00
- 40. 00
- 60. 00
- 67. 81 - 70. 61

- 80. 00

[Class A-e]
120. 00
100. 00
80. 00

94. 09
71. 68

60. 00
40. 00
집합투자기구

20. 00
0. 00

참고지수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 20. 00
- 40. 00
- 60. 00
- 68. 20 - 70. 61

- 80. 00

[Class C-e]
120. 00
100. 00
80. 00

94. 09
71. 26

60. 00
40. 00
20. 00
0. 00
- 20. 00

집합투자기구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 40. 00
- 60. 00
- 80. 00
- 100. 00

- 68. 28 - 72. 05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참고지수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09.10.25 기준, 단위:백만원 , %]
증권
통화별
구분

주식

파생상품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
내

장
외

부동산

특별자산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홍콩

787

0

0

0

0

0

0

0

0

2

0

789

비중

93.77

0

0

0

0

0

0

0

0

0.26

0

94.03

미국

0

0

0

0

0

0

0

0

0

0

0

0

비중

0

0

0

0

0

0

0

0

0

0.01

0

0.01

대한민국

0

0

0

0

24

0

0

0

0

21

5

50

비중

0

0

0

0

2.87

0

0

0

0

2.52

0.57

5.96

자산합계

787

0

0

0

24

0

0

0

0

23

5

839

자산비중

93.77

0

0

0

2.87

0

0

0

0

2.79

0.57

100.00

* 자산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자산비중]

[통화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연락처 : 02-2168-7900, www.yurieasset.co.kr)
1998.10 설립일

회사연혁

2006.02 매경-제로인 선정 ‘2005 펀드 대상’ 특별상
2007.11 보험사 변액연금 인덱스형 운용사 선정
2008.07 국민연금 중소형주식형 운용사 선정

자본금
주요주주현황

153억
부국증권㈜ 96.87% /우리사주조합 1.72% / 기타 1.41%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ㆍ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천원)

대차대조표
제12기
구분

손익계산서

제11기

제12기

(2009.04.01~ (2008.04.01~
2010.03.31)
2009.03.31)

I. 현금 및 예치금

증감액

8,754,399

9,629,039

-874,640

5,176,823

5,470,572

-293,750

-18,374

2. 수수료수익

2,736,272

3,062,940

-326,668

-49,064

3. 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

13,001

14,227

-1,226

811,569

1,080,285

-268,716

16,733

1,014

15,720

6,595,992

7,126,125

-530,133

376,903

394,441

-17,538

3,491

19,292

-15,801

6,215,598

6,712,391

-496,793

2,158,407

2,502,915

-344,507

913,541

-179,086

III. 대출채권

226,283

244,658

IV. 유형자산

308,171

357,235

V. 기타자산

7,445,330

6,087,267

1,358,063

4. 이자수익
5. 배당금수익

27,075,111

25,454,498

1,620,614

I. 예수부채

122,954

178,815

-55,860

1. 수수료비용

II. 기타부채

1,079,109

852,627

226,482

2. 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실

1,202,063

1,031,441

170,622

I. 자본금

증감액

1. 운용보수

17,851,797

734,455

부채총계

제11기

(2009.04.01~ (2008.04.01~
2010.03.31)
2009.03.31)

509,075 I. 영업수익

18,360,872

II. 유가증권

자산총계

구분

II. 영업비용

3. 판매비와관리비
III. 영업이익

15,300,000

15,300,000

0 IV. 영업외수익

24,821

291,321

-266,500

II. 자본잉여금

197,639

197,639

0 V. 영업외비용

109,822

64,050

45,772

III. 이익잉여금

10,375,409

8,925,418

자본총계

25,873,048

24,423,057

1,449,991 V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449,991

2,073,407

2,730,185

-656,778

VII. 법인세비용

623,415

883,821

-260,405

VIII. 당기순이익

1,449,991

1,846,364

-396,373

* 상기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필한 자료로서 감사 의견은 적정임

라. 운용자산 규모(2010.07.12 현재 / 억좌)

구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계

수탁고

5704

1,600

5,878

1,646

4,402

0

173

575

0

19,97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중구 다동 39번지

연락처 : 1588-5753
www.citibank.co.kr
1981.09 한미금융주식회사 설립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2002.07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기업지배구조 모범 최고 경영
자상 수상
2004.11 ㈜한국씨티은행으로 상호 변경
2006.10 납입자본금 4억원 증액(전환사채 주식전환, 납입자
본금 13,099억원)

나. 주요업무
(1)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신탁업자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
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
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
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
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외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다동 70 (연락처 : 02-6714-4642 )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없음)

2003.04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소 및 연

서울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

락처

211

동 23-7

연락처 : 02)739-3590

연락처 : 02)399-3350

연락처 : 02)3770-0400

회사연혁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icepricing.co.kr

등

2000.05 설립

2000.06 설립

2000.06 설립

(홈페이지

2005.08 한국펀드평가와

2003.11

2002.01 국민연금기금 성

참조)

단독 전략적 업무 제휴

KIS-Term

2006.10 한국정보산업연

별기업별 이자율 기간구

2005.11

합회/CRM협회대상 수상

조) 발표

가회사 등록(긍융감독원)

2007.10 국민연금 부동

2005.03

산 지분증권 평가기관으

채권지수 보조지표로 평

회원사 보유 비상장주식

로 선정

균Spread 정보를 추가

외부평가

발표

단독 선정

2006.01 업계최초로 CP-

2008.05 GIPS관련 성과평

2008.03

종로구

세종로

KIBO

A+Members 기업선정(기

업계최초로
Structure(개

업계

최초로

과평가 실시

2007.09

간접투자기구평

한국증권업협회

전문기관으로

술보증기금)

Term Structure(개별기업별

가시스템

CP 이자율 기간구조) 발표

v.1.0)

출시(N-GIPS

(KIS-Net)

2006.07

KIS-Net

Ver.2.0발표
2008.01 ING자산운용의
채권부문 성과요인 분석
모듈 구축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
에 제공 등 입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
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
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
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

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

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
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
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
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
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

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

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
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

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
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
약기간의 변경
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
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③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
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
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
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
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
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
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
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
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
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
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
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
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
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
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
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
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
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신
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
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
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합
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
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
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
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 :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
2)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 우편으로 발송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존
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

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
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각
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
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
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 방법은 자산운용보고서와 동일합니다.다만, 투
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
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④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
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
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경
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yurieasset.co.kr)ㆍ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
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
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
함)
⑨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
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의
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위험평가액
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yurieasset.co.kr)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을 100분의30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
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30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
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가) 선정시 고려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예 : 상장주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단, 유동성이 없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는 위의 상기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
가증권의 매수 혹은 매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회사 경영관련 비용 /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마케팅비용 /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 중개사의 평가
- 각 운용부서장은 원칙적으로 아래 각 호의 요소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합니다.
1. 매매체결능력
2. 중개수수료
3. 정보제공의 정도
4. 조사분석자료의 질
5. 결제이행능력
- 각 운용부서장은 상황에 따라 다른 합리적인 중개사선정기준이 있는 경우 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 배점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약정배분기준
-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합
니다.
2. 약정 집행은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5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5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 합
니다.
2. 약정집행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3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운용부서는 매분기마다 제4조에 의하여 중개사순위를 결정하고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분기말일까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분기의 약정배분은 제3항의 계획된 중개사순위에 따라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
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제외)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의 경우 제외)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 제외)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6. 집합투자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
7. 예비투자설명서
8. 간이투자설명서

[등록신청서 제출시 추가서류]
7.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8.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
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9. 법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
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출서류]
1. 시행령 제12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2.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증빙서류
3.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출한 투자설명서
4.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 또는 국
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외국감독당국의 확인서 등 서류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6. 외국집합투자기구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인가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국내대리인 선임계약서 등 연락책임자에 관한 서류

<참 고> 펀드용어 정리
용

어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

내

용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
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
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

펀드

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
합니다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
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수익증권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
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순자산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
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
기구
개방형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
다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종류형

기준가격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
매시 적용됩니다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

자본이득

다. 배당소득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
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

투자자총회

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
름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
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원천징수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

비교지수

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레버리지효과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
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
다.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

금리스왑금융

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
다.

성과보수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전환사채

주식워런트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
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
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
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