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4470호(2021.09.23 ~ 2022.09.22)
유리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2-A214호(2022.07.20 ~ 2023.07.19)

원금손실위험

반도체가 세상을 바꾼다

CHANGE THE WORLD!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구성 종목에 투자하는

유리필라델피아반도체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판매사 |

| 운용사 |

투자포인트
두번째 반도체 슈퍼 사이클
·5G가 촉발하는 빠른 전송 속도는 결국 고품질, 초대량의 데이터 생산/처리를 필요
·더 많은, 더 빠른 고도화 된 반도체 수요 폭발 예상

반도체 = 비메모리 반도체 +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70%, 메모리 반도체 30%로 구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변되는 국내 반도체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20% 수준
·반도체 투자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 전세계 대표 반도체 30개 종목으로 구성
·반도체에 투자하는 쉽고 좋은 방법
·총 30개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 80% + 메모리 반도체 20%로 구성
·대표종목 : 인텔, 퀄컴, 엔비디아, TSMC,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등

펀드개요
펀드명

투자목적

투자대상
(모펀드기준)

유리필라델피아반도체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 Index) 편입종목 및 동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ETF에 주로 투자하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장기 자본차익 추구

주식 : 60% 이상, 집합투자증권 : 40% 이하, 채권 : 40% 이하 등

펀드유형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모자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비교지수

SOX Index(KRW) 90% + Call금리 10%

환헤지
환매방법

수수료

유리필라델피아반도체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외화표시자산에 대하여 순자산총액의 80±10% 범위 내에 실행

환헤지 전략 미실행

환매청구일 기준 4영업일 기준가로 7영업일 환매 (단, 17시 경과 후 환매청구시 5영업일 기준가로 8영업일 환매)
·환매수수료 : 없음
·선취판매수수료(종류A) : 납입금액의 1.00%
·종류A_수수료선취-오프라인(연1.16%, 운용0.60%, 판매0.50%, 수탁 및 일반사무관리 0.06%)

총보수

·종류C_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연1.66%, 운용0.60%, 판매 1.00%, 수탁 및 일반사무관리 0.06%)
·종류C-P1_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연1.11%, 운용0.60%, 판매0.45%, 수탁 및 일반사무관리 0.06%)
·종류C-P2_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연1.21%, 운용0.60%, 판매0.55%, 수탁 및 일반사무관리 0.06%)

※ 이 투자신탁은 고위험자산인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을 은행 등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며 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필히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환율변동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정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특성으로 인해 이 투자신탁은 일반적인
해외주식형펀드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펀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보수·수수료
외에 증권거래비용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