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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의 정말 좋은 주식 10개를 골라”
“주식보다 낮은 위험수준으로”
“당신이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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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우량 채권
(신용등급 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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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글로벌Top10주식과단기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판매회사 |

| 운용회사 |
www.yurieasset.co.kr
대표전화 : 02)2168-7900

투자포인트
글로벌 대표 기업 중 10종목 선정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들의 선호종목 반영
·종목예시 :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TSMC,
페이팔, 마스터카드, ASML 등 (※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일부 교체 가능)

국내 단기 우량채권으로 안정성 보강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 채권 투자
·듀레이션 1년 내외의 단기채권 투자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제한적

예측 가능성이 높고, 쉬운 포트폴리오
·누구나 알만한 대표 기업 주식과 우량 채권
·명확한 포트폴리오로 주식시장 변화에 따른 펀드 수익률 예측이 용이

펀드개요
펀드명

·유리글로벌Top10주식과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자펀드
투자대상

·유리글로벌Top10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자산의 40% 이하
·유리크레딧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신탁자산의 60% 이상

펀드유형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비교지수

·없음

환헤지

·외화표시자산의 순자산총액의 90 ±10%

매입방법

·17시 이전(경과 후) 매입 시: 제3(4)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환매방법

·17시 이전(경과 후) 환매 시 제4(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7(8)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종류A_납입금액의 0.7% 이내, 종류A-e_납입금액의 0.35% 이내
·종류A_수수료선취-오프라인(연0.705%, 운용0.35%, 판매0.30%, 수탁 및 사무관리0.055%)
·종류C_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연1.105%, 운용0.35%, 판매0.70%, 수탁 및 사무관리0.055%)

총보수

·종류A-e_수수료선취-온라인(연0.555%, 운용0.35%, 판매0.15%, 수탁 및 사무관리0.055%)
·종류C-e_수수료미징구-온라인(연0.755%, 운용0.35%, 판매0.35%, 수탁 및 사무관리0.055%)
·종류C-P1_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연0.785%, 운용0.35%, 판매0.38%, 수탁 및 사무관리(0.055%)
·종류C-P1e_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연0.595%, 운용0.35%, 판매0.19%, 수탁 및 사무관리 0.055%)

※ 이 투자신탁은 고위험자산인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 투자신탁을 은행 등에
서 가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외화표시자
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며 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필히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투자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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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업종에 집중적
으로 투자하는 특성으로 인해 이 투자신탁은 일반적인 해외주식형펀드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펀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수·수수료 외에 증권거래비용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