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등급: 4등급
유경PSG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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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4등급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

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는 점을 유
의하여 투자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경PSG좋은생각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경PSG좋은생각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형]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 합 투 자 기 구

명 칭 : 유경PSG좋은생각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형]

2.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칭 : 유경PSG자산운용(주)

3. 판
4. 작

매
성

5. 증 권 신 고 서

회
기

사:
준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rkpsg.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 2019.01.16

효 력 발 생 일 : 2019.01.24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1조원]
7. 모 집 ( 매 출 ) 기 간 ( 판 매 기 간 )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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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PSG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효력발생일 전에 정정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
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
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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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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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 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에 관련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
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 투자 증
권 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 투자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
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
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
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
주 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
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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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목차]
▶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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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9.01.16)

유경PSG좋은생각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형)(펀드코드:AU072)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위험)
1

2

매우
높은
위험

3

4

5

6

다소
매우
높은
보통 낮은
높은
낮은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유경PSG좋은생각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
식혼합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
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
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유경PSG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

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
단하시길 바랍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
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분류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합니다.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
자

유경PSG자산운용 (대표전화:02-2090-3300)

모집(판매)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일 2019.01.24
판매회사
종류(Class)
가입자격

선취
판매수수료

모집(매출)
총액

1조원

존속 기간

별도의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rkpsg.com) 참조.
A

A-e

C

제한없
음, 선
취판매
수수료
징구

제한없 제한없
음, 선 음
취판매
수수징
구,온라
인전용

납입금
액의
1.0%이

납입금
액의
0.5%이

-

C-i

C-e

집합투 제한없
자기구, 음, 온라
20억이 인전용
상 개인
또는 내
국법인
-

-

C-w

S

C-P

S-P

C-Pe

C-P2

C-Pe2

일임형
종합자
산관리
계좌 및
특정금
전신탁

펀드온 연금저
라 인 코 축계좌
리아 전
용

연금저
축계좌
용, 펀
드온라
인코리
아

온라인에 퇴 직 연
서 가입, 금 가 입
연금저축 자 전용
계좌전용

온라인에
서 가입
한 퇴직
연금계좌
전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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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후취
판매수수료

내

-

-

-

-

-

환매수수료

(연,
%)

판매회사
보수
운용 등
기타비용

-

-

-

C-P

S-P

C-Pe

-

없음

구분/클래스
보
수

3년미만
환매시
납환매
금액의
0.15%이
내

A
0.60

A-e
0.30

C

C-i

1.00

0.07

C-e

C-w

0.50

S
-

0.25

0.68

0.20

0.34

C-P2
0.65

C-Pe2
0.325

운용(0.72), 신탁(0.02), 일반사무관리(0.015)
0.0046 0.0043 0.0046 0.0050 0.0042
0.0045 0.0045 0.0036 0.0050 0.0045 0.0045

총보수‧비용 1.3596 1.0593 1.7596 0.8300 1.2592 0.7550 1.0095 1.4395 0.9586 1.0995 1.4095 1.0800

※ 보수지급시기 :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
로서 직전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 주석사항
※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매입 방법

(가) 15시 30분 이전 : 제2영업일
(D+1)의 기준가격 적용
(나) 15시 30분 경과 후 : 제3영업
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기준가

환매
방법

(가) 15시 30분 이전 : 제2영업일(D+1)의 기
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지급
(나) 15시 30분 경과 후 :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지
급

(1)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
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2)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www.rkpsg.com),

판매사,

한국금융투자협회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운용전략
-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매력적으로 형성돼 있으며, 여기에 가까운 장래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역발상적인 방법으로 자본 이익의 기회를 모색합니다.
* 안정성 및 유동성이 높은 국채, 통안채, 특수채, 회사채 및 유동성 자산을 중심으로 편입합니다.
2) 주식 운용전략
-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 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평가 기법에 의해 저평가됐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를 분석하여 이를 현가화한 수
치를 현 주가가 비교하여 현저히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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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 및 유동성 운용전략
- 국채, 통안채, 특수채,금융채, 회사채(A-이상), 및 유동성 자산:
* 안정성 및 유동성이 높은 국채, 통안채, 특수채, 회사채 및 유동성 자산을 중심으로 편입합니다.
* 채권의 듀레이션(가중평균 채권만기)을 약 1년 사이로 설정하여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차익거래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4) 주식과 채권 간의 자산배분전략
- 동 펀드의 주식과 채권 간의 자산배분은 거시적인 시황 예측을 통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시장의 방
향과 무관하게 동 펀드의 주식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투자대상이 시장에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
라 자산배분이 결정됩니다.
※ 비교지수: 해당펀드는 비교지수(BM)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유: 동 펀드는 주식부문 운용전략상 종합주가지수(KOSPI)등 비교지수를 추종하지 않고, 탄력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므로 별도의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상세한 운용전략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9.01.16 기준, 단위 : 억원) )
운용현황

책임운용역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24

다른 운용
자산규모
1,003

부책임운용역

194

10,583

성명

생년

직위

강대권

1980

김재형

1981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 운용역이 각각 책임운용역 및 부책임 운용역입니다. 상
기 책임 운용역 부재시의 경우 등 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해당 팀의 운용역 정보는 당사 홈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운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3)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
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연도별 수익률]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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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
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
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
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
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
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1) 위험관리 전략
가.위험관리체계
-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거래가격을 모니터링하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개별회사 및 업종별 위험도를 점검하며 신용평가사의 리포트를 점검합니다.
나. 사후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본부의 독립적인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 평가 후, 매주 운용부에 전달하며 운용부에
서는 자체점검후, 리스크 관리본부에 보고합니다
- 약관위배사항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합니다.

3.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8.6081% 수준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

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보통수준인 4등급(보통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면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
가 있음을 이해하며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
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
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
1. 과세
가.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
득세 등(15.4%)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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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금저축계좌의 세제(종류 C-P1,C-Pe 및 종류 S-P1 수익자에 한함)에 가입한 경우 : 소득세법시행
령 제40 조의 2 에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
금소득(연금 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제(종류 C-P2 및 종류 C-Pe2 수익증권 수익자에 한함)에 가입한 경우 : 투자신
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과세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이 투자신탁의 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rkpsg.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rkpsg.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rkps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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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종류) 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유경PSG좋은생각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형) (펀드코드:AU072)
A

A-e

C

C-i

C-e

C-w

S

C-P

S-P

C-Pe

C-P2

C-Pe2

AU121 AU122 AU123 AU125 AU124 AU126 AU127 B7671 B7672 B7673 BF993 BX12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혼합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 (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이 발행된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
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에 관한 사항은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좌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rkpsg.com)의 인
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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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유경PSG좋은생각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형) (펀드코드:AU072)

(종류) 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

A-e

C

C-i

C-e

C-w

S

C-P

S-P

C-Pe

C-P2

C-Pe2

AU121 AU122 AU123 AU125 AU124 AU126 AU127 B7671 B7672 B7673 BF993 BX12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2014.07
2015.08
2015.09
2016.03
2016.07
2016.08
2016.08
2017.09

변경사항
최초 설정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
종류 C-P수익증권, 종류P-S 수익증권, 종류 C-Pe 신설
부책임운용역 변경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변경(1등급→2등급)
설정․환매기준시간 변경 및 종류 C-P2 수익증권 신설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종류C-Pe2 수익증권 신설 및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1) 환매수수료 삭제
2)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및 팀제 운용문구 추가
3)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1)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2)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2018.07
2018.10
2019.01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
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저축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
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주소 및 연락처

유경PSG자산운용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14층
(대표전화: 02-2090-33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기준: 2019.01.16)
운용현황
성명

강대권

생년

직위

주식운용본
1980
부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24

1,353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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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선임운용역
두산그룹 전략기획본부
IMM VC 투자심사역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13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

332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 운용역이 책임운용역 입니다. 상기 책임 운용역 부재시
의 경우 등 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해당 팀의 운용역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규모 산정시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
(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책임운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간 변경내역 : 변경내역 없음
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19.01.16 기준)
운용현황
성명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억원)

김재형

차장

194

10,583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서울대 경제학과
- POSCO 재무관리

라.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간 변경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이재헌

2014.08.11~2016.02.29

이상욱

2016.03.01~2019.01.23

김재형

2018.01.24 ~

현재

※2019.01월 기준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
구로서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운용됩니다.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A
A-e

가

입

자

격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수익증권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e

가입제한은 없으며,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수익증권

C-i

집합투자기구, 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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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개설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C-P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
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S-P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
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

C-Pe

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C-P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투자자

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 전용

주1)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
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①

주식

100%이하

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
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
이라 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②

채권

100%이하

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주식과 채권의 투자비율의 합은 투자신탁 총자산의 70% 이상으로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③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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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
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요건을갖춘
④

어음

40%이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
하 “어음 등”이라 한다)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5% 이하
⑤

집합투자증권

라 한다)
30% 이하

⑥

⑦

환매조건부매도

장내파생상품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매매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위험평가액이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투자신탁

(이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및 채권이나 채권의

자산총액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

10% 이하

계된 것(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50%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⑧

증권의 대여

⑨

증권의 차입

⑩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 상기의 투자대상 외에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 (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상기의 투자대상 중 1호내지 4호 의 투자한도를 다음 각호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자세한 투자대상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제한 종류
이해관계인
거래제한

투자제한의 내용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 13 -

적용예외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거래 불가능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종목투자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
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
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
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
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
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
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
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
른 기업어음증권(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
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
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
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
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
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
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
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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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
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매력적으로 형성돼 있으며, 여기에 가까운 장래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역발상적인 방법으로 자본 이익의 기회를 모색합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저평가와 재평가 매력을 동시에 갖춘 투자기회는 시장에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투자 기회가 발견되지 않으면, 시장 추종하지 않고 채권 비중을 확대해 포트폴리오 안전성
을 확보합니다. 반대로, 시장에 투자기회가 많다고 판단하면 주식투자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합니
다. 이와같은 자산배분의 탄력적 비중조절을 통해 지속적인 절대 수익의 창출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2) 주식 운용전략
-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 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평가 기법에 의해 저평가됐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를 분석하여 이를 현가화한 수
치를 현 주가가 비교하여 현저히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삼습니다.
- 저평가된 기업들 중에서 중기(6개월~18개월)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요소를 보유
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주가가 저평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평가 매력까지 함께 있는 경우에만
최종 투자대상으로 확정됩니다.
- 중기적인 재평가 매력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무적/영업적 위기로 주가와 실적이 모두 억눌려 있으나 강한 회생잠재력을 갖춰 상황의 반전이
가능한 턴어라운드기업
* 일반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강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고속성장기업
* 보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가치가 일반적으로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알짜자산기업
* 특정한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특수한 상품을 생산해 실적 호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노베이션기업

* M&A거래의 인수 후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피인수기업
* 가까운 시점에서 구조조정이 임박하거나 경영진 교체가 예상되는 재정비기업
* 비합리적 요인에 의해서 투자업계에서 관심받거나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히든밸류기업
- 중기적인 재평가 매력을 갖고 있음에도 저평가된 가격으로 해당 대상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존
재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이 대개 일반적으로 ‘현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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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는 주도주 이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기업 분석에 기반해 상향식(bottom-up)으로 운용됩니다.
3) 채권 및 유동성 운용전략
- 국채, 통안채, 특수채,금융채, 회사채(A-이상), 및 유동성 자산:
* 안정성 및 유동성이 높은 국채, 통안채, 특수채, 회사채 및 유동성 자산을 중심으로 편입합니다.
* 채권의 듀레이션(가중평균 채권만기)을 약 1년 사이로 설정하여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차익거래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구체적인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채권운용철학은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근거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며, 리서치와
계량분석에 기반한 앞을 내다보는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위험이 통제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 채권운용의 기본 운용전략은 국채, 통안채, 특수채 등 안정성 및 유동성이 높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회사채의 투자시에는 채권운용부서의 분석을 통해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
간의 차이 변화예상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신용위험 분석에 근거한 종목투자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한편,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되는 회사채 신용등급하한은 A-등급으로, 당사에서 선정한 우량 기
업위주로 투자하게 되며 회사채의 편입비중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채권의 평균 듀레이션(가중평균 채권만기)는 1년 사이 목표 듀레이션에서 운용하여 중기적으로 안정
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수준 범위내에서 듀레이션 조정을 수행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채권, 유동성자산 등에 분산투자하며 주로 국공채, 통안채 위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및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세부 운용전략으로는 선도금리곡선의 분석에 기초한 채
권교체매매전략을 수행하며 수익률곡선, 업종간 상대적 고평가/저평가 분석을 통해 교체매매(저평가
매입/고평가 종목 매도)전략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4) 주식과 채권 간의 자산배분전략
- 동 펀드의 주식과 채권 간의 자산배분은 거시적인 시황 예측을 통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시장의 방
향과 무관하게 동 펀드의 주식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투자대상이 시장에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
라 자산배분이 결정됩니다.
- 시장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지속하더라도, 동 펀드의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이 없고, 예상되는 수익
대비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면 주식투자비중을 줄이고 채권투자비중을 늘려, 안정
성을 우선하게 됩니다.
- 장기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보다는, 투자원칙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하여 위험대비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이면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자산배분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비교지수: 해당펀드는 비교지수(BM)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유: 동 펀드는 주식부문 운용전략상 종합주가지수(KOSPI)등 비교지수를 추종하지 않고, 탄력적인 자산배
분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므로 별도의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력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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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관리체계
-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거래가격을 모니터링하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개별회사 및 업종별 위험도를 점검하며 신용평가사의 리포트를 점검합니다.
2) 사후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본부의 독립적인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 평가 후, 매주 운용부에 전달하며 운용부에서는
자체점검후, 리스크 관리본부에 보고합니다
- 약관위배사항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합니다.
다. 수익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수익은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취득하는 자본이득 및
이며, 주식 및 채권 등의 자산가격 변동에 따라서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이자소득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
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
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
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
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
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
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
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국가위험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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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

유동성 위험

의 유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
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

환매연기위험

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위험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위험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등급분류기준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6등급 중 4등급(보통위험)에 해당되는 수준
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
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주식과 관련된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
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등급 4등급: 보통위험
(2) 등급분류기준
- 유경PSG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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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은 최소 6단계(매우 높은 위험(1등급), 높은 위험(2등급),
다소 높은 위험(3등급), 보통 위험(4등급), 낮은 위험(5등급), 매우 낮은 위험(6등급)로 구분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8.6081% 수준이므로 유경PSG자산운용(주)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보통수준인 4등급(보통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
결산시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변경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1등급(매우높은위험)

2등급(높은위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2017.08.11

2등급(높은위험)

4등급(보통위험)

최근 결산일(2017.08.10)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율 변동성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기준(각 등급 적용기준)
< 유경PSG자산운용의 투자위험 등급 기준>
(1) 투자대상자산을 고려한 투자위험 등급기준
: 신규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자산 및 비중 향후 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부여합니다.
위험등급

설명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1등급
(매우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 원금의 80% 미만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사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최대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이상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원금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가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 주식, 원자재,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
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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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편차(수익율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기준
: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점검하고 변경합니다. 단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특수하거나 복잡한 수익구조의 펀드(ELF,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 펀
드 등) 이를 감안하여 부여한 최초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급
수익률 변동성
(표준편차)

1

2

3

4

5

6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 낮은위험)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 상기의 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은 변동
*

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 의 연
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
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고, 운용전략 등을 고려할 때 하위 등급이 유지될 것
으로 예상되면 등급을 하향하게 됩니다.
2.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사용합니다.

표준편차 계산수식

: 




 



    ,   


      
    







*  :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 결산일이 속한 날의 t주전 월요일 기준가를 (t+1)주전 월요일 기준가로 나눈 값에 1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결산․배당 등을 감안하여 조정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
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
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집합투자기구 종류
A
A-e

가

입

자

격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수익증권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e

가입제한은 없으며,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수익증권

C-i

집합투자기구, 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S

는제외)가 개설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시

C-P

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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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S-P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 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

C-Pe

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C-P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
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 전용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D)

(D + 1)

(D + 2)

자금납입일
(오후 3시 30분 이전)

기준가 적용일

자금납입일
(오후 3시 30분 이후)

기준가 적용일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
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봅니다.
(4) 판매수수료
(가)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 A 수익증권 :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의 1% 이내

-

종류 A-e 수익증권 :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의 0.5% 이내

(나) 후취판매수수료
- 종류 S 수익증권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
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
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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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D)

(D + 1)

(D + 2)

(D + 3)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대금
지급일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봅니다.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
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
시30분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 (오후 3시 30분)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이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
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
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
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
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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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
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써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1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산정방법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내

용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
산합니다.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rkpsg.com)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
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시
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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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1)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

①상장주식

방

법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
가회사가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
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ƒ비상장채무증권
④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
한 채무증서
⑤집합투자증권

가

2이상의 채권평가회가사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분

주요내용

구성

사장, 감사, 운용담당본부장, 마케팅담당본부장, 준법감시인, 운용 및 리스크관
리주관주서장

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
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객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자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
용 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가입자격

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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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가입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없음

A-e

가입제한없음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없음

C

가입제한없음

없음

없음

없음

C-e

가입제한없음. 온라인가입

없음

없음

없음

C-i

20억이상 개인 및 내국법인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
의 100분의 0.15 이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C-w
S

및 특정금전신탁
펀드온라인코리아 전용투자자

C-P

S-P

C-Pe

C-P2

C-Pe2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
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
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
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
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
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
한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
전용으로, 소득세법 제 20조
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
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투자자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
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
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 전용
부과기준

※ 종류A의 선취판매수수료율, 종류S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명시된 수수료율이내에서 판매회사별
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후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
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연간, %)
명칭
(클래스)
A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0.72

0.60

0.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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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총 보수
ㆍ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비용

0.0046

1.3596

1.3596

0.3402

A-e

0.72

0.30

0.02

0.015

0.0043

1.0593

1.0593

0.3373

C

0.72

1.00

0.02

0.015

0.0046

1.7596

1.7596

0.3414

C-e

0.72

0.50

0.02

0.015

0.0042

1.2592

1.2592

0.3410

C-i

0.72

0.07

0.02

0.015

0.0050

0.8300

0.8300

0.3219

C-w

0.72

-

0.02

0.015

-

0.755

0.755

-

S

0.72

0.25

0.02

0.015

0.0045

1.0095

1.0095

0.3433

C-P

0.72

0.68

0.02

0.015

0.0045

1.4395

1.4395

0.3436

S-P

0.72

0.20

0.02

0.015

0.0036

0.9586

0.9586

0.3416

C-Pe

0.72

0.34

0.02

0.015

0.0045

1.0995

1.0995

0.3451

C-P2

0.72

0.65

0.02

0.015

0.0045

1.4095

1.4095

0.3440

C-Pe2

0.72

0.325

0.02

0.015

0.0000

1.0800

1.0800

0.2346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1)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
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
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7.08.01~2018.08.10 ]
(주2)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
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
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7.08.01~2018.08.10 ]
(주3)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
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 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
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 후

3 년 후

5 년 후

10 년 후

Class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8

526

836

1,712

Class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8

386

632

1,336

Class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0

559

961

2,086

Class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9

402

695

1,529

Class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5

266

462

1,029

Class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

244

424

946

Class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3

323

560

1,240

Class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8

458

792

1,733

Class 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8

307

532

1,181

Class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3

351

6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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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4

449

776

1,699

Class C-Pe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1

345

598

1,322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ㆍ비용을 누
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비
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
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Class)별로 총 보수ㆍ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이 되는 시점이나, 종류(Class) 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
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
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
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
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① 기대 효과: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
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 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
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
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과세시점 이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
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
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
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은 각 판매회사의 수익증권저축약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
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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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
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③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
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
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
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
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
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
매ㆍ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ㆍ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ㆍ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일반법인 15.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
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
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
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C-P 수익증권, 종류S-P 수익증권, 종류 C-Pe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
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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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은 “연금계좌 설정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구분
납입요건
수령요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분리과세 한도
연금외 수령시 과세
해지가산세

주요내용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연금 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없음
천재지변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가능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 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15.01.01. 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
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59조의3 제1항제
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
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기 투자소득
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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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4기(2017.08.11 제 3기(2016.08.11 제 2기(2015.08.11 -

기
2018.08.10)
2017.08.10)
2016.08.10)

간

회계감사법인
삼덕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인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적정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
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주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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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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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합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종류형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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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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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
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
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
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
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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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

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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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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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의 투자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
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
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전화·전
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
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
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40 -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
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
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
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
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
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
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경우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변경
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
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

- 41 -

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
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
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
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
여서는 안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
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
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
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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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
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
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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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
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해당 투
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
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업협회 인
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
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
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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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
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
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
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 제
3 항에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
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
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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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
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④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⑤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
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
서 정한 사유가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rkpsg.com)ㆍ판매회사 및 한국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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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등)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
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
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
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
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 : 의결권의 구
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 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투자증권거래

내

용

① 선정 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 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 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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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
가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 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
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신탁업자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간이투자설명서
2.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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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
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
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

금융투자협회

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

펀드코드

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수익증권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 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종류형(집합투자기구)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
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
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기준가격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
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
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
보수 또는 총보수

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
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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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
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
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
모를 지칭합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
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원천징수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
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
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

환매수수료

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
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

판매수수료

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
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
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해지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
차를 말합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환매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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