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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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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2년 12월 1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년 12월 2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조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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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87-3500, http://www.midasasset.com),  

금융투자협회(02-2003-9000, 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협회(http://www.kofia.or.kr)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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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art.fss.or.kr/
http://dart.fss.or.kr/
http://www.midasasset.com/
http://www.kofia.or.kr/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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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제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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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2년 12월 19일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77354]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전세계 주식 관련 ETF 등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56% 이상을 투자하는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

식-재간접형)에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해외주식 간접투자로 

인한 위험, ETF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

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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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식 관련 ETF 등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56% 이상을 투자하는 마이다스 월

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경기 국면에 따라 최적의 전략 

조합을 구성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동 펀드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매크로 전략: 개별국가 및 산업/섹터의 경기 사이클 분석을 통해 회복 및 확장기에 진입한 유망 투자

대상 선정 

- 고배당 전략: 고배당 자산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인컴과 자본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변동성 제어 

- 구조적 성장 전략: 구조적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테마 및 트렌드를 포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 

보수⋅비

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보수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1) 
없음 1.440 0.990 1.250 1.464 150 308 473 829 1,88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없음 0.945 0.495 0.810 0.945 97 199 305 535 1,218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

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3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

며,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1/12/20~ 

2022/12/19 

2020/12/20~ 

2022/12/19 

2019/12/20~ 

2022/12/19 

2017/12/20~ 

2022/12/1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1)(%) 
2014-02-24 -10.65 1.95 9.52 3.59 1.92 

참고지표(%) 2014-02-24 -13.00 -2.68 6.12 1.1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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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변동성(%) 
2014-02-24 12.29 13.42 17.66 15.47 13.16 

(주1) 참고지표: KOSPI*100% (참고지표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

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외혼합 재간접형) (%)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유주형 1986 
책임 

(차장) 
13개 1,951억원 -9.34 6.99 

-9.34 6.99 

7년 3개월 

오남훈 1978 
부책임 

(수석본부장) 
14개 3,494억원 -9.34 6.99 14년 3개월 

김형중 1993 
부책임 

(매니저) 
10개 1,901억원 - - 7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

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

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

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

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ㆍ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

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ㆍ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

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

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

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

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

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의 

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

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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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의 

가격변동위험 

(종목위험)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는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

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

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

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 변동

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

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

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파생상품 (통화선물

, 통화옵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는 국내법에 의해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직접적인 외환관련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국내법에 의해 발행

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시 외환위험 관리를 위한 별도의 환헤지전략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

만,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해외투자 집합투자증권에서는 외환관련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간

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 에 투자함 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이 되는 증권 등 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

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외국집합투자 증권은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투자대상국의 경

제 및 증시상황 등 해외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각 피집합투자기구 

해당 운용사의 이벤트 및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 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TF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ETF)는 해

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한 ETF 등의 계약

이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잔여자산 분배시까지 기간동안에는 유통시

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이 투자신탁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 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 매매에 대한 과

세처리 방법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과표 기준가격이 상

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ETF) 투자에 

따른 추적오차 

발생 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은 그 추종지수와 추적오차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도 집합투자증권(ETF) 에서 발생하는 추적

오차로 인하여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

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증권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

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

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간접 투자로 

인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세계 각국(신흥시장 포함)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며,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국가의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주식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0영업일(D+9)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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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 투자설명서: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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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s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

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

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연금외수령시)에 대한 과세는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번호: 02-3787-3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das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조 좌 

효력발생일 2022년 12월 28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

한 사항(58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

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

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

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

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

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

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http://www.midasasset.com/
http://www.fss.or.kr/
http://www.midasasset.com/
http://www.midasasset.com/
http://www.midas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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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 코드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773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1) AP3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BU37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AP33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

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바. 기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 마련

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 

사.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미해당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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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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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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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 코드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773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1) AP3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BU37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AP33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12-20 운용 개시일 

2009-05-03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월드 In Best 연금 주식재간접 자투자신탁 

⇒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0-05-03 판매보수 인하 

2011-03-02 연금저축 주요내용 추가기재 및 내용변경 

2013-02-28 운용역 변경 

2013-04-01 연금저축계좌 도입 관련 정정 

2013-09-11 운용역 변경 

2014-01-10 연금 납입액 공제 방식 변경(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2014-03-24 종류형 전환(C1, S-P클래스 신설) 

2015-06-18 투자대상(통화선물 및 통화옵션) 추가 

2015-07-29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에 따른 모자형 구조 수정 및 운용역 변경 

2015-08-21 부책임운용역 추가 

2017-07-31 Ce클래스 신설 

2018-10-08 부책임운용역 삭제 

2019-09-25 기업공시서식 개정 

2020-01-29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정기갱신 

2021-01-20 정기갱신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2022-06-10 

투자전략 업데이트, 운용역 변경 

펀드명 변경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2-11-08 이익분배금 내용 집합투자규약과 문구 통일 및 최근일 갱신 

2022-12-28 정기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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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대표전화 : 02-3787-35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외혼합 재간접형)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유주형 1986 
책임 

(차장) 
13개 1,951 -9.34 6.99 

-9.34 6.99 

*경력년수: 7년 3개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09.12월~12.08월 한국투자증권  

-12.09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오남훈 1978 

부책임 

(수석 

본부장) 

14개 3,494 -9.34 6.99 

*경력년수: 14년 3개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04.01월~07.07월 대우증권 

-07.07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김형중 1993 
부책임 

(매니저) 
10개 1,901 - - 

*경력년수: 7개월 

-Tsinghua University 경제금융학과 졸업 

-18.04~19.02 Mitsubishi UFJ Morgan 

Stanley Securities 

-20.0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모: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직위 운용 기간  

유주형 책임운용역 2022.06.10~현재 

오남훈 부책임운용역 2022.06.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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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부책임운용역 2022.06.10~현재 

오남훈 책임운용역 2015.07.23~2022.06.09 

유주형 부책임운용역 2015.08.21~2022.06.09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외혼합 재간접형)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유주형 1986 
책임 

(차장) 
13개 1,951 -9.34 6.99 

-9.34 6.99 

*경력년수: 7년 3개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09.12월~12.08월 한국투자증권  

-12.09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오남훈 1978 

부책임 

(수석 

본부장) 

14개 3,494 -9.34 6.99 

*경력년수: 14년 3개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04.01월~07.07월 대우증권 

-07.07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김형중 1993 
부책임 

(매니저) 
10개 1,901 - - 

*경력년수: 7개월 

-Tsinghua University 경제금융학과 졸업 

-18.04~19.02 Mitsubishi UFJ Morgan 

Stanley Securities 

-20.0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직위 운용 기간  

유주형 책임운용역 2022.06.10~현재 

오남훈 부책임운용역 2022.06.10~현재 

김형중 부책임운용역 2022.06.10~현재 

오남훈 책임운용역 2015.07.23~2022.06.09 

유주형 부책임운용역 2015.08.21~2022.06.09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 투자신탁(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의 자투자신탁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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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

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

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

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

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

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

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

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포함된 모자형 

투자신탁의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별첨

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56% 이상, 국내주식 44% 이하 

투자목적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 관련 ETF 등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일반 가입자용) 
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장기주택마련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용) 
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저축계좌 전용) 
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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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경기 국면에 따라 최적의 전략 조합을 구성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동 펀드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 매크로 전략: 개별국가 및 산업/섹터의 경기 사이클 분석을 통해 

회복 및 확장기에 진입한 유망 투자대상 선정 

- 고배당 전략: 고배당 자산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인컴과 자본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변동성 제어 

- 구조적 성장 전략: 구조적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테마 및 트렌드

를 포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 

-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을 두어 개별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변동 위

험을 제한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나 환율변

동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아니하

지만, 급격한 환율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

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헤

지를 수행할 수 있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인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관련 ETF 등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으로부터의 자본이득과 배당

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

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90% 이상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국내주식에 분산 투자 

단기대출(30일)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 상품) 
10% 이하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 운용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1) 모투자신탁,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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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집합투자증권 56%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

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

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법 제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

증권”이라 한다.) 

지분증권 44%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

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

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

모주에 한함)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

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

로 운용하는 행위 

 

 

※ 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

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

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

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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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

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

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

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 

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

수료의 합이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

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

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ㅇ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국채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

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

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

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

당한다]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

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

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

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

증권을 말함),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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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

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

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

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모투자신탁(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에 자산의 90% 이상을 투자합니다. 투자 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아래 <모투

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 바랍니다. 

2)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

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판단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

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ETF 등 집합투자증권 투자전략 

① 투자전략 개요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식 관련 ETF 등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56%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식 관련 국내외 ETF 를 활용한 초분산투자를 추구합니

다.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

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요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경기 국면별 전략 조합 예시] 

 

 

② 투자전략 세부 구분 

전략 구분 내용 투자 대상 ETF 

매크로 전략 

• 개별국가 및 산업/섹터의 경기 사이클 분석을 통해 

회복 및 확장기에 진입한 유망 투자대상 선정 

• 퀀터멘탈(Quantamental) 모델을 기반으로 경기 국면 

판단하며, 스코어링 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섹터 로테

이션 전략  

• 선진국 주식형 ETF 

• 신흥국 주식형 ETF 

• 섹터 ETF 

• 기타 ETF (원자재 등) 

고배당 전략 

• 고배당 자산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인

컴과 자본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변동성 

제어 

• 국공채 대비 높은 분배율의 ETF 가 유망 투자 대상 

• 고배당 ETF 

• 우선주 ETF 

• REITS ETF 

구조적 성장  

전략 

• 구조적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테마 및 트렌드를 포착

하여 지속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 

• 유사한 테마의 다양한 ETF 가 존재하기에 바텀업 기

업분석 방식을 접목하여 ETF 선별(구성 종목 내 Top 

Picks 확인) 

• 혁신테마 ETF 

• Cash Cow ETF 

• 대체자산 ETF 

(탄소배출권 등) 

 

③ 투자대상 ETF 스크리닝 프로세스 



18 

 

 

 

④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모펀드 포트폴리오 구축 프로세스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전략 펀드명 운용사 
투자대상 

및 테마 
설정일 

상장 

국가 

운용 

규모 

(십억$) 

투자 

비중 

(예시) 

매 

크 

로 

ISHARES MSCI ACWI ETF 
BlackRock 

Fund Advisors 
글로벌 주식 2008.03.26 미국 18.40 10% 

ENERGY SELECT SECTOR 

SPDR ETF 

SPDR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미국 에너지 

섹터 주식 
1998.12.16 미국 36.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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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SELECT 

SECTOR SPDR ETF 

SPDR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미국 헬스케

어 섹터 주식 
1998.12.16 미국 37.5 5% 

VANGUARD UTILITIES ETF 
Vanguard 

Group 

미국 유틸리

티 섹터 주식 
2004.01.26 미국 6.4 5% 

HORIZON KINETICS 

INFLATION BENEFICIARIES 

ETF 

Horizon 

Kinetics 

인플레  

수혜주 
2021.01.11 미국 1.4 6% 

고 

배 

당 

ISHARES RESIDENTIAL AND 

MULTISECTOR REAL 

ESTATE ETF 

BlackRock 

Fund Advisors 
미국 리츠 2007.05.01 미국 1.2 8% 

ISHARES MSCI Global Min 

Vol Factor ETF 

BlackRock 

Fund Advisors  

최소변동 

(고배당)  
2011.10.18  미국   4.5  8% 

INVESCO S&P500 HIGH DIV 

LOW VOL ETF 
Invesco 

미국  

고배당주 
2012.10.18 미국 3,7 7% 

INVESCO S&P500 LOW 

VOLATILITY ETF 
Invesco 

저변동 

(고배당) 
2011.05.05  미국 9.9  7% 

구 

조 

적 

성 

장 

VANECK GOLD MINERS ETF VanEck 금 채굴 테마 2006.05.16 미국 14.6 7% 

ISHARES S&P GSCI 

COMMODITY  

BlackRock 

Fund Advisors 

글로벌  

원자재 
2006.07.10 미국 2.1 6% 

GLOBAL X SILVER MINERS 

ETF 
Global X 은 채굴 테마 2010.04.19 미국  0.8 5% 

ISHARES MSCI GLOBAL 

AGRI PRODUCERS 

BlackRock 

Fund Advisors 
농업 테마  2012.01.31  미국  0.3 5% 

ETFMG TRAVEL TECH ETF 
ETF Managers 

Group 

리오프닝  

테마 
2020.02.12 미국 0.2 5% 

INVESCO SOLAR ETF Invesco 
글로벌  

태양광 업체 
2008.04.15 미국 2.1 4% 

FIRST TRUST NATURAL GAS 

ETF 
First Trust 

천연가스  

탐사기업 
2007.05.08 미국 0.7 3% 

VANECK RARE 

EARTH/STRAT METAL ETF 
VanEck 

희토류  

채굴 테마 
2010.10.27 미국 0.9 2%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2022 년 4 월 26 일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로서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역의 판

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명 
설정지 

국가 
주요 투자대상자산 벤치마크 

ISHARES MSCI ACWI ETF 미국 글로벌 주식 MSCI ACWI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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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ELECT SECTOR SPDR 

ETF 
미국 

미국 에너지  

섹터 주식 
S&P Energy Select Sector Index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ETF 
미국 

미국 헬스케어  

섹터 주식 
S&P Health Care Select Sector Index 

VANGUARD UTILITIES ETF 미국 
미국 유틸리티  

섹터 주식 
MSCI US Investable Market Index (IMI) 

HORIZON KINETICS INFLATION 

BENEFICIARIES ETF 
미국 인플레 수혜주 - 

ISHARES RESIDENTIAL AND 

MULTISECTOR REAL ESTATE ETF 
미국 미국 리츠 FTSE Nareit All Residential Capped Index 

ISHARES MSCI Global Min Vol 

Factor ETF 
미국 최소변동(고배당)  

MSCI ACWI Minimum Volatility (USD) 

Index 

INVESCO S&P500 HIGH DIV LOW 

VOL ETF 
미국 미국 고배당주 

S&P 500® Low Volatility High Dividend 

Index 

INVESCO S&P500 LOW VOLATILITY 

ETF 
미국 저변동(고배당) S&P 500® Low Volatility Index 

VANECK GOLD MINERS ETF 미국 금 채굴 테마 NYSE® Arca Gold Miners Index 

ISHARES S&P GSCI COMMODITY  미국 글로벌 원자재 S&P GSCI™ Total Return Index 

GLOBAL X SILVER MINERS ETF 미국 은 채굴 테마 
Solactive Global Silver Miners Total Return 

Index 

ISHARES MSCI GLOBAL AGRI 

PRODUCERS 
미국 농업 테마  

MSCI ACWI Select Agriculture Producers 

Investable Market Index 

ETFMG TRAVEL TECH ETF 미국 리오프닝 테마 Prime Travel Technology Index 

INVESCO SOLAR ETF 미국 
글로벌 태양광  

업체 
MAC Global Solar Energy Index 

FIRST TRUST NATURAL GAS ETF 미국 천연가스 탐사기업 ISE-Revere Natural Gas Index 

VANECK RARE EARTH/STRAT 

METAL ETF 
미국 희토류 채굴 테마 

MVIS® Global Rare Earth/Strategic Metals 

Index 

※ 상기 피집합투자기구의 설정지 국가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및 이외의 관련 정보는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나 국내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미국의 경우 미

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 과 

ETF.com(https://www.etf.com)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2022 년 4 월 26 일 작성기준 시점으로 작성된 예시이며 실제 운용시 운용상

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투자대상 국가에 관한 사항  

투자대상국가 내용설명주1) 

미국 ◼ 서비스형 산업이 GDP의 70% 차지하는 선진국형 산업구조  



21 

 

◼ 첨단 제조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 주요 산업 : IT, 헬스케어, 경기소비재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3.3억명 $ 65,914 3.0 2.2 -3.5 

영국 

◼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중이 높으며 경기회복 국면에 대표 수혜 

◼ 브랙시트와 코로나19 이후 경제재건(인프라-녹색산업혁명, 기술, 혁신) 집중 

◼ 주요 산업 : 소매, 관광, 금융 등 서비스산업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6.7천만명 $ 41,149 1.3 1.4 -9.8 

프랑스 

◼ 풍부한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음  

◼ 코로나19 이후 재건 정책으로 친환경/경쟁력강화/사회연대 키워드 제시 

◼ 주요 산업 : 자동차, 항공우주, 패션, 게임, 콘텐츠, IT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6.7천만명 $ 42,558 1.8 1.5 -8.1 

독일 

◼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건설업/서비스업 비중은 낮은 편 

◼ 향후 재생에너지/전기차/수소산업 전반에 투자 집중 

◼ 주요 산업 :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 등 주요 제조산업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8.3천만명 $ 47,488 1.3 0.6 -4.9 

중국 

◼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설립 통한 친환경 산업의 구조적 성장  

◼ 중산층 소비 및 내수시장 확대 통한 신경제 부양  

◼ 주요 산업 : TMT(기술, 미디어, 통신), 운수장비, 서비스, 소비재, 금융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14.0억명 $ 9,936 6.7 5.9 2.3 

일본 

◼ 일본 정부 주도의 디지털화 가속화  

◼ 기업 배당 확대, 자사주매입 확대, 주주이익 환원 움직임 강화 전망 

◼ 주요 산업 : 산업재, 소비재, 서비스, IT, 반도체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1.3억명 $ 41,403 0.3 0.3 - 

대만 
◼ 글로벌 IT강국으로 글로벌 테크산업과 함께 고 성장세 

◼ 배당성향 60% 기록하는 높은 시장. 시장 배당수익률 평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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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산업 : 전기전자 (IT), 금융, 소재, 통신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2.3천만명 $ 26,594 2.8 3.0 3.1 

주1) 상기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에서 투자 가능한 주요 국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상기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 국가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국가 외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상기의 국가에 대한 설명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와 다를 수 있으

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자료 출처 및 기준 

- 인구: 세계은행(The World Bank), 2020년 기준 

- 1인당 국민총소득: 세계은행(The World Bank), 2020년 기준, 2019년 기준 

- GDP성쟝률: 세계은행(The World Bank), 일본은 2020년 통계자료 공시 전 

 

2) 주식 투자전략 

집합투자재산의 44%이하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을 추구할 수 있

습니다.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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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지수(벤치마크)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

수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판단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상기의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

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 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

성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및 투자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분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투자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1)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나 환율변동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별도의 환헤

지 전략을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급격한 환율 변동 위험이 발생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비상 상황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 단계별 비상조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비상상황 가능성 인지 단계(1 단계): 순자산 대비 환매비율 상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 발생 원인 파악, 환매 자금 마련 스케쥴 점검 등 시

행 

② 비상상황 우려 단계(2 단계): 1 단계 규모를 초과하는 대량환매 발생시 유동성 확보 방안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 소집, 대응방안 및 비상계획 마련 

③ 비상상황 발생 단계(3 단계): 2 단계 규모를 초과하는 대량환매 발생 혹은 1 단계 또는 2 단계가 연

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비상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매연기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추

가 방안 강구 

 

이후에도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화 과정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현금화 과정에서 가격이 현

저히 불리하여 잔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하게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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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즉각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치 강구할 계획입니다(환매연기 여부 결정, 관련 부

서 통지, 판매회사 협의, 대고객 안내, 수익자총회 등). 

 

3)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위험 및 관리방안 

본 펀드는 글로벌(국내 포함)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리츠(REITs)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본 펀드는 글로벌 경기 국면, 대상 국가의 정치 및 경제상황, 증권시장에 영향을 받으며, 투자 종목의 

매각 불가, 거래량 부족,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대량환매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 또는 자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동 펀드는 미국, 유럽, 신흥국 등 전세계 자산에 분산투자 할 예정이

며, 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 ETF 를 편입할 예정으로 장내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투자대상 종목 및 투자비중은 대상 종목의 거래량, 설정규모 등 정량적인 평가를 거

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경우 정기 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 사항 등을 점검하여 유동성 위

험 인지시, 이에 대응할 계획이며 규약에 따른 종목별 투자한도를 준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환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환매 및 상환 연기 등의 사유 발생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 투

자신탁으로, 직·간접적 투자대상인 국내외 주식의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즉, 투자

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투자대상인 국내외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하락할 경우 손실

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인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자산의 대부분

을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에 준하여 관리하게 되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및 환위험 등에 대한 모

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인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자산의 대부분

을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의 손익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별첨 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

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에

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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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

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의 

 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

에서도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

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의 

 가격변동위험 

 (종목위험)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는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

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환

율 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

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

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관련 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헷지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

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

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

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

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

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

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

자율로 재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

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

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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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합투자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 에 투자함 에 따라 피투

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이 되는 증권 등 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

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외국집합투자 증권은 국내 거시경

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 등 해외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각 피집합투자기구 해당 운용사의 이벤트 및 예상

치 못한 정치·경제 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ETF) 및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 

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

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흥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일부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국가위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흥국가의 경우 정치·경제·

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

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

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ETF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

권(ETF)는 해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투자한 ETF 등의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으며, 잔여

자산 분배시까지 기간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 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ETF) 

투자에 따른  

추적오차 발생 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은 그 추종지수

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도 집합투자증권

(ETF) 에서 발생하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증권의 집합투자기구

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

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간접  

투자로 인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세계 각국(신흥시장 포함)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며,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국가의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27 

 

대상국가의 주식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위험 

국내 주식 투자시 적극적인 종목선정을 통하여 주식시장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

을 목표로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주식시장의 변화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

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시점과 환매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

므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실

제 환매대금이 투자자가 환매청구시점에 예상한 순자산가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매 지연 
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 발생 및 투자대상국가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가운데 해외 유

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

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

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운용 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 실무 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

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 구조는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 실무 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개장 및 폐장시각의 차이로 인

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

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7.63%

이므로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로 인하

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이해하며,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

에게 적합합니다.  

추후 매결산시마다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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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매우높은위험) 2(높은위험) 3(다소높은위험) 4(보통위험) 5(낮은위험) 6(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실제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가입 자격 및 투자 방법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하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제2항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가입자격위반 

또는 약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익자의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

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

항에 따라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

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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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입금일   수익증권매입일 

(기준가 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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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

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입금일 수익증권매입일 

(기준가 적용일) 

제3영업일 

제1영업일 ... 제4영업일  제5영업일 … 제9영업일  제10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제1영업일 ... 제4영업일  제5영업일 … 제9영업일  제10영업일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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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

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

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 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

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

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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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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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midasasset.com)ㆍ판매회사ㆍ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절차도 상기 내용과 동일합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모집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

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

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

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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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

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

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1)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수탁 

회사 

보수 

일반 

사무 

관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ㆍ

비용 

동종 

유형 

총보수 

합성 총 

보수ㆍ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1) 

0.400 0.990 0.030 0.020 1.440 0.002 1.442 1.250 1.464 0.24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e) 

0.400 0.495 0.030 0.020 0.945 0.000 0.945 0.810 0.945 0.00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0.400 0.250 0.030 0.020 0.700 0.000 0.700 - 0.721 0.185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종류 C1 수익증권은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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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서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부과하는 보수(약 0.49%)를 포함하여 추정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직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다만,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87,801 

금융비용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ᆞ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8 303 466 817 1,85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0 308 473 829 1,8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7 199 305 535 1,21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7 199 305 535 1,2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147 226 396 90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4 152 233 408 93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ᆞ비용을 누

계액으로 산출한 것(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보수 차감 전 기

준), 수수료율 및 총 보수ᆞ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

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

투자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零"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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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2016년 9월 13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

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

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

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

(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

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

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

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소득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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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 

구분 주요 내용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해지가산세 면제사유 

(특별중도해지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권고 

연금외수령시 과세 

(특별중도해지시 포함)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 5.5%(종합과세 가능) 

일반해지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의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5% 과세)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고객이 사망 외의 사유로 연금외수령을 할 경우 일반해지시 과세율을 적용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

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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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 관련 ETF 등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

치상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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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피투자집합투자기구로 국내ㆍ외 주식 관련 국내 및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ETF)에 주로 투자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분산투자 효과를 위해 국가, 스타일, 테마 등을 대표하는 각 자산의 가격흐름을 추

종하는 국내ㆍ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에 거래량, 시가총액, 비용 등 정량적 요인과 운용의 안정성, 투

명성 등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국내ㆍ외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이므로 정성적인 요인의 분석은 공시된 투자설명서, 

운용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정량적인 요인을 분석은 블룸버그 등 금융정보제공 인프라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집합투자증권 56%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

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 

지분증권 44%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

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

자증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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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5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

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

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자산유동화증권 5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5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취득시 신용등

급이 A3-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

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5% 이하(헤지 

또는 헤지 외 목적)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가지

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

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증권의 대여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

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의 차입 20% 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국내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의 거래에 한함 

기타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1) 집합투자증권, 지분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2)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에 대한 투자한도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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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적용 유예 

-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 유예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상기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

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

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

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

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

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

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

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 

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

수료의 합이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하

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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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국채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

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

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

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

당한다]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

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

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

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

권을 말함),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ㅇ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

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

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

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

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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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개월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주식 

법 시행령 제86조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6조로 정하는 증

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

행령 제86조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상기 투자 제한은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단기대출, 계열회사 발행 주식,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제외)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투자 필요성 실사 Due Diligence), 선정 프로세스 등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설립국가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투자비중 회계감사 실시 여부 홈페이지 주

소 등 정보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

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2 79 조에 의거하여 등록요건과 절

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상세 사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관련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 신 후에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절차에 따라 이미 등록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정보를 미국 증권거래위원 전자

공시시스템 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 과 ETF.com (https://etf.com)

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ETF 등 집합투자증권 투자전략 

① 투자전략 개요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식 관련 ETF 등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56%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식 관련 국내외 ETF 를 활용한 초분산투자를 추구합니다.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요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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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국면별 전략 조합 예시] 

 

 

② 투자전략 세부 구분 

전략 구분 내용 투자 대상 ETF 

매크로 전략 

• 개별국가 및 산업/섹터의 경기 사이클 분석을 통해 

회복 및 확장기에 진입한 유망 투자대상 선정 

• 퀀터멘탈(Quantamental) 모델을 기반으로 경기 국면 

판단하며, 스코어링 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섹터 로테

이션 전략  

• 선진국 주식형 ETF 

• 신흥국 주식형 ETF 

• 섹터 ETF 

• 기타 ETF (원자재 등) 

고배당 전략 • 고배당 자산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인 • 고배당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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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과 자본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변동성 

제어 

• 국공채 대비 높은 분배율의 ETF 가 유망 투자 대상 

• 우선주 ETF 

• REITS ETF 

구조적 성장  

전략 

• 구조적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테마 및 트렌드를 포착

하여 지속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 

• 유사한 테마의 다양한 ETF 가 존재하기에 바텀업 기

업분석 방식을 접목하여 ETF 선별(구성 종목 내 Top 

Picks 확인) 

• 혁신테마 ETF 

• Cash Cow ETF 

• 대체자산 ETF 

(탄소배출권 등) 

 

③ 투자대상 ETF 스크리닝 프로세스 

 

 

④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모펀드 포트폴리오 구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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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전략 펀드명 운용사 
투자대상 

및 테마 
설정일 

상장 

국가 

운용 

규모 

(십억$) 

투자 

비중 

(예시) 

매 

크 

로 

ISHARES MSCI ACWI ETF 
BlackRock 

Fund Advisors 
글로벌 주식 2008.03.26 미국 18.40 10% 

ENERGY SELECT SECTOR 

SPDR ETF 

SPDR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미국 에너지 

섹터 주식 
1998.12.16 미국 36.8 7% 

HEALTHCARE SELECT 

SECTOR SPDR ETF 

SPDR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미국 헬스케

어 섹터 주식 
1998.12.16 미국 37.5 5% 

VANGUARD UTILITIES ETF 
Vanguard 

Group 

미국 유틸리

티 섹터 주식 
2004.01.26 미국 6.4 5% 

HORIZON KINETICS 

INFLATION BENEFICIARIES 

ETF 

Horizon 

Kinetics 

인플레  

수혜주 
2021.01.11 미국 1.4 6% 

고 

배 

당 

ISHARES RESIDENTIAL AND 

MULTISECTOR REAL 

ESTATE ETF 

BlackRock 

Fund Advisors 
미국 리츠 2007.05.01 미국 1.2 8% 

ISHARES MSCI Global Min 

Vol Factor ETF 

BlackRock 

Fund Advisors  

최소변동 

(고배당)  
2011.10.18  미국   4.5  8% 

INVESCO S&P500 HIGH DIV 

LOW VOL ETF 
Invesco 

미국  

고배당주 
2012.10.18 미국 3,7 7% 

INVESCO S&P500 LOW 

VOLATILITY ETF 
Invesco 

저변동 

(고배당) 
2011.05.05  미국 9.9  7% 

구 

조 

적 

성 

장 

VANECK GOLD MINERS ETF VanEck 금 채굴 테마 2006.05.16 미국 14.6 7% 

ISHARES S&P GSCI 

COMMODITY  

BlackRock 

Fund Advisors 

글로벌  

원자재 
2006.07.10 미국 2.1 6% 

GLOBAL X SILVER MINERS 

ETF 
Global X 은 채굴 테마 2010.04.19 미국  0.8 5% 

ISHARES MSCI GLOBAL 

AGRI PRODUCERS 

BlackRock 

Fund Advisors 
농업 테마  2012.01.31  미국  0.3 5% 

ETFMG TRAVEL TECH ETF 
ETF Managers 

Group 

리오프닝  

테마 
2020.02.12 미국 0.2 5% 

INVESCO SOLAR ETF Invesco 
글로벌  

태양광 업체 
2008.04.15 미국 2.1 4% 

FIRST TRUST NATURAL GAS First Trust 천연가스  2007.05.08 미국 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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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탐사기업 

VANECK RARE 

EARTH/STRAT METAL ETF 
VanEck 

희토류  

채굴 테마 
2010.10.27 미국 0.9 2%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2022 년 4 월 26 일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로서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역의 판

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명 
설정지 

국가 
주요 투자대상자산 벤치마크 

ISHARES MSCI ACWI ETF 미국 글로벌 주식 MSCI ACWI Index 

ENERGY SELECT SECTOR SPDR 

ETF 
미국 

미국 에너지  

섹터 주식 
S&P Energy Select Sector Index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ETF 
미국 

미국 헬스케어  

섹터 주식 
S&P Health Care Select Sector Index 

VANGUARD UTILITIES ETF 미국 
미국 유틸리티  

섹터 주식 
MSCI US Investable Market Index (IMI) 

HORIZON KINETICS INFLATION 

BENEFICIARIES ETF 
미국 인플레 수혜주 - 

ISHARES RESIDENTIAL AND 

MULTISECTOR REAL ESTATE ETF 
미국 미국 리츠 FTSE Nareit All Residential Capped Index 

ISHARES MSCI Global Min Vol 

Factor ETF 
미국 최소변동(고배당)  

MSCI ACWI Minimum Volatility (USD) 

Index 

INVESCO S&P500 HIGH DIV LOW 

VOL ETF 
미국 미국 고배당주 

S&P 500® Low Volatility High Dividend 

Index 

INVESCO S&P500 LOW VOLATILITY 

ETF 
미국 저변동(고배당) S&P 500® Low Volatility Index 

VANECK GOLD MINERS ETF 미국 금 채굴 테마 NYSE® Arca Gold Miners Index 

ISHARES S&P GSCI COMMODITY  미국 글로벌 원자재 S&P GSCI™ Total Return Index 

GLOBAL X SILVER MINERS ETF 미국 은 채굴 테마 
Solactive Global Silver Miners Total Return 

Index 

ISHARES MSCI GLOBAL AGRI 

PRODUCERS 
미국 농업 테마  

MSCI ACWI Select Agriculture Producers 

Investable Market Index 

ETFMG TRAVEL TECH ETF 미국 리오프닝 테마 Prime Travel Technology Index 

INVESCO SOLAR ETF 미국 
글로벌 태양광  

업체 
MAC Global Solar Energy Index 

FIRST TRUST NATURAL GAS ETF 미국 천연가스 탐사기업 ISE-Revere Natural Gas Index 

VANECK RARE EARTH/STRAT 

METAL ETF 
미국 희토류 채굴 테마 

MVIS® Global Rare Earth/Strategic Metals 

Index 

※ 상기 피집합투자기구의 설정지 국가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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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및 이외의 관련 정보는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나 국내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미국의 경우 미

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 과 

ETF.com(https://www.etf.com)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2022 년 4 월 26 일 작성기준 시점으로 작성된 예시이며 실제 운용시 운용상

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투자대상 국가에 관한 사항  

투자대상국가 내용설명주1) 

미국 

◼ 서비스형 산업이 GDP의 70% 차지하는 선진국형 산업구조  

◼ 첨단 제조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 주요 산업 : IT, 헬스케어, 경기소비재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3.3억명 $ 65,914 3.0 2.2 -3.5 

영국 

◼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중이 높으며 경기회복 국면에 대표 수혜 

◼ 브랙시트와 코로나19 이후 경제재건(인프라-녹색산업혁명, 기술, 혁신) 집중 

◼ 주요 산업 : 소매, 관광, 금융 등 서비스산업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6.7천만명 $ 41,149 1.3 1.4 -9.8 

프랑스 

◼ 풍부한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음  

◼ 코로나19 이후 재건 정책으로 친환경/경쟁력강화/사회연대 키워드 제시 

◼ 주요 산업 : 자동차, 항공우주, 패션, 게임, 콘텐츠, IT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6.7천만명 $ 42,558 1.8 1.5 -8.1 

독일 

◼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건설업/서비스업 비중은 낮은 편 

◼ 향후 재생에너지/전기차/수소산업 전반에 투자 집중 

◼ 주요 산업 :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 등 주요 제조산업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8.3천만명 $ 47,488 1.3 0.6 -4.9 

중국 

◼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설립 통한 친환경 산업의 구조적 성장  

◼ 중산층 소비 및 내수시장 확대 통한 신경제 부양  

◼ 주요 산업 : TMT(기술, 미디어, 통신), 운수장비, 서비스, 소비재, 금융 

인구 1인당 GDP 성장률(%) 



46 

 

국민총소득 2018년 2019년 2020년 

약 14.0억명 $ 9,936 6.7 5.9 2.3 

일본 

◼ 일본 정부 주도의 디지털화 가속화  

◼ 기업 배당 확대, 자사주매입 확대, 주주이익 환원 움직임 강화 전망 

◼ 주요 산업 : 산업재, 소비재, 서비스, IT, 반도체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1.3억명 $ 41,403 0.3 0.3 - 

대만 

◼ 글로벌 IT강국으로 글로벌 테크산업과 함께 고 성장세 

◼ 배당성향 60% 기록하는 높은 시장. 시장 배당수익률 평균 4% 

◼ 주요 산업 : 전기전자 (IT), 금융, 소재, 통신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GDP 성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약 2.3천만명 $ 26,594 2.8 3.0 3.1 

주1) 상기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에서 투자 가능한 주요 국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상기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 국가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국가 외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상기의 국가에 대한 설명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와 다를 수 있으

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자료 출처 및 기준 

- 인구: 세계은행(The World Bank), 2020년 기준 

- 1인당 국민총소득: 세계은행(The World Bank), 2020년 기준, 2019년 기준 

- GDP성쟝률: 세계은행(The World Bank), 일본은 2020년 통계자료 공시 전 

 

2) 주식 투자전략 

집합투자재산의 44%이하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을 추구할 수 있

습니다.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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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투자 프로세스] 

3) 비교지수(벤치마크)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

수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판단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상기의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

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 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

성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및 투자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분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투자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1)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나 환율변동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별도의 환헤

지 전략을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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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급격한 환율 변동 위험이 발생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비상 상황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 단계별 비상조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④ 비상상황 가능성 인지 단계(1 단계): 순자산 대비 환매비율 상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 발생 원인 파악, 환매 자금 마련 스케쥴 점검 등 시

행 

⑤ 비상상황 우려 단계(2 단계): 1 단계 규모를 초과하는 대량환매 발생시 유동성 확보 방안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 소집, 대응방안 및 비상계획 마련 

⑥ 비상상황 발생 단계(3 단계): 2 단계 규모를 초과하는 대량환매 발생 혹은 1 단계 또는 2 단계가 연

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비상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매연기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추

가 방안 강구 

 

이후에도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화 과정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현금화 과정에서 가격이 현

저히 불리하여 잔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하게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각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치 강구할 계획입니다(환매연기 여부 결정, 관련 부

서 통지, 판매회사 협의, 대고객 안내, 수익자총회 등). 

 

3)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위험 및 관리방안 

본 펀드는 글로벌(국내 포함)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리츠(REITs)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본 펀드는 글로벌 경기 국면, 대상 국가의 정치 및 경제상황, 증권시장에 영향을 받으며, 투자 종목의 

매각 불가, 거래량 부족,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대량환매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 또는 자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동 펀드는 미국, 유럽, 신흥국 등 전세계 자산에 분산투자 할 예정이

며, 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 ETF 를 편입할 예정으로 장내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투자대상 종목 및 투자비중은 대상 종목의 거래량, 설정규모 등 정량적인 평가를 거

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경우 정기 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 사항 등을 점검하여 유동성 위

험 인지시, 이에 대응할 계획이며 규약에 따른 종목별 투자한도를 준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환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환매 및 상환 연기 등의 사유 발생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 투자

신탁으로, 직·간접적 투자대상인 국내외 주식의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즉, 투자하

는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투자대상인 국내외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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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

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3 기(2019.12.20 ~ 2020.12.19) 선진회계법인 적정 

제 14 기(2020.12.20 ~ 2021.12.19) 선진회계법인 적정 

제 15 기(2021.12.20 ~ 2022.12.19) 선진회계법인 회계감사 진행중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 15 기 제14기 제13기 

2022.12.19 2021.12.19 2020.12.19 

운용자산 33,052,721,485 39,051,359,114 37,418,311,495 

  유가증권 32,972,960,426 38,919,717,746 37,239,935,56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79,761,059 131,641,368 78,375,935 

  기타 운용자산 0 0 100,000,000 

기타자산 195,129,724 236,119,684 257,033,483 

자산총계 33,247,851,209 39,287,478,798 37,675,344,97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640,336,258 540,959,934 1,100,316,903 

부채총계 640,336,258 540,959,934 1,100,316,903 

원본 25,563,491,231 27,077,993,625 29,903,924,297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7,044,023,720 11,668,525,239 6,671,103,778 

자본총계 32,607,514,951 38,746,518,864 36,575,028,075 

운용수익 -3,491,160,542 6,510,326,522 8,569,902,919 

  이자수익 996,984 295,843 311,829 

  배당수익 564,984,010 337,712,292 849,238,785 

  매매평가차손익 -4,057,141,536 6,172,318,387 7,720,352,305 

  기타수익 0 0 0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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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비용 1,782,000 1,782,098 1,782,990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98 990 

  기타비용 1,782,000 1,782,000 1,782,000 

당기순이익 -3,492,942,542 6,508,544,424 8,568,119,929 

매매회전율 0 0 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5 기 제14기 제13기 

2022.12.19 2021.12.19 2020.12.19 

운용자산 33,052,721,485 39,051,359,114 37,418,311,495 

  현금및예치금 79,761,059 131,641,368 78,375,935 

    현금및현금성자산 79,761,059 131,641,368 78,375,935 

  대출채권 0 0 100,000,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100,000,000 

  유가증권 32,972,960,426 38,919,717,746 37,239,935,560 

    수익증권 32,972,960,426 38,919,717,746 37,239,935,560 

기타자산 195,129,724 236,119,684 257,033,483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95,014,344 236,071,768 257,021,755 

    미수이자 115,380 47,916 11,728 

자 산 총 계 33,247,851,209 39,287,478,798 37,675,344,978 

기타부채 640,336,258 540,959,934 1,100,316,903 

  해지미지급금 76,812,560 205,878,575 263,118,229 

  수수료미지급금 1,782,000 1,782,000 1,782,398 

  미지급이익분배금 561,741,698 333,299,359 835,416,276 

부 채 총 계 640,336,258 540,959,934 1,100,316,903 

원    본 25,563,491,231 27,077,993,625 29,903,924,297 

이익잉여금 7,044,023,720 11,668,525,239 6,671,103,778 

자 본 총 계 32,607,514,951 38,746,518,864 36,575,028,075 

부채 및 자본 총계 33,247,851,209 39,287,478,798 37,675,344,978 

총좌수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25,563,491,231 27,077,993,625 29,903,92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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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재간접형)(운용) 

총좌수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C1 

27,377,994,157 28,816,392,720 32,107,596,947 

총좌수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S-P 

811,769 6,840,315 499,470 

기준가격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재간접형)(운용) 

1,275.55 1,430.92 1,223.08 

기준가격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C1 

1,206.99 1,350.87 1,161.29 

기준가격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S-

P 

1,296.53 1,453.99 1,242.88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5 기 제14기 제13기 

2021.12.20 ~ 

2022.12.19 

2020.12.20 ~ 

2021.12.19 

2019.12.20 ~ 

2020.12.19 

운용수익(운용손실) -3,491,160,542 6,510,326,522 8,569,902,919 

  투자수익 565,980,994 338,008,135 849,550,614 

    이자수익 996,984 295,843 311,829 

    배당금수익 564,984,010 337,712,292 849,238,785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6,942,198 6,172,329,697 7,792,042,149 

    지분증권매매차익 6,942,198 747,163,293 478,794,440 

    지분증권평가차익 0 5,425,166,404 7,313,247,709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064,083,734 11,310 71,689,844 

    지분증권매매차손 159,145,903 11,310 71,689,844 

    지분증권평가차손 3,904,937,831 0 0 

운용비용 1,782,000 1,782,098 1,782,990 

    매매수수료 0 98 990 

    기타운용비용 1,782,000 1,782,000 1,7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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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재간접형)(운용) 

-3,492,942,542 6,508,544,424 8,568,119,929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재간접형)C1 

-4,011,244,254 5,942,514,725 8,095,316,192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재간접형)S-P 

-58,172 -288,578 119,567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재간접형)(운용) 

-133.26 231.56 271.56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재간접형)C1 

-143.69 199.72 240.3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재간접형)S-P 

-43.21 -127.5 248.8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운용)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2/20~2020/12/19 32,764 31,955 1,717 1,748 4,577 4,861 29,904 37,410 

2020/12/20~2021/12/19 29,904 36,575 1,874 2,489 4,700 6,493 27,078 39,080 

2021/12/20~2022/12/19 27,078 38,747 1,078 1,485 2,826 3,902 25,563 33,169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종류형펀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2/20~2020/12/19 34,659 31,840 1,835 1,747 4,386 4,397 32,108 37,286 

2020/12/20~2021/12/19 32,108 37,286 1,252 1,639 4,543 5,941 28,816 3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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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2022/12/19 28,816 38,927 1,143 1,476 2,582 3,347 27,378 33,045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2/20~2020/12/19 3 3 0 1 3 3 0 1 

2020/12/20~2021/12/19 0 1 10 14 3 5 7 10 

2021/12/20~2022/12/19 7 10 6 8 12 17 1 1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2021/12/20~ 

2022/12/19 

2020/12/20~ 

2022/12/19 

2019/12/20~ 

2022/12/19 

2017/12/20~ 

2022/12/19 
(%)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운용) 

2007-12-20 -9.32 3.44 11.12 5.10 2.18 

참고지표 2007-12-20 -13.00 -2.68 6.12 1.16 2.32 

수익률 변동성(%) 2007-12-20 12.27 13.40 17.63 15.44 15.59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C1 

2014-02-24 -10.65 1.95 9.52 3.59 1.92 

참고지표 2014-02-24 -13.00 -2.68 6.12 1.16 1.97 

수익률 변동성(%) 2014-02-24 12.29 13.42 17.66 15.47 13.16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2014-04-28 -9.92 2.77 10.47 4.45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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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S-P 

참고지표 2014-04-28 -13.00 -2.68 6.12 1.16 3.37 

수익률 변동성(%) 2014-04-28 12.28 13.41 17.64 15.45 13.23 

(주 1) 참고지표 : (KOSPI X 100%) 

(주 2) 참고지표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 최근 5 년차 

2021/12/20~ 

2022/12/19 

2020/12/20~ 

2021/12/19 

2019/12/20~ 

2020/12/19 

2018/12/20~ 

2019/12/19 

2017/12/20~ 

2018/12/19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재간접형)(운용) 

2007-12-20 -9.32 18.00 28.27 15.98 -19.43 

참고지표 2007-12-20 -13.00 8.86 26.21 5.66 -16.1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1) 
2014-02-24 -10.65 16.32 26.41 14.35 -20.61 

참고지표 2014-02-24 -13.00 8.86 26.21 5.66 -16.1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인연금(S-

P) 

2014-04-28 -9.92 17.24 27.69 15.22 -19.98 

참고지표 2014-04-28 -13.00 8.86 26.21 5.66 -16.13 

(주 1) 참고지표 : (KOSPI X 100%) 

(주 2) 참고지표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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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수익률>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 
[2022.12.19 현재 / 단위 : 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미국 
0 0 0 31,003 0 0 0 0 0 1,557 0 32,560 

(0) (0) (0) (91.92) (0) (0) (0) (0) (0) (4.62) (0) (96.53) 

중국 H 
0 0 0 603 0 0 0 0 0 190 0 792 

(0) (0) (0) (1.79) (0) (0) (0) (0) (0) (0.56) (0) (2.35) 

대한민국 
0 0 0 0 0 0 0 0 0 292 87 378 

(0) (0) (0) (0) (0) (0) (0) (0) (0) (77.05) (22.95) (1.12) 

자산합계 
0 0 0 31,606 0 0 0 0 0 2,038 87 33,730 

(0) (0) (0) (93.70) (0) (0) (0) (0) (0) (6.04) (0.26) (1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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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월드 인베스트 EMP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재간접형)(운용) 
[2022.12.19 현재 / 단위 : 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0 0 0 32,973 0 0 0 0 0 80 195 33,248 

(0) (0) (0) (99.17) (0) (0) (0) (0) (0) (0.24) (0.59) (100) 

자산합계 
0 0 0 32,973 0 0 0 0 0 80 195 33,248 

(0) (0) (0) (99.17) (0) (0) (0) (0) (0) (0.24) (0.59) (1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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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증권사, 은행, 보험 등)

투자자

신탁업자
(은행,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주식, 채권 등

자금

수익

자금

수익

운용지시

수익

투자

▪펀드가입
출 금

▪설정해지
요 청

▪펀드재산 운용
▪펀드재산
보관관리
▪운용감시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연락처 : 02-3787-3500, www.midasasset.com) 

회사 연혁 

1999.02.01  회사설립등기(납입자본금 70 억원) 

1999.03.1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1999.07.07  상호변경: 마이다스자산운용㈜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2004.02.01  무상증자(납입자본금 100 억원) 

자본금 100 억원 

주요주주현황 현희헌 (10%), 이재관(10%) 등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

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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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2.3.31 '21.3.31 항    목 '22.3.31 '21.3.31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유형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조정 

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총계 

210 

615 

416 

91 

1,332 

87 

0 

87 

100 

-50 

1,194 

-1 

1,246 

204 

556 

422 

78 

1,260 

70 

0 

70 

100 

7 

1,082 

-1 

1,190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464  

 229  

 235 

 55 

 17  

 224 

 51  

172 

321  

 190  

 131 

 104 

 2  

 233 

 52  

182 

 

라. 운용자산 규모 

[2022.12.19 현재, 단위: 억원, 순자산 기준]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형 재간접형 

수탁고 18,310 4,311 28,000 78 378 5,638 - 696 - 57,412 

※일임형 펀드를 제외한 운용자산 규모로,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NH농협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연락처 02-2080-5114 

홈페이지 www.nh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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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h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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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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

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

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

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

배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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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

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

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연락처 ☏ 02-6714-4600 

홈페이지 www.hana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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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http://www.hana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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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연락처 02-2251-1300 02-3215-1400 02-398-3966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

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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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

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

습니다. 종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 수익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

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

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

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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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의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

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

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

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

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

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

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

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④ 투자신탁의 합병(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

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

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

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발생시 후속 조치 

⑥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⑦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⑦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

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⑧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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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⑨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⑩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

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

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

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

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

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

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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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

자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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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

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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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

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

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

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

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

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

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

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

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

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

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

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4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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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 및 4)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

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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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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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봉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

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

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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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16 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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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신탁의 합병 

⑤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⑥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⑥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⑧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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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ㆍ판매

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ㆍ 판

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게 하여

야 합니다. 

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 262 조 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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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

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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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

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

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주식 

1. 평가항목 

기업방문 및 당사 내방 설명회 주선 능력, 투자정보, 매매 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 항목별 평가 점수의 합계를 제한하여, 특정 평가자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매체결(속도 및 정확성) 능력의 경우 마이너스 점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선정방법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회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 전원이 매월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3. 회사 경영관련 비용, 마케팅 비용,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등은 

매매를 대가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이며,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매매주문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 

 

2. 평가주체: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주)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평가 항목 및 선정 기준은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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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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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