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2016. 01.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결정 사실을 공시합니다. 

 

 

 

- 다  음 – 

 

1. 해당 펀드명: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2. 협회표준코드: KR5303529386 (단축코드: 52938) 

 

3. 처리방법: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4. 수시공시일: 2016년 1월 29일 

 

5. 처리방안 시행(예정)일: 2016년 2월 29일  

 

 

 

 

 

 

 

 

 

별첨: 1. 펀드 모자형 구조 이전 안내문 

     2. 모펀드에 관한 사항 

 



<별첨1> 펀드 모자형 구조 이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입니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다음 펀드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의거하여 모자형집

합투자기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설정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펀드로써,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위원회 2015년 11월 30일자 보도자료)에 따라, 유사한 

전략으로 운용중인 다른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로 변경하여 소규모펀드 상태를 벗어

나고자 합니다.  

 

1. 펀드명: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2. 변경 사유: ‘모자(母子)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3. 시행(예정)일: 2016년 2월 29일(월)  

4.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칭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혼합)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

식혼합) 

투자대상 
주식: 60%이하 

채권: 60%이하 

주식모펀드: 50%이상 60%이하 

채권모펀드: 50%미만 

투자전략 

<주식운용전략> 

-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 중 고배당 종목을 

위주로 투자 

- 콜옵션 매도를 통한 프리미엄 수익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보조적으로 

활용 

<채권운용전략> 

- 국공채, 지방채, A-이상인 회사채와 같은 우

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추구 

<주식운용전략: 주식모펀드 전략과 동일> 

-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 중 고배당 종목을 

위주로 투자 

- 커버드콜 전략 사용 안함 

 

 

<채권운용전략: 채권모펀드 전략과 동일> 

- 국공채, 지방채, A-이상인 회사채와 같은 우

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추구 

운용역 

<주식운용역> 

책임운용역: 김용범 

부책임운용역: 홍성철 

<채권운용역> 

책임운용역: 오종록 

부책임운용역: 정승호 

<주식운용역: 주식모펀드 운용역과 동일> 

책임운용역: 오남훈 

부책임운용역: 김예리 

<채권운용역> 

책임운용역: 오종록 

부책임운용역: 정승호 

 

 

 

 



<별첨2> 모펀드에 관한 사항 

 

 

1. 주식모펀드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펀드명칭 마이다스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설정일 2006 년 1 월 9 일 

설정액 약 458 억 (2016.01.25. 기준) 

투자대상 
주식: 90%이상 

배당주: 60%이상 

투자전략 
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배당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인 

주식)에 선별 투자하여 높은 배당수익과 자본이득을 함께 추구 

벤치마크 KOSPI 

운용역 
책임운용역: 오남훈 

부책임운용역: 김예리 

 

 

2. 채권모펀드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펀드명칭 마이다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설정일 2006 년 1 월 9 일 

설정액 약 1,041 억 (2016.01.25. 기준) 

투자대상 
채권: 60%이상 

어음: 40%이하 

투자전략 
주로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신용평가등급 A-이상인 회사채 등과 같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벤치마크 매경 BP 종합채권지수 국고채 1~2 년 

운용역 
책임운용역: 오종록 

부책임운용역: 정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