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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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7. 동일한[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현
황
       ▶ 투자현황

    8. 펀드 관련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가.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 나. 주요 위험 관리 방안
       ▶ 다. 자전거래 현황
       ▶ 라. 주요 비상대응계획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 재산현황
       ▶ 펀드의 투자전략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기간(누적) 수익률
       ▶ 손익현황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 환헤지에 관한 사항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보유현황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자산구성현황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해외 운용 수탁회사

    5. 비용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 총보수비용 비율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1 기준가격 1,493.01 1,254.79 -15.96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2 기준가격 1,339.77 1,126.72 -15.90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e1 기준가격 1,335.94 1,124.33 -15.84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e2 기준가격 1,924.28 1,619.84 -15.82

발행 수익증권 총 수(D) 71,814 74,831 4.20

아시아리더스자(H)(주식)(운용)

기준가격  (E=C/Dx1000) 2,291.17 1,935.20 -15.54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아시아리더스자(H)(주식)A 기준가격 2,036.31 1,711.50 -15.95

아시아리더스자(H)(주식)Ae 기준가격 2,167.68 1,823.97 -15.86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자산 총액(A) 168,038 145,184 -13.60

부채총액(B) 3,500 370 -89.42

순자산총액(C=A-B) 164,538 144,814 -11.99

운용기간 2021.11.15 ~ 2022.02.14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투자소득의 과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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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연

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한 과세는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회사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펀드재산보관회사 하나은행

판매회사

KB증권,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NH투자증

권, SK증권, 교보생명보험, 교보증권,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산은행,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이투자증권, 한국투

자증권, 한국포스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

자증권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

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투

자하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식들을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이며,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발

행, 유통되는 아시아 기업의 주식(주식예탁증서(DR) 포함)에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

다.

▶ 재산현황

1. 펀드의 개요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투자위험등급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고난도 펀드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운용),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A,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Ae,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C-P1,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C-P2,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C-Pe1,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C-Pe2,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C1,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C2,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C3,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C4,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Ce,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S,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W

2등급

B1678

B1675

B1679

B1680

CR900

CR902

CR901

CR904

B1681

B1682

B1683

B1684

B1685

B1688

B1686

해당 없음

펀드의 종류 주식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최초설정일 2015.05.15



(비교지수 대비 성과) (-9.49) (-7.84) (-0.19) (-2.95)

(비교지수 대비 성과) (-9.17) (-7.22) (0.81) (-1.78)

종류(Class)별 현황

아시아리더스자(H)(주식)A -15.95 -13.87 -7.04 -18.18

(비교지수 대비 성과) (-9.58) (-8.03) (-0.48) (-3.29)

아시아리더스자(H)(주식)Ae -15.86 -13.68 -6.75 -17.84

펀드 수익률은 A 클래스 기준 -15.95%로 비교지수 대비 9.58%p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2022년 1월 아시아 주식시장은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계획과 점증하는 인플레이션 우려, 선행지표의 둔화 등에 영향을 받아 큰

폭의 변동성과 함께 대체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가별로 대외경기에 민감한 한국증시(KOSPI -10.89%, KOSDAQ -15.89%)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부담까지 더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고, 미국 증시와 동조성이 높은 일본 증시(NIKKEI225 -7.85%,

TOPIX -6.61%, MOTHERS -22.38%)도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화권 증시는 인민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그간 낙폭이 컸던 홍콩 증시가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과 함께 본토 증시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상해 -7.65%, 심천 -

10.58%, 홍콩 1.73%). 그 밖에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거나 내수 경기 의존성이 높은 일부 신흥국은 대체적으로 하락했으나, 여

타 증시 대비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인도 -0.41%, 태국 -1.29%, 인도네시아 -0.96%, 말레이시아 -3.53%, 필리핀 4.55%, 싱가포르

4.03%). 업종별로는 에너지, 금융 업종이 양호했던 반면 헬스케어, 기술주는 부진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소 1분기 말까지는 계속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많은 요인들이 현재 50~70% 수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이며, 추가적인 다운사이드보다는 냉정한 시선으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펀드는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가면서 변동성 장세에 일부 대응할 계획이며, 시장의 스타일이

성장주 대비 밸류(가치) 주식들에 유리한 구간일 수는 있으나, 밸류 종목들의 업사이드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매크로 이

슈를 떠나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와 연간 가이던스 등이 맞춰지는 구간이기에 그에 맞추어 종목별 대응을 하고 있으며, 변동성 구간

내에서도 탄탄한 기업 실적과 함께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3월 양회 이후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며, 작년 좋지 않았던 주식들과 더불어 점진적인 비

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연초 로테이션이 심하게 나온 국가로 많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정도까지 하락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새롭게 부각될 테마 등을 중심으로 일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

다. 향후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코로나 회복 기대로 글로벌 매크로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

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도, 대만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성장 스토리와 양호한 테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종

목 중심으로 현재 비중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기간(누적) 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아시아리더스자(H)(주식)(운용) -15.54 -13.06 -5.75 -16.67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

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 자투자신탁(주

식)으로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e 기준가격 1,960.62 1,649.21 -15.88

아시아리더스자(H)(주식)S 기준가격 2,556.68 2,151.45 -15.85

아시아리더스자(H)(주식)W 기준가격 1,949.18 1,642.13 -15.75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전략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1 기준가격 1,829.13 1,534.33 -16.12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2 기준가격 991.07 832.48 -16.00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3 기준가격 992.70 834.80 -15.91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4 기준가격 1,693.40 1,423.75 -15.92



아시아리더스자(H)(주식)S -17.80 38.96 64.49 101.27

(비교지수 대비 성과) (-2.91) (28.24) (44.83) (67.93)

아시아리더스자(H)(주식)W -17.49 39.94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60) (29.22) - -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4 -18.10 38.01 62.79 -

(비교지수 대비 성과) (-3.21) (27.29) (43.13) -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e -17.93 38.53 63.73 64.92

(비교지수 대비 성과) (-3.04) (27.81) (44.07) (31.58)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2 -16.75 -20.05 -6.06 -19.86

(비교지수 대비 성과) (-7.12) (-5.48) (1.61) (2.58)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3 -16.52 21.61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31) (22.38) - -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e2 -17.70 39.26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81) (28.54) - -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1 -18.65 36.27 59.86 84.20

(비교지수 대비 성과) (-3.76) (25.55) (40.20) (62.18)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2 -18.01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3.12) - - -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e1 -17.76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2.87) - - -

아시아리더스자(H)(주식)Ae -17.84 38.81 64.23 101.00

(비교지수 대비 성과) (-2.95) (28.09) (44.57) (67.66)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1 -18.21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3.32) - - -

아시아리더스자(H)(주식)(운용) -16.67 42.60 71.01 114.81

(비교지수 대비 성과) (-1.78) (31.88) (51.35) (81.47)

종류(Class)별 현황

아시아리더스자(H)(주식)A -18.18 37.71 62.29 96.79

(비교지수 대비 성과) (-3.29) (26.99) (42.63) (63.45)

(비교지수 대비 성과) (-9.69) (-8.24) (-1.39) (-3.90)

비교지수(벤치마크) -6.37 -5.84 -6.56 -14.89

주)비교지수(벤치마크): MSCI AC Asia USD Index X 10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비교지수 대비 성과) (-9.48) (-7.83) (-0.16) (-2.91)

아시아리더스자(H)(주식)W -15.75 -13.49 -6.45 -17.49

(비교지수 대비 성과) (-9.38) (-7.65) (0.11) (-2.60)

CDSC 적용펀드 통합 수익률

CDSC통합수익률 -16.06 -14.08 -8.22 -18.45

(비교지수 대비 성과) (-9.55) (-7.98) (-0.40) (-3.21)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e -15.88 -13.73 -6.82 -17.93

(비교지수 대비 성과) (-9.51) (-7.89) (-0.26) (-3.04)

아시아리더스자(H)(주식)S -15.85 -13.67 -6.72 -17.80

(비교지수 대비 성과) (-9.63) (-8.14) (-7.12) (-7.12)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3 -15.91 -13.76 -6.87 -16.52

(비교지수 대비 성과) (-9.54) (-7.92) (-0.31) (-2.31)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4 -15.92 -13.82 -6.96 -18.10

(비교지수 대비 성과) (-9.45) (-7.77) (-0.07) (-2.81)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1 -16.12 -14.14 -7.45 -18.65

(비교지수 대비 성과) (-9.75) (-8.30) (-0.89) (-3.76)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2 -16.00 -13.98 -16.75 -16.75

(비교지수 대비 성과) (-9.53) (-7.93) (-0.33) (-3.12)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e1 -15.84 -13.65 -6.68 -17.76

(비교지수 대비 성과) (-9.47) (-7.81) (-0.12) (-2.87)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e2 -15.82 -13.61 -6.63 -17.70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1 -15.96 -13.88 -7.06 -18.21

(비교지수 대비 성과) (-9.59) (-8.04) (-0.50) (-3.32)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2 -15.90 -13.77 -6.89 -18.01



전 기 당 기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

합계 135,043 0 0 0 0 704 0 0 0 9,243 194 145,184

*	(		  ): 구성비중

KRW 10,194 0 0 0 0 0 0 0 0 2,946 194 13,334

(1.00) (7.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3) (0.13) (9.18)

USD 389 0 0 0 0 0 0 0 0 1,625 0 2,015

(1191.10) (0.2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2) (0.00) (1.39)

TWD 13,598 0 0 0 0 0 0 0 0 2,815 0 16,413

(42.72) (9.3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4) (0.00) (11.30)

THB 3,481 0 0 0 0 0 0 0 0 19 0 3,500

(36.56) (2.4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2.41)

SGD 1,705 0 0 0 0 0 0 0 0 116 0 1,821

(884.33) (1.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8) (0.00) (1.25)

PHP 4,457 0 0 0 0 0 0 0 0 56 0 4,512

(23.20) (3.0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4) (0.00) (3.11)

MYR 1,402 0 0 0 0 0 0 0 0 0 0 1,402

(284.02) (0.9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97)

JPY 57,445 0 0 0 0 873 0 0 0 189 0 58,507

(10.33) (39.57) (0.00) (0.00) (0.00) (0.00) (0.60) (0.00) (0.00) (0.00) (0.13) (0.00) (40.30)

INR 11,442 0 0 0 0 0 0 0 0 0 0 11,442

(15.76) (7.8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88)

IDR 2,726 0 0 0 0 0 0 0 0 169 0 2,894

(0.08) (1.8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2) (0.00) (1.99)

HKD 14,883 0 0 0 0 -34 0 0 0 503 0 15,352

(152.69) (10.25) (0.00) (0.00) (0.00) (0.00) -(0.02) (0.00) (0.00) (0.00) (0.35) (0.00) (10.57)

CNH 13,321 0 0 0 0 -134 0 0 0 805 0 13,992

(187.09) (9.18) (0.00) (0.00) (0.00) (0.00) -(0.09) (0.00) (0.00) (0.00) (0.55) (0.00) (9.64)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증권 파생상품 특별자산통화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자산 기타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전기 3,639 0 0 0 0 -171 0 0 0 -15 1,553 5,006

당기 -25,787 0 0 0 0 -1,147 0 0 0 -10 837 -26,108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증권 파생상품 특별자산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자산 기타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CDSC 적용펀드 통합 수익률

CDSC통합수익률 34.50 34.50 58.55 31.49

(비교지수 대비 성과) (-3.90) (24.86) (39.97) (24.18)

비교지수(벤치마크) -14.89 10.72 19.66 33.34

주)비교지수(벤치마크): MSCI AC Asia USD Index X 100%



순위

1
2
3
4
5

순위 순위

1 6
2 7
3 8
4 9
5 10해외주식 DENSO CORPORATION 2.74 해외주식 TOKYO ELECTRON LTD 2.07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해외주식 SONY GROUP CORPORATION 3.28 해외주식 ORIENTAL LAND CO LTD 2.45
해외주식 MEDIATEK INC 3.25 해외주식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2.39
해외주식 RELIANCE INDUSTRIES LIM 3.03 해외주식 MARUTI SUZUKI INDIA LTD 2.26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해외주식 TAIWAN SEMICONDUCTOR MANUFAC 3.30 해외주식 RECRUIT HOLDINGS CO LTD 2.56

FWD KRW/HKD 220329 하나은행 HKD 매도 2022-03-29 17,995,000,000 17,995,000,000 -34,162,747

FWD KRW/CNH 220329 하나은행 CNH 매도 2022-03-29 14,985,000,000 14,985,000,000 -134,240,184

주) 환헤지 비용은 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수수료이며, 선도환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계약 환율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 선도환 (단위: 백만원, 백만좌, %)

종류 거래상대방 기초자산 매수/매도 만기일 계약금액 취득가액 평가금액 비고

FWD KRW/JPY 220329 하나은행 JPY 매도 2022-03-29 65,998,800,000 65,998,800,000 872,727,955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한국거래소 통화선물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으로부터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환

헤지 전략을 실행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에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면 추가

이익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동

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반면,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외화

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

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이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나타내

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

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일(22.02.14)현재 환헤지 비용 환헤지로 인한 손익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율 (21.11.15 ~ 22.02.14) (21.11.15 ~ 22.02.14)

0 75.4 0.0000 -600

3 대만 11.29 8 태국 2.41
4 대한민국 9.18 9 싱가포르 2.19
5 인도 7.87 10 기타 5.49

순위 국가명 비중 순위 국가명 비중
1 일본 40.26 6 영국령 캐이먼 군도 4.64
2 중국 13.57 7 필리핀 3.10

화학 0.88
유통업 0.74

운수장비 0.04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전기전자 4.90 6 비상장 0.03
제조 1.00 7 기타 92.41



주)

주1) 주1)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0 0.01 35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105 0.06 112 0.07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115 0.07 146 0.10

아시아리더스자(H)(주식)(운용)

증권거래세 108 0.06 73 0.0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00

기타비용 주2) 53 0.03 90 0.06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

전기 당기
구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0 0.00 0 0.00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5.05.15 ~ 현재

2015.08.21 ~ 현재

오남훈

유주형

▶ 해외운용수탁회사

회사명 소재 국가명 비고

해당사항 없음

오남훈 본부장 45 8 150,124 3 1,104,955 2109001266
유주형 차장 37 2 7,735 0 2115000822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

습니다.

TOKYO ELECTRON LTD 5,101 3,010 2.1 일본 JPY Semiconductors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성명 직위 나이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ORIENTAL LAND CO LTD 15,474 3,553 2.5 일본 JPY Consumer Services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450,624 3,472 2.4 일본 JPY Banks

MARUTI SUZUKI INDIA LTD 23,806 3,278 2.3 인도 INR
Automobiles &

Components

RELIANCE INDUSTRIES LIM 117,332 4,394 3.0 인도 INR Energy

DENSO CORPORATION 45,062 3,982 2.7 일본 JPY
Automobiles &

Components

RECRUIT HOLDINGS CO LTD 61,301 3,716 2.6 일본 JPY
Commercial Services

& Supplies

TAIWAN SEMICONDUCTOR MANUFAC 172,630 4,794 3.3 대만 TWD Semiconductors

SONY GROUP CORPORATION 35,879 4,762 3.3 일본 JPY
Consumer Durables

& Apparel

MEDIATEK INC 96,076 4,720 3.3 대만 TWD Semiconductors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4 0.06 5 0.07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4 0.07 6 0.10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e2

증권거래세 4 0.06 3 0.05

보수합계 18 0.31 19 0.31

기타비용 주2) 2 0.03 5 0.08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1 1 0.02

자산운용사 13 0.23 14 0.23

판매회사 4 0.06 4 0.06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1 1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5 0.06 5 0.07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6 0.07 6 0.09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e1

증권거래세 5 0.06 3 0.05

보수합계 27 0.32 22 0.32

기타비용 주2) 3 0.03 6 0.08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1 2 0.02

자산운용사 19 0.23 15 0.23

판매회사 6 0.08 5 0.08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1 1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2 0.06 2 0.07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2 0.07 2 0.10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2

증권거래세 2 0.06 1 0.05

보수합계 10 0.40 9 0.40

기타비용 주2) 1 0.03 1 0.07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1 1 0.02

자산운용사 6 0.23 5 0.23

판매회사 4 0.15 3 0.1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1 0.06 1 0.07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1 0.07 2 0.09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1

증권거래세 1 0.06 1 0.05

보수합계 10 0.46 9 0.46

기타비용 주2) 1 0.03 1 0.07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1 0 0.02

자산운용사 5 0.23 4 0.23

판매회사 5 0.21 4 0.2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13 0.06 13 0.07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15 0.07 17 0.10

아시아리더스자(H)(주식)Ae

증권거래세 14 0.06 9 0.05

보수합계 74 0.35 63 0.35

기타비용 주2) 7 0.03 13 0.07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 0.01 4 0.02

자산운용사 48 0.23 41 0.23

판매회사 22 0.10 18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3 0.01 2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1 0.01 1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28 0.06 28 0.07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31 0.07 37 0.10

아시아리더스자(H)(주식)A

증권거래세 29 0.06 18 0.05

보수합계 199 0.45 171 0.45

기타비용 주2) 14 0.03 29 0.08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3 0.01 9 0.02

자산운용사 101 0.23 87 0.23

판매회사 90 0.20 77 0.2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6 0.01 5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2 0.01 2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6 0 0.07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0 0.07 0 0.09

아시아리더스자(H)(주식)S

증권거래세 0 0.06 0 0.05

보수합계 1 0.33 1 0.33

기타비용 주2) 0 0.03 0 0.09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1 0 0.02

자산운용사 1 0.23 1 0.23

판매회사 0 0.09 0 0.09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31 0.06 31 0.07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34 0.07 40 0.10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e

증권거래세 31 0.06 20 0.05

보수합계 181 0.37 156 0.37

기타비용 주2) 16 0.03 35 0.08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3 0.01 10 0.02

자산운용사 111 0.23 95 0.23

판매회사 62 0.13 53 0.13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6 0.01 5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2 0.01 2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2 0.07 2 0.07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2 0.07 2 0.10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4

증권거래세 2 0.07 1 0.05

보수합계 14 0.42 11 0.42

기타비용 주2) 1 0.03 2 0.06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1 1 0.02

자산운용사 8 0.23 6 0.23

판매회사 6 0.18 5 0.18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6 0 0.07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0 0.07 0 0.10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3

증권거래세 0 0.06 0 0.05

보수합계 0 0.38 0 0.40

기타비용 주2) 0 0.03 0 0.06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1 0 0.02

자산운용사 0 0.19 0 0.20

판매회사 0 0.19 0 0.2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6 6 0.08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0 0.07 8 0.11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2

증권거래세 0 0.07 4 0.05

보수합계 1 0.52 39 0.52

기타비용 주2) 0 0.03 3 0.04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1 2 0.03

자산운용사 0 0.23 17 0.23

판매회사 1 0.28 21 0.28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1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16 0.06 11 0.07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17 0.07 14 0.09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1

증권거래세 16 0.06 7 0.05

보수합계 145 0.57 87 0.57

기타비용 주2) 8 0.03 31 0.20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2 0.01 3 0.02

자산운용사 58 0.23 35 0.23

판매회사 83 0.33 50 0.33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3 0.01 2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1 0.01 1 0.01



주1) 주2)

2021-08-15 ~ 2021-11-14

46.12

2021-11-15 ~ 2022-02-14

53.09

2021-05-15 ~ 2021-08-14

52.56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12,542,535 89,815 11,866,622 90,463 53.09 210.63

주) 매매회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회전율이 높을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전기 1.0618 0.3396 1.4014
아시아리더스자(H)(주식)W

당기 1.1086 0.3623 1.4709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

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

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주)

전기 1.5654 0.347 1.9124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e

당기 1.6179 0.3364 1.9543
전기 1.4194 0.3873 1.8067

아시아리더스자(H)(주식)S
당기 1.4577 0.3393 1.797

전기 2.0534 0.8462 2.8996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3

당기 1.6714 0.3353 2.0067
전기 1.7918 0.4827 2.2745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4
당기 1.7894 0.3449 2.1343

전기 2.3669 0.3643 2.7312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1

당기 2.4795 0.3297 2.8092
전기 2.2011 0.2754 2.4765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2
당기 2.2441 0.4247 2.6688

전기 1.3649 0.3584 1.7233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e1

당기 1.4123 0.3365 1.7488
전기 1.304 0.3381 1.6421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e2
당기 1.3575 0.342 1.6995

전기 1.9099 0.3667 2.2766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1

당기 1.9478 0.3359 2.2837
전기 1.6684 0.3272 1.9956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P2
당기 1.7091 0.3355 2.0446

전기 1.864 0.3473 2.2113
아시아리더스자(H)(주식)A

당기 1.9082 0.3374 2.2456
전기 1.4648 0.3464 1.8112

아시아리더스자(H)(주식)Ae
당기 1.5045 0.3371 1.8416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

외한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구분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비율(B) 합계(A+B)
전기 0.0943 0.356 0.4503

아시아리더스자(H)(주식)(운용)
당기 0.1241 0.3381 0.462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3 0.06 9 0.08

매매

중개

수수료
합계 4 0.07 12 0.11

아시아리더스자(H)(주식)W

증권거래세 3 0.06 5 0.05

보수합계 13 0.24 27 0.24

기타비용 주2) 2 0.03 6 0.05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1 3 0.03

자산운용사 12 0.23 25 0.23

판매회사 0 0.00 0 0.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1 1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1 1 0.01



유동성 위험

오퍼레이션

위험

국가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파생상품

관련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

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

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

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

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

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해외주식(주식예탁증권 포함) 및 해외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

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

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투자신탁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

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

지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

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되며 급격한 시장 변동, 거래상대방의 신용 악화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

다.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파생상품

관련위험

환위험

주식 및 채권의 경우 Buying List 종목에 한해 투자 가능하며, Buying List 선정시 종목의 신용위험에 대한 점검절차

를 가지고 있으며, 신용등급의 변동에 대하여 데일리 모니터링하고, 신용등급이 규정에서 정한 등급 미만으로 하락

시에는 위험관리위원회의의 점검절차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합니다. RP거래의 경우 거래처 및 담보증

권 점검을 통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채권의 편입비, 종목별 편입비 등의 한도를 규약에 정하고, 한도 내에서의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

별주식종목의 경우 Loss-cut 규정을 두고 있으며, 듀레이션점검, 펀드별 BM대비 변동성, TE, IR, MDD 등의 위험조

정성과지표의 관리를 통하여 시장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편입 한도를 규약에 정하고, 한도 내에서의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

가액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점검합니다.

환헤지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에 한하여 선물환계약 등의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보유통화의 환율변동 위험

을 줄일 수 있으며, 해당 파생상품에의 투자와 관련하여 헤지비율, 파생상품편입한도, 파생상품위험액 등의 한도관

리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 펀드 관련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가.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1.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2. 환매중단 등 위험발생사유 또는 위험발생가능성 판단사유 등

동기간 환매중단, 상환연기, 부실자산 발생 관련 위험은 없었으며,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동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 나. 주요 위험 관리 방안

1. 주요 위험 관리 방안

보유종목의 시장유동성 점검은 초저유동성 종목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종목별 전량매도소요일, 중소형주 비중 점

검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펀드의 유동성관리는 펀드별 현금자산 및 유동성비중에 대하여 Daily 모니터링하고, 환매스케줄 및 자금관리에 만전

을 기하고 있습니다.

7. 동일한[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현황

▶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현황
집합투자기구명 발행총수(A)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보유수(B)

보유비중

(=A/B*100(%))

0 0



- 2,500,000,000       

주1) 수익률은 분기운용보고서 말일 기준

주2) 최초 투자는 C1클래스, 투자기간 1년 경과시마다 C2, C3, C4로 전환

9.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단위: 원, %)

비고

판매사(하나은행)

-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2. 최근 1년간 자전거래 발생 시 자전거래 사유, 관련 펀드간 이해상충 등 방지를 위해 실시한 방안, 절차 등

해당사항 없음

▶ 라. 주요 비상대응계획

집합투자재산위험관리규정 제39조(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비상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 의거하여 ‘운용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단계

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환매청구, 보유자산의 중대한 손실, 보유자산의 부실화 등의 정량적인 사항은 시스

템으로 구축하여 데일리 모니터링 및 단계별 점검사항 발생시 위험요소에 대하여 점검하고, 조속하게 대처하여 추가적인 위험상황으로

의 확대를 방지하고, 재난.재해, 민원 및 소송, 금융사고 등의 발생에 대하여도 위기상황에 대하여 단계별로 정의하고 발생시 단계별 대

응방안에 따르며, 재난.재해의 경우에는 발생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BCP점검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위험

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공지사항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운용)의 자산운용회사인 마이다스에셋자산

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http://www.midasasset.com/ 02-3787-3500

▶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펀드명 투자시기 투자금액 수익률

아시아리더스자(H)(주식)C4 2015-05-15 2,500,000,000        74.5

합계

2. 환매중단, 상환연기 등과 관련된 환매재개, 투자금상환 등의 방안 및 절차 등

해당사항 없음

▶ 다. 자전거래 현황

1. 자전거래규모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오퍼레이션

위험

통제방안

해외투자의 경우 국가별 시차, 결제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

전적 절차확인 및 크로스체크 등의 과정을 두어 오퍼레이션 위험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규약, 법규 및 내부 운용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위험관리 항목과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데일

리 및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간 리스크관리리포트를 통한 점검, 월1회 정기 위험관리실무위원회 등의 점검절

차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위험요인 발생시 즉각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험요인 분석 및 그에 따른 해

결 방안 강구하고 추가적인 위험 발생의 방지에 최선을 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