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1
매우
높은
위험

2

3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5

6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
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
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메리츠 MASTER TMT테크미디어텔레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 MASTER TMT테크미디어텔레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주식)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메리츠 MASTER TMT테크미디어텔레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
식) (펀드코드: DO253)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메리츠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
투자업자(www.masteretf.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2. 1. 12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 10. 25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제한없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개시(2021년 10월 28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사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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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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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배당상품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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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
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
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

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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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전
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

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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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
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13 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교지수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운용하
는 ETF 가 아닌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액티브 ETF 로 비교
지수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종목에 투
자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
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
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13 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
펀드이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집합투자증권에 준하는 유동성 위험을 가지
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
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집합투자증권의 거래가 부족하
여 경우에 따라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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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일 : 2022. 1. 12)

<요약정보>

메리츠 MASTER TMT테크미디어텔레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DO253)
메리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험도를
2

1

매우
높은
위험

3

4

5

높은 다소 보통 낮은
높은
위험 위험 위험 위험

6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

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
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은 주로 국내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
른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되는 주식가격하락위험, FnGuide Tech Media
매우 Telecom Index와 관련된 주식이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
낮은 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는 액티브상장지수
펀드투자위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므로 다른 일반
ETF에 비해 추적오차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추적오차발생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
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메리츠 MASTER TMT테크미디어텔레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
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분 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FnGuide가 산출 및 발표하는 “FnGuide Tech Media
Telecom Index”를 기초지수로 하여 기초지수와 1 년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하고,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립한 종목별 투자전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초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 기초지수 : FnGuide Tech Media Telecom Index(약칭 ’FnGuide TMT지수’)
FnGuide TMT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중 FnGuide의 MKF500 지수 구성종목에서
FICS 중분류 기준 디스플레이, 미디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하드웨어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을 유니
버스로 선정합니다. 이후 세부 업종별 비중과 종목별 상한비중을 적용하고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구성한
테마섹터지수입니다.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클래스종류

투자비용

메리츠 MASTER TMT
테크미디어텔레콤액
티브증권상장지수투
자신탁(주식)

판매
총보수
수수료

없음

0.445%

지정참
가회사
0.0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
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

0.5762%

1년

2년

3년

5년

10 년

59

121

185

323

723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
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
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지정참가회사 보수는 판매회사보수를 의미합니다.
주 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

최근 2 년
-

최근 3 년
-

최근 5 년
-

설정일 이후

메리츠 MASTER TMT
테크미디어텔레콤액
티브증권상장지수투
자신탁(주식)(%)

2021.11.15

-

-

-

-

-2.23

비교지수(%)

2021.11.15

-

-

-

-

-4.93

2021.11.15

-

-

-

-

15.98

수익률 변동성(%)

주 1) 비교지수 : FnGuide Tech Media Telecom Index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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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
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운용현황
성명

생년

직위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김형석

1987

운용전문인력

책임
(차장)

39개

12,329억원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개

5.28%

23.46%

5.24%

253억원

22.92%

운용
경력년수

3년
3 개월

주 1)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
입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
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
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동종집합투자기
구 운용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률 왜곡이 있을 수 있어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
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

원본손실 위험 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
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중투자에 따
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부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
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 또는 소수 종목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
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

주요 투자 위
험

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액티브상장지수
펀드투자위험

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 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
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입니다. 따
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
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추적오차 및 상 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관계수 위험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 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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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ETF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
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
(NAV)와의 괴리
위험

당 예상기준가격(i-NAV)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ETF의 매수호가와 매도 호가
간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우, 유동성 공급자가 해지목적으로 거래하는 대상의 가격 움직임에
의해 유동성 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 매도 호가가 1좌당 기준가격(NAV)과 차이를 보일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마감 전 동시호가에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공백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당해 ETF에 편입된 자산의 평가 기준시점과 ETF의 종가시
점이 상이한 경우 등의 이유로 ETF의 종가와 순자산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의
추적대상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일정수준 미만으로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이 투자신탁

상장폐지 위험 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
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이 투자신탁은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
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집합
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을 개인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과표기준가의 증분과 매매이익 중 작은 값이 됩니다. 이때 적
ETF투자에 따른
과세위험

용되는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입니다. 이러한 기간 보유 과세 체계에서는 매매이익
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과세 여부를 판다하게 되며 매매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매매 건별로 이익발생시점에서 계산한 과표의 합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기준을 넘어서면서 이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1) 주요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개인투자자 :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개인투자자 :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 장내 매도, 환매 청구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asteretf.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
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

과세

환매 방법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ETF)
의 보유기간
과세 적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3 조에 의거하여 2010 년 7 월 1 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
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
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 또는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세제혜택의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모집기간

메리츠자산운용(주) (TEL. 02-6320-3000)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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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일
판매회사
참조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2022. 10. 25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집합투자업자(www.masteretf.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44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팀(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asteretf.com) 및 판매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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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etf.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asteret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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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메리츠 MASTER TMT테크미디어텔레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DO25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표시: 상장지수(또는 “ETF”라고 함.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거나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
표로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Ⅹ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
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제한없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개시(2021년 10월 28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사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
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
투자업자(www.masteretf.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 및 온라인을 통하여 모집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집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은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
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 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1) 규모요건 : 상장신청일 현재 신탁 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AP)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AP) 중 유동성공급자가 1사 이상일 것
(3) 자산구성내역 등 : 상장지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현물설정 방식

①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납부한다는 뜻
② 증권종목의 경우 : 매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기준 지수구성종
목 비중의 95%이상 편입, 지수구성종목의 50% 이상 편입한다는 뜻
③ 증권종목 이외의 경우 : 매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가격 또는 지수의 변
화에 연동하는 종목을 95%이상 편입한다는 뜻
현금설정 방식

① 상기외의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
입의 방식으로 설정/추가설정을 할 수 있다는 뜻
② 투자대상,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
③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위험에 대한 공시, 위험관리절차 등 내부통제
기준 명시

(4) 기초지수/가격요건(금융투자업규정 제7-26호)
증권종목의

가격수

준을 종합적으로 표
시하는 지수인 경우

①지수구성종목이 채무증권인 경우
∙ 지수구성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단, 국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인 경
우는 3종목)
∙ 한 종목의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국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인 경우는 제외)
∙ 지수 비중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발행잔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지수구성종목이 채무증권이외의 증권인 경우
∙ 지수구성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 한 종목의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시가총액 비중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직전 3개월 평균 시가총액
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은 1억원 이상일 것

가격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 가
격수준을

종합적으

로 표시하는 지수인

① 거래소 또는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장등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②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될 것
③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경우
(5) 자산의 구성
1) 매일 공고되는 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기준으로 대상지수의 95%이상
2) 편입 종목 수 기준으로 지수구성종목의 50%이상 편입
(6) 투자정보제공 :
ETF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품이므로 기초자산인 지수정보가 실시간으로 투자자에게 공표되고 지수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과 지수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상장폐지요건
(1) 관리종목
소규모 ETF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15조 1항) : 상장1년이 경과한 ETF중 반
기말 현재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해당 상장지수편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일이 속한 반기말 기준으
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나, 다음 반기말에도 해당사유가 계속되는 경
우에는 상장폐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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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폐지 기준
상관계수

ETF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의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
계수가 0.9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계약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LP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LP가 교체기준에 해당하
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LP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상장규모

신탁원본액(자본금) 및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말에도 해당사유 계속되는 경우

신고의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신탁 해지

법 제 192조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상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며, 향후 증권시장
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
자는 이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파악하
기를 원하는 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증권시장 관련 홈페이지(www.krx.co.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상장시장의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신청일

2021.11. 8

상장일

2021.11.16

거래방법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
른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 수익증권의 상장이후 거래는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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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메리츠 MASTER TMT테크미디어텔레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DO253)

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주요내용

2021. 11. 15

최초 설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2022. 1. 26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팀운용으로 변경에 따른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등

2022. 10. 25

- 부책임운용인력 삭제에 따른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 계동빌딩)

주소 및 연락처

(대표전화 : 02-6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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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성명

김형석

생년

1987

직위

책임
(차장)

집합투자기
구 수

운용규모

39 개

12,329억원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개

253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5.28%

23.46%

5.24%

22.92%

운용
경력
년수

주요이력사항

3년
3 개월

- 2014-12~현재 메리츠
자산운용 Equity 매니저/
애널리스트
-2012-12~2014-11 한국
투자증권 법인영업부

주 1)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률 왜곡이 있을 수 있어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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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운 용 기 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22.1.26 ~ 2022.10.24

-

서건우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 관련 용어
- 집합투자업자 :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고 운용
- 지정참가회사(AP) : 발행시장에서 ETF 설정/해지를 담당
- 유동성공급업자(LP) : 유통시장에서 ETF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
- 신탁업자 : 펀드 내 자산의 보관 및 관리
- 일반사무관리회사 : ETF 관련 사무업무 및 NAV 계산 등
- 지수산출기관 :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 산출
- CU(Creation Unit) : ETF 발행시장에서의 거래 단위
- PDF(Portfolio Deposit File) : ETF 발행시장에서 1CU와 교환되는 자산의 내역

나. 종류형 구조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FnGuide가 산출 및 발표하는 “FnGuide Tech Media Telecom Index”를 기초지수로 하여 기초지수와 1년 상관계
수를 0.7이상 유지하면서 기초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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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①

주식

60%이상

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
하 “주식”이라 한다)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

②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
권등”이라 한다)

③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
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④

증권의 대여

증권의 50% 이하

⑤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 이하

⑥

환매조건부매도

⑦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4 및 5 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③ 내지 ⑥, 신탁계약서 제 17 조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
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
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
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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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호, 제 3 호 가목, 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
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

-

의 거래

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
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투자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

-

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동일법인 등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

최초설정일로

이 발행한 지

다.

부터 1개월간

분증권 투자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
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
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
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
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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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
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
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
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
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
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

에 투자

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최초설정일로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부터 1개월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
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

-

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
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
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
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
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
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
16

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동일회사 기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

최초설정일로

초 파생상품

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부터 1개월간

투자
장외파생상품
을 매매

하는 행위
법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

-

품을 매매하는 행위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탁계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개요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FnGuide가
산출하는 FnGuide Tech Media Telecom Index(이하 ‘FnGuide TMT지수’)를 비교지수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비교지수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FnGuide TMT지수와의 1년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단, 필요에 따라서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 리스크,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가능대
상 종목을 선별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주요 투자 전략
FnGuide TMT지수와의 1년 상관계수를 0.7이상으로 유지하고,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립한 종목별 투
자전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
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초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① 상향식 투자 분석(Bottom up approach)방식으로 선별하여 투자할 계획
② 기업방문을 통한 기업 분석
③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평가
④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0.7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수 편입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Bottom up approach 방식(상향식 접근방식) : 기업분석→산업분석→거시경제순으로 분석하는 방식

2) 투자운용 프로세스

- 커버리지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심도 깊은 리서치를 수행하며 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경쟁적 우위, 그리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 및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벨류에이션과 비교 분
석 합니다.
- 운용프로세스의 주요사항은 계량적 스크리닝, 회계분석 및 펀더멘탈 분석입니다.
① 계량적 스크리닝 : 높은 재무적 성과 (높은 ROE, ROA, ROIC, 잉여현금흐름)와 매력적인 가격수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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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book, price/cash flow, price/earnings, price/sales) 등의 종목을 선별
(ㄱ) 장기적 ROE를 12% 이상 유지할 수 있거나 혹은 지속 개선 가능한 기업
(ㄴ) 지속적으로 WACC 대비 높은 ROIC를 시현 가능한 기업
(ㄷ) 시장 과열로 비교그룹 대비 Price/Earnings, Price/Book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은 배제
② 회계 분석 : 회사의 재무정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및 기타 관련 주석) 의 분석을 통해 회계적
결정 및 방침이 벨류에이션과 재무적 지표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
(ㄱ) 장기적으로 매년 양의 순현금흐름을 창출 가능한 기업
(ㄴ) 순부채비율(Net Debt to Equity) 비율이 낮거나 재무구조가 지속 개선되는 기업, 혹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③ 펀더멘탈 분석 : 펀더멘탈 분석은 중요한 투자운용 프로세스로, 이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수익창출 여부, 이슈
분석 및 가격의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이 단계에서는 회사의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 분석
(ㄱ) 경영진의 자질과 능력
 경영진의 KPI가 기업의 성과 및 주주가치와 연동되어 있는지
(ㄴ)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여부 및 강점과 우수성 평가
 안정적으로 영업현금흐름으로 자본적 지출을 상쇄하거나 혹은 5년 내에 이러한 구조를 갖출 수 있는지
(ㄷ) 경쟁적 지위
 사업 영역에서 독과점 지위의 점유율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지속 상승중인지
(ㄹ) 매출 및 수익성 추이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의 매출액 성장, 그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는지
(ㅁ) 브랜드 경쟁력
 우세한 가격 협상력을 유지 및 개선 가능한지, 그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는지
(ㅂ) 거시적 환경
 급격한 경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능동적이고 유효한 대응을 하는지
(ㅅ)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대주주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성
을 표시
* ROA (Return On Assets) 총자산순이익률
: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
* 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 투하자본순이익률
: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며, 기업의 수익 창출 역량
을 측정하는 데 활용
* 잉여현금흐름
: 기업이 사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 등을 빼고 남은 잔여 현금흐름으로 기업에 현금이 얼마
나 순유입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price/book(price/book Value Ratio) :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1주당 몇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 price/cash flow Ratio : 주가를 1주당 현금흐름으로 나눈 값
주가가 주당 현금흐름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의 배수를 나타낸 투자지표
* price/earnings Ratio :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대비 수익창출 능력을 종합한 대표 지표
* price/sales ratio : 주가를 1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이용되는 성장성 투자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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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트폴리오 조정
이 투자신탁은 그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식시장 환경변화 또는 투자대상 종목의 환
경변화에 대응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신탁재산 내 주식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거나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
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시
②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증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시
③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부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4) 추적오차 발생요인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
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ETF
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
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 상기의 프로세스 및 운용전략은 실제 운용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비교지수 : FnGuide Tech Media Telecom Index*100%

FnGuide Tech Media Telecom Index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중 FnGuide의
MKF500지수 구성종목에서 FICS 중분류 기준 디스플레이, 미디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하드웨
어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을 유니버스로 선정하고, 이후 세부 업종별 비중과 종목별 상한비중을 설정하여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구성한 테마섹터지수이며 당 액티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기초지수로 사용
하기에 적합합니다.
※ FnGuide Tech Media Telecom Index (이하 ‘FnGuide TMT 지수’)
① FnGuide TMT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중 FnGuide의 MKF500 지수 구성종목에
서 FICS 중분류 기준 디스플레이, 미디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하드웨어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을
유니버스로 선정합니다. 이후 세부 업종별 비중과 종목별 상한비중을 적용하고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구
성한 테마섹터지수입니다.
② 가중방식 :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③ 기준일 및 기준지수 : 2015 년 06 월 15 일 = 1,000pt
④ 정기변경 : 연 2 회(6 월, 12 월 선물옵션 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
⑤ 산출기관 : FnGuide
⑥ 편입대상종목(선정기준) : 유니버스에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
-

선박 및 부동산투자회사, ETF, REITs 관련 종목이 아닌 종목

-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혹은 정리매매가 진행중인 종목이 아닌 종목

-

외국기업 및 스팩기업 제외

-

유동주식비율 (Free Float) 10% 이상인 종목

-

6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인 종목

-

시가총액 3 000억원 이상인 종목

⑦ 개별종목의 지수 편입비중 산정 방법
FnGuide TMT 지수는 기초 유니버스에 속한 종목들 중 FICS 중분류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미디어, 반도체, 소
프트웨어, 통신서비스, 하드웨어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을 지수 구성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포토폴리오에 선정
된 종목들은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비중이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섹터의 비중과 종목의 실링이 적
용됩니다. 단, 해당 종목의 증권시장별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 비중까
지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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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nGuide 인덱스 홈페이지(http://fnindex.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지수의 산출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지수산출업자가 지수를 정상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기초지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변경등록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수시공시의 방법 등으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251조 규정에 의해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한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
을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asteretf.com) 등에 매일 공고하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HTS]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전략은 일괄신고서 작성시점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제시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의 내부기준의 변
경 또는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최적의 대안이 존재할 경우 별도의 사전예고 없이 변경 시행될 수도 있으며, 이후 수시공
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체계
집합투자업자는 액티브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자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
스를 실행합니다.
① 사전적 리스크관리 : FnGuide TMT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유니버스 내의 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적정 포트폴리오 구축 점검

② 상시 리스크 모니터링 : ETF(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
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상관계수 수준 모니터링
③ 사후적 리스크관리 :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적정 수준의 프로파일 관리
(4) 유동성 리스크 대응계획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시장위기 등 유동성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비상대응
및 위기점검 내부지침’에 따라서 리스크 단계별로 유동성 확보 여부 및 환매연기 여부 등의 대응 절차를 진
행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FnGuide가 산출하는 FnGuide Tech Media Telecom Index를 비교지수
로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유
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
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
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
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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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시장위험 및 개별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위험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
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
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
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
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
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
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
환매조건부채권 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매도 및 운용에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
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대한 위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에 따른 이 투자신탁은 일부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 또는 소수 종목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
위험
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
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액티브 ETF 투자
유사 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ETF”라 한다)와
위험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
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
기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
추적오차 및 상관 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
계수 위험
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
폐지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
다.
개인투자자는 보유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
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판매회사에 환매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
개인투자자의 투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
자자금 회수 곤란 인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투자자가 보유
위험
한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법인투자자의 경우 보유 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을 설정단위(5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판매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
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판매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지수산출방식의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지수산출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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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
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산출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일시 또는 상당기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
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ETF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
좌당 예상기준가격(i-NAV)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ETF의 매수호가와 매도
호가 간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우, 유동성 공급자가 해지목적으로 거래하는 대상의 가격 움
ETF 거래가격과
직임에 의해 유동성 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 매도 호가가 1좌당 기준가격(NAV)과 차이를
순자산가치(NAV)
보일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마감 전 동시호가에서 유동성공급자의
와의 괴리 위험
호가 공백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당해 ETF에 편입된 자산의 평가 기준시점
과 ETF의 종가시점이 상이한 경우 등의 이유로 ETF의 종가와 순자산가치와의 괴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
탁의 추적대상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일정수준 미만으로 3개월간 지속되는 경
우,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
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이 투자신탁은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 시 까지의 기
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을 개인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배
당소득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과표기준가의 증분과 매매이익 중 작은 값이 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입니다. 이러한 기간 보유 과세 체계에서는
ETF투자에 따른
매매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과세 여부를 판다하게 되며 매매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
과세위험
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매매 건별로 이익발생시점에서 계산한 과표
의 합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기준을 넘어서면서 이
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구

분

유동성에 따른
위험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과정에서 거래량 부족으로 호가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정상적인 거
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대금결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환매요청시 집합투자
환매에 따른 위험
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으
로 귀속됩니다.
투자신탁 소규모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분산투자 등이 어려워져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할
의 위험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
집합투자기구의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
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해지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거래부진,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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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 및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
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매
연기사유는 ‘11.매입,환매,전환기준’의 ‘나.환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
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
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
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이 투자신탁은 FnGuide가 산출하는 FnGuide Tech Media Telecom Index를 비교지수로 하며, 비교지수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주식에 60%이상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집중투자위험에 따른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은 메리츠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 (예 : 최
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으로 위험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분류 기준표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펀드 등급 분류기준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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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높은위험)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메리츠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
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
는 자산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6.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함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1)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설정에 의한 매입
①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
② 설정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CU: Creation Unit)인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가능
합니다.
③ 매입에 의한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수령합니다.
④ 설정청구는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1)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50,000좌로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
(100,000좌, 150,000좌 등으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
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1 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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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
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을 공시하고 신탁계약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3) 정산금액 (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1) 정산금액 산출 : 설정요청일에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
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
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간의 차액을 말합니다.
2) 정산일 :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정산금액 발생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설정요청일에 발생할 수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내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차액에 대한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 정산금액의 발생은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정산
금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ㅇ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ㅇ 익일에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등
※ 그러나, 상기 조치가 정산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수익증권의 설정
1)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
로부터 직접 납부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
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수익증권 설정청구의 효력 등
ㅇ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수익증권
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니다.
ㅇ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
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ㅇ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당일 오후 3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설
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1)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
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이하 “설정요청일”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
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부(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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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②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
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
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1) 및 2)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
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
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4) 투자자가 2)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
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한다)하는 등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5) 지정참가회사가 4)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
자업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4) 및 5)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
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7) 4) 내지 6)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
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정참가회사가 7)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
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
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자산 그대
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①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② 지정참가회사가 5)에 의한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부금등의 매매를 한 경우

9) 4) 내지 6)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공고
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①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현금, 수표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부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
각하여 정산
②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
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현금, 수표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10) 1) 내지 9)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
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
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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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사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1) 내지 10)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
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
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
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
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
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
야 합니다.
④ ①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2) 11)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
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
다.
(5) 수익증권의 설정절차
1) 설정청구일 전영업일 (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
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2) 설정청구일 (T일)
①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기 위한 자산(납부금등)을 입
고(입고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② 만일 투자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납부금등을 매
매하여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금등을 매
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
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예탁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사항
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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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설정청구일에 청구된
설정청구분을 기초로 설정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청구한 투자자에게 통
보하여 설정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4) 설정일 (T+2일)
① 집합투자업자는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을 합니다.
②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③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
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④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의 입고를 설
정일(T+2일) 한국거래소의 영업개시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수익증권 설정절차 요약
일자

설정청구일 전영업

설정청구일

설정청구일 익영

설정일

일

(T일)

업일 (T+1일)

(T+2일)

(T-1일)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청구

투자자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메리츠자산운
용)

납부자산구성내역
공고
(한국거래소등)

전자등록기관

설정청구내역 확
인 및 승인

설정청구내역 취
합 및 집합투자
업자에 통보

신탁업자

인수도명세 확정
및 승인, 투자자
통보

정산금액의 정산 및 수익증
권 수령
신탁업자로 납부금등 이
체(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 투자
자계좌에 수익증권 입고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
수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전자
등록)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납부금등의 납부 확인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1)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
익증권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결제 절차와 동일합니다. (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
2)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
①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인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가능합니다.
② 환매에 의한 환매자산은 그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수령합
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
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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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ㅇ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수익증
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당해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니다.
ㅇ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당일 오후 3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1)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
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3) 수익자는 1)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
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 및 2) 본문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
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5) 2) 내지 4)에 따라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
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2) 내지 5)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7) 2) 내지 6)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
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
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
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
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8) 7)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
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
해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
준으로 합니다.
②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9) 7)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
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7) 내지 9)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
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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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유가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② 수익자가 ①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
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
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1) 1) 내지 10)에 따라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
산등으로 인하여 7)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2) 11)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
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
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13) 1) 내지 1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
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
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
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
니다.
③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
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
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⑤ ① 내지 ④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⑥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14) 13)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수익자
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당해 환
매청구를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
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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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1) 환매청구일 전영업일 (T-1일)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 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2) 환매청구일 (T일)
①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을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를
포함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②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합니다.
3)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환매일(T+2)에 결제하
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4) 환매일 (T+2일)
① 집합투자업자는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을 합니다.
②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합니다.
③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고, 수익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수익증권 환매절차 요약
일자

환매청구일 전영업

환매청구일

환매청구일 익영

환매일

일 (T-1일)

(T일)

업일 (T+1일)

(T+2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
납부자산구성내역
공고
(메리츠자산운용)
(한국거래소등)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

환매청구내역 확
인 및 승인

전자등록기관

환매청구내역 취
합 및 집합투자
업자에 통보

신탁업자

인수도명세 확정
및 승인, 수익자
통보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신탁업자에서 환매자산 인
수, 수익자계좌에서 수익증
권 출고 및 환매자산 입고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
투자신탁 일부해지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말소
의 전자등록)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지정참가회사로 환매자산
이체 및 내역 확인

(4)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5)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시 자산의 이체방법
1)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능합니다.
2)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해지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해지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해
지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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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
기준가격 산정방법

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
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masteretf.com)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주1)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
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① 상장주식
② 비상장주식

평

가

방

법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
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

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⑥ 비상장채권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
액으로 평가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할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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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

⑧ 집합투자기구

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율

명칭

가입자격

(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

-

-

-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메리츠 MASTER TMT테크미디
어텔레콤액티브증권상장지수

-

투자신탁(주식)

부과기준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연간, %)
명칭
(클래스)

집합투자

지정참가

수탁회사

업자보수

회사보수

보수

총 보수ㆍ비용

일반사무
관리회사

총보수

보수

(동종유형

기타비

총 보수

(피투자 집합

증권

총보수)

용

ㆍ비용

투자기구 보수

거래비용

포함)

메리츠
MASTER
TMT테크
미디어텔
레콤액티

0.40

0.01

0.02

0.015

0.445

-

-

-

0.1312 0.5762

0.5762

0.0591

브증권상
장지수투
자신탁(주
식)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4, 7, 10 월의 마지
지급시기 막일까지 보수계산하여 보수계산기간 종료
일 익영업일로부터 제 10 영업일 이내 지급

사유발
생시

-

-

사유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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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1.11.15 ~ 2021.12.31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
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59

121

185

323

72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ㆍ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
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기타비용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과 관련된 제비용
10)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
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매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
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합니다.
(3) (1) 내지 (2)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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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
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설정일 이후(2021.11.15)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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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
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
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상환금등의 지급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
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
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합니다.
3) 1) 내지 2)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
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과
세로 나누어집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형 ETF로 국내주식 및 선물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ETF로부터 수령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됩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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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
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
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
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
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
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
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
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
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3 조에 의거하여 2010 년 7 월 1 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분배시: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중 적은 금액입
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매도시: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
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매매차익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
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를 2 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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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
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
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
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
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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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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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제 1 기( 2021.11.15 - 2021.12.31 )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기
( 2021.12.31 )

운용자산

8,342,252,453

증권

8,080,065,600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262,186,853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69,141,567

자산총계

8,411,394,020

운용부채

0

기타부채

6,161,813

부채총계

6,161,813

원본

8,267,096,000

수익조정금

3,200

이익잉여금

138,133,007

자본총계

8,405,232,207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운용수익

제 1기
( 2021.11.15 ~2021.12.31 )
144,320,953

이자수익

294,445

배당수익

69,075,360

매매/평가차익(손)

74,951,148

기타수익

0

운용비용

4,576,245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4,576,2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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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1,611,701

당기순이익

138,133,007

매매회전율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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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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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회계기간 중

기간초 잔고
기간

좌수
(출자지분수)

2021.11.15 - 2021.12.31

0

설정(발행)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0

0.008

기간말 잔고

환매
금액
0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0

0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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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
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기간

21.11.15
~ 22.01.12

메리츠 MASTER TMT 테크미디어텔레콤

-2.23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4.93

수익률변동성(%)

15.98

주1) 비교지수 : FnGuide Tech Media Telecom Index 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
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2021.12.31 현재 / 단위 : 억원,%]
증권

통화별
구분
KRW
합계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기타

자산총액

3

1

84

(0.00)

(3.12)

(0.82)

(100.00)

0

3

1

84

실물자산

기타

및 예금

0

0

0

(0.00)

(0.00)

(0.00)

0

0

0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81

0

0

0

0

0

(96.06)

(0.00)

(0.00)

(0.00)

(0.00)

81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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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12)

(0.82)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
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국내 주식 업종별 구성 현황]
[ 2021.12.31 현재 / 단위 : 억원,%]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29

36.22

2

서비스업

18

22.41

3

통신업

8

9.30

4

반도체

7

8.36

5

오락,문화

5

5.90

6

화학

3

3.13

7

금융업

2

2.63

8

디지털컨텐츠

2

2.61

9

방송서비스

1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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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계,장비

1

1.19

11

기타

5

6.67

81

100.01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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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자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투자자

(증권사,은행,보험등)
수익

펀드가입

자금

집합투자업자

(은행,증권금융)

운용지시
투자

-펀드재산보관

펀드재산운용

수익

-운용감시

설정해지 요청

수익

신탁업자

·관리

출금

주식, 채권 등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메리츠자산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 계동빌딩)
TEL)02-6320-3000

http://www.meritzam.com/

2008. 5. 6

회사설립

2008. 7.11

자산운용업 본허가

2008. 7.28

메리츠종금 영업양수

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인
가

2010. 3.11

자본금 50억원 증자

2013.12.16

자본금 감소 무상감자(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015.10.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
업 등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자본금
주요주주현황

132.3억원
메리츠금융지주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ᆞ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ᆞ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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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
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제 13기말

제 12기말

2020.12.31

2019.12.31

자산총계

69,304

45,032

영업수익

- 현금및예치금

41,923

21,553

- 자산관리수수료

- 유가증권

20,622

13,809

-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 이연법인세자산

2,730

3,724

- 집합투자증권 취급수수료

- 기타자산

4,029

5,946

- 유가증권매매익
- 이자수익 등

구 분

구

분

(단위:백만원)

제13기

제12기

2020.01.01~

2019.01.01~

2020.12.31

2019.12.31

17,067

13,928

1,541

1,425

8,946

10,152

314

58

6,125

2,185

141

108

13,320

10,964

•

미수수익

1,804

1,621

•

무형자산

402

393

•

기타

1,823

3,932

- 임직원급여

6,906

7,050

37,415

15,958

- 복리후생비

853

980

부채총계

영업비용

37,415

15,958

- 건물임차료

39

21

자본총계

31,888

29,073

- 전산운용비

881

745

- 자본금

13,230

13,230

- 기타제비용

4,641

2,168

- 자본조정

-74

-74

영업이익

3,746

2,964

- 기타포괄손익

-306

-337

영업외손익

121

-117

- 이익 잉여금

19,038

16,254

세전이익

3,867

2,847

법인세비용

1,006

635

당기순이익

2,861

2,212

당기순이익

2,861

2,212

당기총포괄이익

2,815

2,186

•

예수부채등

* 상기 요약 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함

라. 운용자산규모
(2022.1.12 기준 단위: 억원)
증권집합투자기구
구분

수탁고

주식형

채권형

7,937

1,027

혼합
형

2,087

부동산및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부동산파생

0

3,737

3,447

0

123

특별자산및

혼합자산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파생

10,964

1,006

단기금융

총 계

0

30,32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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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개요
회 사 명
주소 및 연락처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 02-2002-3000

http://www.wooribank.com/

1981. 6 국내 최초 민영은행
회사연혁

2001 우리금융지주에 편입 및 평화은행 합병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1)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
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
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
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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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
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
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 신한금융투자타워16, 22층
☏ 02) 2168 – 0400

http://www.shinhanaitas.com

2000. 6

법인설립

2008. 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
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한국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88(운니동 98-5)
T.02-399-3350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여의

국제금융로 6길 38(여의

도동)

도동)

T.02-398-3900

T.02-3215-1400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동5길 29(태화빌딩 4층)
T.02-72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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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
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
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수익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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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
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
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
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
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ㄱ)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
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
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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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
니다.
②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③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⑤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
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
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
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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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
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
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
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써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
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
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
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
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
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
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
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
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
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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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
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3)와 (4)의 규정에 해당되면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향후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상기의 (3) 내지 (4)의 사유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
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
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이내 금융
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
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 하여야 합
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류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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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이 투자신탁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므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
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
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ㆍ분할ㆍ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
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및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 아래의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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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집합투자업자(www.masteretf.com),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www.masteretf.com) 및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엽소에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
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 집합투
자규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
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
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
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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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평가항목 및 배점

투자중개업자 선정 시 각 자산에 대한 평가항목은 조사분석서비스와 매매체결서

기준

평가방법

비스로 분류하며, 운용담당부서에서 항목별 배점기준을 두어 평가한다.
구 분

조사분석서비스

매매체결서비스

배점기준

70%

30%

① 당사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한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
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ㆍ선정한다. 이 경우 각 운용담당부서에서 「조사분석서
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당 임직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정한다.
②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의 평가, 선정은 분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평가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당사는 거래 투자중개업자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주1) 2014.1.2에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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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펀드용어정리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융투자상품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종류형

배당소득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
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의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
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순자산

원천징수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
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
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이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

펀드코드
해지

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환매수수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
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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