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 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회계감사 의견 확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업데이트 1. 재무정보 

(생략)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4 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5 기 1) 삼덕회계법인 적정 

6 기 삼덕회계법인 감사의견 확정 전 

주 1) 제 5 기부터 회계감사법인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무정보 

(현행과 같음)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4 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5 기 1) 삼덕회계법인 적정 

6 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주 1) 제 5 기부터 회계감사법인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내역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 집합투자기구명 오기 정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체 집합투자기구명 오기 정정 베어링 독일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재간접형) 

베어링 독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재간접형)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6 단계 등급 체계중 3 등급(다소높은위험) 6 단계 등급 체계중 2 등급(높은위험)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내역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 집합투자기구명 오기 정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체 집합투자기구명 오기 정정 베어링 독일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재간접형) 

베어링 독일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재간접형)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6 단계 등급 체계중 3 등급(다소높은위험) 6 단계 등급 체계중 2 등급(높은위험)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내역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 집합투자기구명 오기 정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체 집합투자기구명 오기 정정 베어링 독일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재간접형) 

베어링 독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재간접형)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변경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2.53%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다소높은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략)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2.53% 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22.82%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22.82% 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별첨 1.2. 

모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별첨 1.3.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3 부.집합투자기구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업데이트 생략 결산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FY2019 결산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변경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2.35%로 이 

투자회사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다소높은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략)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2.35% 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20.35%로 이 

투자회사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20.35% 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결산 업데이트 생략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등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작설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별첨 1.2 

모투자신탁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별첨 1.3.모집

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3 부.집합투자기구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업데이트 생략 결산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FY 2019 기준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6 단계 등급 체계중 3 등급(다소높은위험) 6 단계 등급 체계중 2 등급(높은위험)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내역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 집합투자기구명 오기 정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체 집합투자기구명 오기 정정 베어링 독일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재간접형) 

베어링 독일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재간접형)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변경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2.64%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다소높은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략)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2.64% 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22.74%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22.74% 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별첨 1.2. 

모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별첨 1.3.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3 부.집합투자기구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업데이트 생략 결산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FY2019 결산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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