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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 

2 등급[높은위험] 

베어링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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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설명서는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

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재간접형))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베어링자산운용㈜ (02-3788-05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20.12.31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1.01.19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기간은 없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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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링자산운용㈜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영업점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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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모펀드: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관한 사항] 

1.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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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

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

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

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

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

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

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집합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FoFs)입니다. 따라서 이 펀드의 실적은 투자대상국의 경제상황, 정

치, 법령 등에 영향을 받아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 할 수 

있습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

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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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

신탁이 외국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통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

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동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포함한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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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0.12.31.)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AF942]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위험] 
 

베어링 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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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이머징 마켓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 증권(주식-재간접형)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 추가형 / 모자형 /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판매보수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0%이내 
0.854%  0.70% 1.010% 263 434 613 999 2,14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차감형(C1) 

없음 1.454% 1.30% 1.380% 226 431 635 1,069 2,281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0%이내 
0.504%  0.35% 0.640% 178 312 453 757 1,65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없음 0.654% 0.50% 0.870% 144 295 454 79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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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 

0.75%](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는 연 0.75%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 비용은 제외)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종류 A 형과 종류 C1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Class C1 의 경우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로 전환되는 경우 예상되는 보수 및 비율을 산출 한 

것입니다. 

(주 4)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3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2020 년 

11 월 말 기준)을 의미합니다.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베어링자산운용㈜ 
5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2020.01.01 ~ 
2020.12.31 

2019.01.01 ~ 
2020.12.31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2018-01-16 9.16 15.49 - - 1.58 

비교지수 2018-01-16 16.43 17.11 - - 4.83 

수익률 변동성 2018-01-16 26.57 21.07 - - 20.05 

주 1) 비교지수 : [MSCI Emerging Markets (Total Net Return) Index (USD)] 90% + Call 10% , 2020년 12월 9일 이전 - 

[(MSCI Emerging Markets Total Gross Return Index (USD)] X 90% + Call 10%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주 3)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운용전문 

인력 

(2020.12.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안동길 1970 
책임 

운용역 
19 개  

1,905 억원 

(팀운용) 
2.11% 6.39% 

2.11% 6.39% 

15 년 2 개월 

송유진 1980 
부책임 

운용역 
14 개  

336 억원 

(팀운용)  
4.54% 13.11% 9 년 11 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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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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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 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각 운용역 간의 성과 차이 및 운용역 성과와 회사 성과 차이는 전략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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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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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참조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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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 

증권 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미달러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미달러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환헤지를 

하는 경우라도 시장 상황에 따른 환헤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미달러화 이외 표시통화의 미달러 대비 가치변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이 존재합니다. 
 

매입방법 

‧ 오후 5 시 이전 :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 오후 5 시 이후 :  

4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방법 

‧ 오후 5 시 이전 :  

4 영업일 기준가, 8 영업일 지급 

‧ 오후 5 시 이후 :  

5 영업일 기준가, 9 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 산정방법 : (직전일의 자산총액 –부채총액)/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 

(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과세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원천징수되며(개인 및 일반 법인 15.4%),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포함)이 연간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서 최고 

41.8%(과세표준 3 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공제됨). 참고로,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2%(과세표준 200 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 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

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종류의 수익증권

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①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기타 전환 관련 세부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번호: 02-078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좌 

효력발생일 2021.01.19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62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arings.com/ko
http://www.kofia.or.kr/
http://www.barings.com/ko
../자펀드%5bUH%5d/기안지/20190900_기업공시서식변경%20및%20전자증권법시행/www.barings.com/ko
../자펀드%5bUH%5d/기안지/20190900_기업공시서식변경%20및%20전자증권법시행/dis.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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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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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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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F)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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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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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http://www.barings.com/
http://www.barings.com/
http://www.bari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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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신탁의 명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AF942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AF943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AF94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C20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AF9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AF9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AF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AF9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AF9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C20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AF9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AF9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C20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C20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C20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C203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AP1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C203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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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이 모집(판매) 가능한 수종의 수익증권 총 좌수는 10조좌까지 입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판매)기간: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기구로 모집(판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 모집합니다. 모집(판매)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barings.com/k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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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http://www.amak.or.kr/
http://www.sei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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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신탁의 명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AF942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AF943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AF94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C20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AF9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AF9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AF9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AF9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AF9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C20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AF9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AF9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C20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C20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C20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C203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AP1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C203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3.04.03 

사명 변경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펀드명 변경 (SEI 베어링 글로벌  … 베어링 글로벌 ..) 

홈페이지 주소 변경 (www.seiak.com--> www.barings.com/ko) 

외 주주변경 관련 사항 및 자구한 문구 변경 

2013.07.25 

- 2013년 시행령 개정안 반영 

- 최근 일자로 내용 업데이트 

- 자구한 문구 변경 

2014.02.21 

- 운용전문인력 변경 

-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내용 반영 

- 자본시장법 및 세법개정안 내용 반영 

- 오기정정 

2015.03.02 

- 환매대금지급주기변경 

- 운용전문인력변경 

- 기업공시서식 개정반영 

- 세법개정사항반영 

- 투자대상자산추가 

2016.02.25 

- 환매수수료 폐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비과세특례 관련 사항 추가 

-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처분 관련 사항 추가 

-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채권평가회사 추가 

http://www.seiak.com--/
http://www.barings.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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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헤지 전략 관련 문구 추가 

2016.07.02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8.01.03 

- 이익금 분배 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 

- 운용전문인력 변경 

- 클래스 추가(Class C-P, C-Pe, S-P, C-P2, C-P2e, A-G, C-G) 

2018.08.1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2019.01.16 - 결산업데이트 

2019.09.16 

- 기업공시서식 변경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2020.01.17 - 결산업데이트 

2020.12.09 
- 비교지수 변경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2021.01.19 

- 결산업데이트 

- 기업공시 서식변경 반영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

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투자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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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7층 

(대표전화: 02-378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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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팀운용       (2020.12.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안동길 1970 
책임 

운용역 
19 개  

1,905 억원 

(팀운용) 
2.11% 6.39% 

2.11% 6.39% 

15 년 2 개월 

송유진 1980 
부책임 

운용역 
14 개  

336 억원 

(팀운용)  
4.54% 13.11% 9 년 11 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안동길 
• ICMA Centre, University of Reading, Msc • 칸서스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베어링자산운용㈜ 투자솔루션팀  

(2008.07~2011.02) 

(2011.02~현재) • 제일투신운용 주식운용팀 (1999.07~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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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진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 도이치자산운용 상품팀  
 

(2003.11~2009.09) 

• 우리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 베어링자산운용㈜ 투자솔루션팀 

(2009.09~2014.12)  

(2014.12~현재) 

주1)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주2) 운용중인 공·사모 펀드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 

(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 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각 운용역 간의 성과 차이 및 운용역 성과와 회사 성과 차이는 전략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박종학 2015.01.01 ~ 2018.01.02 해당사항 없음 

안동길 2018.01.03 ~ 현재 

주1) 작성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이머징마켓지역을 주 투자대상으로 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부분을 투자

하는 모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Baring Global Emerging Markets Fund"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펀드) 에 주로 투자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환헤지형]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환노출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형(C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형(C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형(C-W)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다.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

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써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베어링자산운용㈜ 
12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

합투자기구입니다. 

 

2) 수익증권의 Class(종류)별 차이점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구분 

(Class)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액의 1.0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액의 0.50% 이내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납입액의 0.70%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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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3)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4)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3년 미만 환매 시 환

매금액의 0.15%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 - - -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

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공시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100 0.700 0.040 0.014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100 0.350 0.040 0.014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0.100 0.490 0.04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0.100 1.300 0.04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0.100 1.000 0.04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3) 
0.100 0.900 0.04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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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4) 
0.100 0.800 0.040 0.0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0.100 0.500 0.04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0.100 0.690 0.04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0.100 0.030 0.04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0.100 - 0.04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0.100 0.900 0.040 0.0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0.100 0.450 0.040 0.0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0.100 0.600 0.040 0.0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0.100 0.300 0.040 0.01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0.100 0.250 0.040 0.0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0.100 0.200 0.040 0.014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주1) 보수(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2) 보수 외의 기타 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부 집합기구의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

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

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UH] 

(주식-재간접형) 
투자재산의 60% 이상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 

-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미만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이머징마켓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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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한 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설립되거나, 한 군

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그 자산이나 기타 지분의 상당 부분이 

있거나, 한 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서 또는 이러한 글로벌 이

머징마켓으로부터 주된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투자신탁 총자산의 최소 70%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

입니다. 이 펀드는 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이상을 해외집합투자기구인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펀드(Barings Global Emerging Markets 

Fund)”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히, 글로벌 이머징마켓은 국제 금융단체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이머징마켓(개발도상국)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국가로 이러한 글로벌 

이머징마켓(개발도상국)에는 아르헨티나, 바레인, 브라질, 중국,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이집트,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한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폴란드,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 베네수엘라와 베트남등이 포함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이머징마켓의 투자대상 국가 목

록은 매니저의 판단의 의해 투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추가될 

수 있으며, 더 이상 글로벌 이머징마켓 국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

단되는 국가들은 투자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지역 

소재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대한 투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외국집합기구의 순자산가치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 관리]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이머징마켓 지역에 설립되어 있거나 해당지역에

서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 지는 기업 주식에 주로서 투자하는 “베

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펀드(Barings Global Emerging Markets Fund)”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환헤지전략은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

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 전략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MSCI Emerging Markets (Total Net Return) Index (USD)(KRW)] 95% + Call 
5% 

모펀드에서는 해외자산에 대한 환 위험회피를 위해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

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이머징 마켓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제 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

련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베어링자산운용㈜ 
16 

 

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60% 이상 

집합투자규약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②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의 거래 

③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④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⑤ 기타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1호 및 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①내지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만, 다음 제 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①내지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① ① 

①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

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

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

로도 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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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

수하는 경우) 

② 
파생상품  

매매 

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

로부터 

1개월

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적용예외] 

1) 투자대상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 하게 상기 ②규정의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

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범위내에서 운

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환위험 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펀

드(Barings Global Emerging Fund)”의 표시통화인 미국달러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환헤

지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외화표시자산 가치의 70%이상 범위에서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할 계획입

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이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액이 효율적인 환헤지를 위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환헷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환율변동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인 미국달러화가 원화대비 변동하는 위험에 

대해 환헤지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인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펀드(Barings 

Global Emerging Markets Fund)”는 미국달러화 이외의 통화 표시 자산에도 투자하고 있으므로, 미국

달러화 이외 표시통화의 미국달러 대비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가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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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 중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환헤지가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펀드에서 환헤지를 하면, 환율이 하락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 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를 하는 펀드라도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는 다른 

외국통화 표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과 별도로 해당표시통화의 변동에 따라 

환헤지 여부와 관계 없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설립되거나, 한 군데 이상의 이머징마켓에 그 자산이나 기타 

지분의 상당 부분이 있거나, 한 군데 이상의 이머징마켓에서 또는 이러한 이머징마켓으로부터 주된 

영업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주식 혹은 주식관련 증권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투자한도를 고려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추적하기 아래의 지수를 비교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MSCI Emerging Markets (Total Net Return) Index (USD)] 90% + Call 10% 

 

‘MSCI Emerging Markets (Total Net Return) Index’ 설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이 산출 및 발표하는 

지수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시장 26개국의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각국의 주가 및 환율에 

달 국가별 편입 비중이 달라집니다. 이 지수에는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체코, 이집트,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 태국, 터키 등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지수 산출은 원지수 구성종목의 현금배당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후현금배당금 총액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총수익률을 산출한 후 지수를 

산출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 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위험관리 전략 

 

(1) 리스크관리 체계 

리스크관리규정에 투자신탁의 운용뿐 아니라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위험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위험을 관리합니다. 리스크관리규정에 의해 일별 수익률과 위반사

항을 점검하며, 주별로 펀드수익률과 매매현황, 리스크 지표의 변동 현황을 파악하고 월별로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열어 성과평가 및 위험분석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합니다. 사전에 리스크 발생

을 방지하는 점검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며, 위반사항 발생시 리스크관리팀과 협의하여 신속

히 위반사항이 해소되도록 조치하며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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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펀드의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해당국가 

주식시장의 변동 및 보유종목의 주가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며 시장 및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 및 위험지표를 평가해 모

펀드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또한 급격한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유동성을 유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이머징마켓 지역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

는 해외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로서, 각 국 주식시장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

동에 따라서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가의 주식의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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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

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

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

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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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상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미달러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미달러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은 해당 미달러화가 원화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하는 

경우라도 시장 상황에 따른 환헤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인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펀드(Barings Global 

Emerging Markets Fund)' 는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미달러화 이외 표시통화의 미달러 대비 가치변동으로인한 환율변동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 

(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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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및  

RP 매입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인해 수익이 당초 기대했던 수익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외국 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하므로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은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당해 국가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 자산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흥시장 국가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흥국가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가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정치·경제적 위험 

신흥시장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법률, 회계제도, 정부규제 등의 급작스런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자산가치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역사가 짧은 국가의 경우 

재정·금융정책 운영 미숙등으로 해당국 금융시장 전체가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더욱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위험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각종 사법제도의 미정착으로 인해 조세제도를 포함한 

법률제도에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제도를 통한 상환 청구 사유발생시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매연로 기회비용 발생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회계위험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회계기준이 국제기준과 다를 수 있어 각종 재무제표 수치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시 정보의 범위가 국내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재무정보는 기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 분석 시 그 

결과의 신뢰성이 선진국가에 비해 낮을 수도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불리한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포트폴리오 

조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제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증권 등의 거래 시 결제 절차의 미발달로 인해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결제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의 매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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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송금에 필요한 

정부 승인의 지연 또는 거절로 환매연기가 돼 이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이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시스템 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소의 운영미숙과 시스템 낙후로 인해 

매매정지 등이 선진국가에 비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정지 등의 

사건은 주식 등의 평가를 원활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유동성위험을 증대시켜 

환매연기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이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환율 급변동 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높은 수출의존도 등으로 

통화가치가 선진국 통화에 비해 크게 변동하여 투자자산의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전위험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적 요인 및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수축 등으로 통화의 환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시장으로의 자금의 

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전지연 등으로 인한 환매연기로 기회비용 

발생이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조세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선진국가에 비해 조세제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산이 처분되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 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장내거래에 비해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 정산 이행 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를 체결하는 

회사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비유동적이므로 포지션 청산을 위한 반대매매 

또는 청산을 원활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스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금리스왑은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기본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왑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스왑 포지션이 swap pay position일 경우: 금리 하락시, swap 

receive position일 경우: 금리 상승시)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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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와의 성과 

차이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 관리 목적을 위해 유동성 자산에 투자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 

금융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격 희석화 

조정정책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 희석화 

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투자자의 거래 금액 및 유형에 따라 

기준가가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 투자자의 매입 또는 환매 청구가 청구 받은 당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청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평가시점에 환매될 수 있는 순주식수를 외국 집합투자기구 

순자산 가치의 1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연지급 방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순자산 가치의 10%를 초과하여 환매 요청된 주식의 

초과분은 다음 평가시점으로 이월되어 환매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국가의 휴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율제도에 

따른 위험 

일부 국가의 통화가치는 자유변동환율제도에 의해 그 가치가 변동되고, 일부 

국가의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화 등의 환율에 연동되어 그 가치가 변동됩니다. 이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국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원/달러 선물 등)을 헤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위험 

헤지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하는 경우, 투자대상 정책당국이 외환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대상 정책당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연동통화 대비 평가절하 

시키는 경우 등의 이유로 환헤지의 유효성은 약화될 수 있고, 이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베어링자산운용㈜ 
24 

 

환매연기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수익증권 및 잔존 

수익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초기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집합투자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업가 이를 즉시 현금화 하기 곤란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산 전체의 현금화가 요구되는 경우, 월단위로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특정 자산은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환매요구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처리될 것 입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 등 

제도적 위험 

이 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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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 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의 변화 및 주식 

시장변동에 연동되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6단계 등급 체계 중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설정 후 3년 경과 이후 결산일 도래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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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

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상세 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

단하여 분류합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

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다만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각 판매회사의 자체 상품위험등급에 따라 각 판매회사

는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위의 투자위험등급과 상이한 투자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 용은 각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

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가입자격 내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온라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선취판매

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종류C1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

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3) 

종류C1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

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4) 

종류C3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

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온라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선취판매

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5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혹은 

1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과리계좌(Wrap)를 통하여 투자하는 가입자/ 

신탁업자/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온라인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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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형(C-P2e)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온라인 전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 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

자자 전용으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기준가격적용일(수익증권매입)

제1영업일(D) 제3영업일(D+2)

자금납입일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 

기준가격적용일(수익증권매입)자금납입일

제1영업일(D)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매입좌수는 익익영업일에 확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마켓타이밍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함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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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베어링자산운용 ㈜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미국이민귀화국(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된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 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 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영업일(D) 제4영업일(D+3) 제8영업일(D+7)

환매청구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영업일(D) 제5영업일(D+4) 제9영업일(D+8)

환매청구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전자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

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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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

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

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

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

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증권에 대하여는 새

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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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

전일(오후5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

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투자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

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

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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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

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

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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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

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를 응할 수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투자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

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은 나머지 자산(이라 “정상자산”이라 함)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신탁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

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내용을 판

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

하여야합니다.  

 

다. 전환절차 

1) 수익증권의 전환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

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수수료미

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익증권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수익증권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수익증권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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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2) 수익증권 전환시 기준가격 등 

수익증권 전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3) 수익증권의 전환관련 유의사항 

①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②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 또는 환매청구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 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계산·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은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서류공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투자신탁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환율 변동의 영향의 차이로 환헤지형 자투자신탁과 환헤지하지 않는 

자투자신탁가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기준가 산정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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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준가 =

기준가 =

1좌 = 1원
1,000좌 기준 = 1,000원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

X 1,000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

총 좌 수

총 좌 수

집합투자기구
매입 및 환매

거래시 기준이
되는 가격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

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

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경우 다른 시간대에 있는 시장에 투자하기 때문

에 이 투자신탁을 평가할 때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 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

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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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상기 상장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외화표시 유가증권

인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채권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

시가 

⑩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

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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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시에는 모투자신

탁의 평가 당일 순자산가액(1좌당 기준가격)으로 평가 

⑫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또는 최

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

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사로부터 제공되는 환율정보 

이용가능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

래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는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Class)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액의 1.0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액의 0.50% 이내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납입액의 0.70%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3)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4)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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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3년 미만 환매 시 환

매금액의 0.15%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 - - -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

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비율 

합성 

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1000 0.7000 0.0400 0.0140 0.0041 0.8581 1.6081 0.0440 1.0100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1000 0.3500 0.0400 0.0140 0.0031 0.5071 1.2571 0.0427 0.64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0.1000 0.4900 0.0400 0.0140 - 0.6440 1.394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보수체감형(C1) 
0.1000 1.3000 0.0400 0.0140 0.0000 1.4540 2.2040 0.0000 

1.38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보수체감형(C2) 
0.1000 1.0000 0.0400 0.0140 0.0038 1.1578 1.9078 0.06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보수체감형(C3) 
0.1000 0.9000 0.0400 0.0140 0.0041 1.0581 1.8081 0.03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보수체감형(C4) 
0.1000 0.8000 0.0400 0.0140 - 0.9540 1.704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0.1000 0.5000 0.0400 0.0140 0.0032 0.6572 1.4072 0.0428 0.87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0.1000 0.6900 0.0400 0.0140 - 0.8440 1.594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0.1000 0.0300 0.0400 0.0140 - 0.1840 0.934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0.1000 - 0.0400 0.0140 0.0045 0.1585 0.9085 0.043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0.1000 0.9000 0.0400 0.0140 0.0031 1.0571 1.8071 0.042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0.1000 0.4500 0.0400 0.0140 0.0040 0.6080 1.3580 0.042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0.1000 0.6000 0.0400 0.0140 0.0031 0.7571 1.5071 0.0428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0.1000 0.3000 0.0400 0.0140 0.0038 0.4578 1.2078 0.0440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0.1000 0.2500 0.0400 0.0140 0.0030 0.4070 1.1570 0.043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

인연금형(S-P) 
0.1000 0.2000 0.0400 0.0140 0.0030 0.3570 1.1070 0.0434 -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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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2)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

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

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

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보수･비용 비율은 기타비용 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주5) 합성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

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 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

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

하여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 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주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

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

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 0.75%](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는 

연 0.75%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 비용은 제외)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7)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

(2020년 11월 말 기준)을 의미합니다.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

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

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2)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

니다. 

①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②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 관련비용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⑦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⑨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①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 관련비용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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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3 434 613 999 2,147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8 312 453 757 1,658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2 361 517 854 1,8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6 431 635 1,049 2,2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4 295 454 795 1,8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3 335 515 903 2,0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6 196 302 529 1,2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3 190 292 512 1,1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5 379 583 1,022 2,3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9 284 437 767 1,7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4 316 486 852 1,9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3 253 389 682 1,55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8 242 373 653 1,4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3 232 357 6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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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ᆞ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

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 0.75%](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는 

연 0.75%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 비용은 제외)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A 수익증권과 종류C 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3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C1의 경우 종류C2, 종류C3, 종류C4로 전환되는 경우 예상되는 보수 및 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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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

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

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零”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

배를 유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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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

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2018년 1월 이후 매년 결산 ·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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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

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은 본 투자설명서의 작성일 당시의 세금관련 내용으로 국내법과 국내의 세무관행에 근거

한 것 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 및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에 관한 설명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수익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임을 전제로하여 작성된 것으로 과세

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투자자 개인의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에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천원/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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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

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③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

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

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

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ㆍ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ㆍ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

의 매매ㆍ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

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15.4%(소

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 되며, 판매회사가 원천 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

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포함)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을 다른 종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

서 최고 41.8%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원천 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공제됨). 내국법

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

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

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

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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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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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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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

인-퇴직연금형(C-P2e)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

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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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

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

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0년 1월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

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연금 계좌 납

입액에 포함하고,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 기간

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

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  

 

- 종합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

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

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

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

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 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

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

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보유, 전환, 양도, 환매 및 기타 분배 등(이하 “관련사건”이라 함)에 

대해 적용되는 거주지 혹은 설립지 법률에 의한 세금에 관하여 정통해야 합니다. 투자신탁 또는 본 

문서의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건에 적용되

는 과세 결과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과세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과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사건에 따른 과세결과나 관련 사건

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

http://pension.fss.or.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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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

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

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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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F941 

 

2. 모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3.04.03 

사명 변경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펀드명 변경 (SEI 베어링 글로벌 … 베어링 글로벌.) 

홈페이지 주소 변경 (www.seiak.com--> www.barings.com/ko) 외 주주변경 

관련 사항 및 자구한 문구 변경 

2014.02.21 

- 운용전문인력 변경 

-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내용 반영 

- 자본시장법 및 세법개정안 내용 반영 

- 오기정정 

2015.03.02 

- 환매대금지급주기변경 

- 운용전문인력변경 

- 기업공시서식 개정반영 

- 세법개정사항반영 

- 투자대상자산추가 

2016.02.25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처분 관련 사항 추가 

-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비과세특례 관련 사항 추가 

- 운용전문인력변경 

- 채권평가회사 추가 

- 환헤지 전략 관련 문구 추가 

2016.07.02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8.01.03 
- 이익금 분배 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 

-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08.13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2019.01.16 - 결산업데이트 

2019.09.16 
- 기업공시서식 변경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2020.01.17 - 결산업데이트 

2020.12.09 
- 비교지수 변경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2021.01.19 
- 결산업데이트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http://www.seiak.com--/
http://www.barings.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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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팀운용       (2020.12.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안동길 1970 
책임 

운용역 
19 개  

1,905 억원 

(팀운용) 
2.11% 6.39% 

2.11% 6.39% 

15 년 2 개월 

송유진 1980 
부책임 

운용역 
14 개  

336 억원 

(팀운용)  
4.54% 13.11% 9 년 11 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안동길 
• ICMA Centre, University of Reading, Msc • 칸서스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베어링자산운용㈜ 투자솔루션팀  

(2008.07~2011.02) 

(2011.02~현재) • 제일투신운용 주식운용팀 (1999.07~2001.09) 

송유진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 도이치자산운용 상품팀  
 

(2003.11~2009.09) 

• 우리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 베어링자산운용㈜ 투자솔루션팀 

(2009.09~2014.12)  

(2014.12~현재) 

주1)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주2) 운용중인 공·사모 펀드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 

(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 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각 운용역 간의 성과 차이 및 운용역 성과와 회사 성과 차이는 전략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박종학 2015.01.01~2018.01.02 해당사항 없음 

안동길 2018.01.03 ~ 현재 

주1) 작성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4.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집합투자증권 80% 이상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의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② 채권 2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  2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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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어음 2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이어야 함.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

품”이라 한다) 

⑥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

품”이라 한다) 

⑦ 금리스왑거래 

보유 증권총

액의 100%이

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

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⑧ 
환매조건부 

매도 

보유 환매 

증권부 대상 

증권총액의 

50% 이내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환매조건부대상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⑨ 
증권의 

대여 

보유증권총액

의 50%이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⑩ 
증권의 

차입 
20% 이하 - 

⑪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⑫ 기타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1호 및 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①내지 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①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

게 되는 경우 

2) 투자대상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로 불가피 하게 상기 ⑤내지 ⑩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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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

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

정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① 

①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

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

로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

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의 자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

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마.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제 10 항

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

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

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

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

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 조제 4 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

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③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 

설정일

로부터 

1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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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ㆍ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④ 
파생상품  

매매 

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

로부터 

1개월

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⑤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⑥ 후순위 채권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적용예외] 

1) 투자대상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로 불가피 하게 상기 ②의 가목 및 라목, 3의 본문, ④의 가목 및 다목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

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

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2) ②의 가목 및 나목, ③의 본문, ④의 가목 및 다목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

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제한 예외]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된 운용관련 규정입니

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별도로 한도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1) 나. 투자제한 ②의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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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

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만 해당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

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

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나. 투자제한 ②의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97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5.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한 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설립되거나, 한 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그 자산이나 기타 지분의 상당 부분이 있거나, 한 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서 또는 

이러한 글로벌 이머징마켓으로부터 주된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총자산의 최소 70%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이 펀드는 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이상을 

해외집합투자기구인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펀드(Barings Global Emerging Markets 

Fund)”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글로벌 이머징마켓은 국제 금융단체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이머징마켓(개발도상국)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국가로 이러한 글로벌 이머징마켓(개발도상국)은 아르헨티나, 바레인, 브라질, 

중국,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이집트,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한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폴란드,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 베네수엘라와 베트남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매니저의 판단의 의해 투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자대상국가이 추가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글로벌 이머징마켓(개발도상국) 국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은 

투자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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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집합기구: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펀드(Barings Global Emerging Markets Fund)]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집합투자업자 
베어링 인터내셔널 펀드 매니저스 (아일랜드) 리미티드 

(Baring International Fund Managers (Ireland) Limited 

하위집합투자업자 베어링 에셋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Baring Asset Management Limited) 

설정일 및 소재지 1992-02-24 / 아일랜드 

구조 

베어링 이머징마켓 엄브렐라 펀드(Barings Emerging Markets Umbrella 

Fund)의 하위펀드 중 하나 

※ 베어링 이머징마켓 엄브렐라 펀드: 아일랜드에 설립된 개방형 

엄브렐라 단위신탁으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개방형 “엄브렐러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대상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설립되었거나,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기업주식에 투자 

투자목적 
글로벌 이머징마켓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이머징마켓의 지분증권은 (i)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설립된 기업들의 지분증권, (ii) 그 수익의 상당한 부분이 한 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으로부터 생성되거나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자산의 상당한 부분이 한 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소재하고 있거나 소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지분증권, (iii) 한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것을 

투자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들이나 유사한 펀드들에 대한 

지분증권이나 지분, 및 (iv) 위 (i), (ii) 또는 (iii)항에 해당되는 시장은 

아니지만, 규모가 작고 미성숙상태이며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시장(Inefficient Market)이라고 매니저가 판단하는 종목 중 

주식시장에서 상장 혹은 거래되는 지분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매니저는 수시로 투자 기회들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이머징마켓(개발도상국)에 포함된는 국가을 결정합니다. 현재 

매니저가 글로벌 이머징마켓(개발도상국)이라고 판단하는 국가에는 

아르헨티나, 바레인, 브라질, 중국,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이집트,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한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폴란드,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 

베네수엘라와 베트남 등이 포함됩니다.  

매니저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이머징마켓 국가 목록을 검토할 것이며, 

국제 금융단체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이머징마켓이라고 인정하며, 

투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을 추가함으로써 수시로 이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니저는 더 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을 이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지분에 대한 총 투자 자산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방침은 한 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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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거나, 한 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해당 기업의 자산 

혹은 지분의 상당 부분이 있거나, 한 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서 주된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에 본 

하위펀드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할 것입니다. 투자목적상 현금과 

부속 유동자산은 총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투자시탁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장외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글로벌 이머징마켓 지역의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투자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정규시장 목록은 중앙은행 

요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부록 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분증권은 전환증권과 워런트(낮은 행사가격 워런트 포함)와 같은 

지분 관련 증서를 포함합니다. 매니저는 수시로 위에서 언급한 

거래소와 시장 목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부록 I’에 열거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무증서에 대해서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증권을 수시로 취득할 수 있는 시장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제2부의 내용 중 ‘투자 제한’의 (ii)항에 

명시된 제한을 전제로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상장 또는 

거래되지 않은 투자 수단에 대해서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머징마켓 국가에 대한 투자는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하나 

단일국가에 대한 투자비중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특별히 허가된 투자 펀드들을 

통하여 간접적인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거나 혹은 허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제2부의 내용 중 ‘투자제한’에 

기재된 제한사항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특별히 허가된 펀드와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지는 특정 이머징마켓에서 판매되는 유사한 

투자펀드에 투자한다는 투자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쇄형 

펀드는 투자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수익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이머징마켓으로 부터 

창출되거나 또는 그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이머징마켓이나 

글로벌 이머징마켓들에 소재하거나 소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간접적인 수단으로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대한 투자를 모색합니다.  

비상장 증권에 투자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제2부의 내용 

중 ‘투자제한’ 비상장 증권 투자 비중 참고) 매니저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거래소와 공인된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 포트폴리오의 순자산 비중의 40% 이상 한국 자산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는 미국달러(USD)입니다. 

비교지수 [MSCI Emerging Markets (Total Net Return) Index (US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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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의거하여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환위험 관리전략: 환위험 노출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다만, 운용 

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환헤지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설립되거나, 한 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 그 

자산이나 기타 지분의 상당 부분이 있거나, 한 군데 이상의 글로벌 이머징마켓에서 또는 이러한 

글로벌 이머징마켓으로 부터 주된 영업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주식 혹은 주식관련 증권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투자한도를 고려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추적하기 

아래의 지수를 비교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MSCI Emerging Markets (Total Net Return) Index (USD)(KRW)] 95% + Call 5% 

‘MSCI Emerging Markets (Total Net Return) Index’ 설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이 산출 및 발표하는 

지수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시장 26개국의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각국의 주가 및 

환율에 달 국가별 편입 비중이 달라집니다. 이 지수에는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체코, 

이집트,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 태국, 터키 등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지수 산출은 원지수 구성종목의 

현금배당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후현금배당금 총액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총수익률을 

산출한 후 지수를 산출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 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험관리 전략 
(1) 리스크관리 체계 

리스크관리규정에 투자신탁의 운용뿐 아니라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위험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위험을 관리합니다. 리스크관리규정에 의해 일별 

수익률과 위반사항을 점검하며, 주별로 펀드수익률과 매매현황, 리스크 지표의 변동 현황을 

파악하고 월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어 성과평가 및 위험분석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합니다. 위반사항 발생시 리스크관리팀과 협의하여 신속히 위반사항이 해소되도록 조치하며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합니다. 

 

(2)포트폴리오 위험관리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해외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채권시장의 변동 및 하위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종목의 채권가격변동에 의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며 시장 및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 및 위험지표를 

평가해 하위 집합기구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또한 급격한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유동성을 

유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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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국통화로 거래되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하위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다만, 운용 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환헤지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이머징마켓 지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을 투자대상으

로 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각 국 주

식시장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라서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가의 주식의 

가격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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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1기 (2018.01.11~2018.12.31) 회계감사 면제 해당사항없음 

2기 (2019.01.01~2019.12.31) 회계감사 면제 해당사항없음 

3기 (2020.01.01~2020.12.31) 회계감사 면제 해당사항없음 

주 1) 법시행령 제 264 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동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에서 적용 면제되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20201231 20191231 20181231 

I .운용자산 4,593,174,464  6,994,529,552  12,921,737,233  

   증권 4,136,081,707  6,436,054,137  11,801,027,443  

   현금 및 예치금 457,092,757  558,475,415  1,120,709,790  

II. 기타자산 92,735,989  126,514,291  100,841,029  

자산총계 4,685,910,453  7,121,043,843  13,022,578,262  

I. 기타부채 46,854,625  1,189,307  25,100,723  

부채총계 46,854,625  1,189,307  25,100,723  

I. 원본 4,294,663,707  7,241,473,260  16,288,284,110  

II.  이익조정금 344,392,121  -121,618,724  -3,290,806,571  

자본총계 4,639,055,828  7,119,854,536  12,997,477,539  

I . 운용수익 200,018,887  2,431,508,527  -3,493,266,086  

    이자수익 2,013,467  8,423,889  11,823,328  

    배당수익 514,589  3,955,175  0  

    매매/평가차익(손) 197,490,831  2,419,129,463  -3,505,089,414  

II. 운용비용 169,100  331,360  537,240  

    기타비용 169,100  331,360  537,240  

III. 당기 순이익 199,849,787  2,431,177,167  -3,493,803,326  

* 매매회전율 0  0  0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대차대조표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20201231 20191231 20181231 

I .운용자산 4,593,174,464  6,994,529,552  12,921,737,233  

   현금 및 예치금 457,092,757  558,475,415  1,120,709,790  

     현금 및 현금성자산 405,491,032  495,972,196  1,017,221,790  

     증거금 51,601,725  62,503,219  103,488,000  

   유가증권 4,136,081,707  6,436,054,137  11,801,027,443  

     수익증권 4,136,081,707  6,436,054,137  11,801,027,443  

II.기타자산 92,735,989  126,514,291  100,841,029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3,177,928  1,070,154  0  

   정산미수금 8,260,000  6,475,000  9,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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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이자 79,141  383,927  1,147,871  

   미수배당금 514,589  3,955,175  0  

   기타미수입금 50,704,331  114,630,035  90,453,158  

자산총계 4,685,910,453  7,121,043,843  13,022,578,262  

II. 기타부채 46,854,625  1,189,307  25,100,723  

   해지미지급금 36,320,639  1,170,707  25,053,943  

   수수료미지급금 10,680  18,600  46,780  

   미지급이익분배금 10,523,306  0  0  

부채총계 46,854,625  1,189,307  25,100,723  

I. 원본 4,294,663,707  7,241,473,260  16,288,284,110  

II. 이익잉여금 344,392,121  -121,618,724  -3,290,806,571  

자본총계 4,639,055,828  7,119,854,536  12,997,477,539  

부채 및 자본 총계 4,685,910,453  7,121,043,843  13,022,578,262  

총좌수 4,294,663,707  7,241,473,260  16,288,284,110  

기준가격 1,080.19  983.21  797.96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20201231 20191231 20181231 

I .운용수익(운용손실) 200,018,887  2,431,508,527  -3,493,266,086  

   투자수익 2,528,056  12,379,064  11,823,328  

     이자수익 2,013,467  8,423,889  11,823,328  

     배당금수익 514,589  3,955,175  0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490,568,937  3,799,956,621  776,666,247  

     지분증권매매차익 61,423,048  1,605,197,022  69,089  

     파생상품매매차익 884,800,000  566,215,000  632,674,000  

     외환거래매매차익 235,090,000  274,415,000  53,470,000  

     채무증권평가차익 258,551,558  1,239,499,564  0  

     외환거래평가차익 50,704,331  114,630,035  90,453,158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293,078,106  1,380,827,158  4,281,755,661  

     지분증권매매차손 199,829,071  0  583,648,855  

     파생상품매매차손 905,929,000  647,519,000  852,218,000  

     외환거래매매차손 187,320,035  733,308,158  794,486,250  

     채무증권평가차손 0  0  2,051,402,556  

II.운용비용 169,100  331,360  537,240  

   기타운용비용 169,100  331,360  537,24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99,849,787  2,431,177,167  -3,493,803,326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33.98  255.67  -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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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111 - 
20181231 

3  3  24,479  23,690  8,191  7,199  16,288  12,997  

20190101 - 
20191231 

16,288 12,997 5,511 4,860 14,558 13,168 7,241 7,120 

20200101 - 
20201231 

7,241 7,120 2,581 2,494 5,527 5,164 4,295 4,65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116 - 
20181231 

133  133  536  536  81  72  454  356  

20190101 - 
20191231 

454 356 33 30 113 99 374 358 

20200101 - 
20201231 

374 358 206 195 262 246 317 332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205 - 
20181231 

30  29  69  64  12  11  54  41  

20190101 - 
20191231 

54 41 99 86 86 75 67 43 

20200101 - 
20201231 

67 63 86 75 84 76 69 7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117 - 
20181231 

301  301  1,199  1,190  273  251  908  709  

20190101 - 
20191231 

908 709 6 5 914 770 0 0 

20200101 - 
20201231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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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0117 - 
20191231 

248 249 774 789 126 134 647 745 

20200101 - 
20201231 

647 745 4 4 651 737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117 - 
20201231 

289 289 771 750 75 74 696 749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111 - 
20181231 

0  0  388  383  101  92  287  227  

20190101 - 
20191231 

287 227 262 233 349 315 199 194 

20200101 - 
20201231 

199 194 183 171 303 292 79 8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129 - 
20181231 

200  201  22,485  20,814  7,867  6,617  14,617  11,201  

20190101 - 
20191231 

14,617 11,201 3,726 3,150 13,233 11,529 5,111 4,818 

20200101 - 
20201231 

5,111 4,818 37 32 3,544 3,127 1,604 1,66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214 - 
20181231 

3  3  22  20  5  5  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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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20191231 

17 14 6 6 8 8 16 16 

20200101 - 
20201231 

16 16 175 178 43 44 147 16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122 - 
20181231 

18  18  239  233  33  28  206  160  

20190101 - 
20191231 

206 160 42 37 35 30 213 202 

20200101 - 
20201231 

213 202 50 47 81 74 182 188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116 - 
20181231 

0  0  118  116  31  28  87  68  

20190101 - 
20191231 

87 68 306 274 105 95 288 277 

20200101 - 
20201231 

288 277 499 462 202 184 584 617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125 - 
20181231 

0  0  42  40  30  27  12  10  

20190101 - 
20191231 

12 10 18 16 10 8 21 19 

20200101 - 
20201231 

21 19 181 173 51 48 150 155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111 - 
20181231 

3  3  229  229  30  28  199  157  

20190101 - 
20191231 

199 157 9 8 50 44 158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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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20201231 

158 153 30 32 10 9 179 189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116 - 
20181231 

0  0  67  64  11  10  56  44  

20190101 - 
20191231 

56 44 254 225 33 29 277 268 

20200101 - 
20201231 

277 268 393 374 262 228 408 432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2020.01.01 ~ 
2020.12.31 

2019.01.01 ~ 
2020.12.31 

- - 

글로벌이머징자[H] 2018-01-11 10.08 16.46 -  -  2.61 

비교지수 2018-01-11 16.43 17.11 -  -  4.89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2018-01-16 9.16 15.49 -  -  1.58 

비교지수 2018-01-16 16.43 17.11 -  -  4.83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2018-02-05 9.54 15.88 -  -  0.98 

비교지수 2018-02-05 16.43 17.11 -  -  3.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2018-01-17 -  6.26 -  -  -4.16 

비교지수 2018-01-17 -  4.56 -  -  -2.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2019-01-17 0.38 -  -  -  7.61 

비교지수 2019-01-17 3.73 -  -  -  8.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3) 
2020-01-17 -  -  -  -  7.93 

비교지수 2020-01-17 -  -  -  -  15.2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2018-01-11 9.38 15.71 -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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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2018-01-11 16.43 17.11 -  -  4.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2018-01-29 9.92 16.28 -  -  1.23 

비교지수 2018-01-29 16.43 17.11 -  -  3.45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형(S) 
2018-02-14 9.65 16.00 -  -  3.84 

비교지수 2018-02-14 16.43 17.11 -  -  6.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2018-01-22 8.94 15.26 -  -  1.18 

비교지수 2018-01-22 16.43 17.11 -  -  4.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2018-01-16 9.43 15.77 -  -  1.84 

비교지수 2018-01-16 16.43 17.11 -  -  4.8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2018-01-25 9.70 16.06 -  -  1.21 

비교지수 2018-01-25 16.43 17.11 -  -  3.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2018-01-11 9.27 15.60 -  -  1.94 

비교지수 2018-01-11 16.43 17.11 -  -  4.8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2018-01-16 9.59 15.94 -  -  2.00 

비교지수 2018-01-16 16.43 17.11 -  -  4.83 

수익률 변동성 2018-01-11 26.57 21.07 -  -  20.05 

 

주 1) 비교지수 : [MSCI Emerging Markets (Total Net Return) Index (USD)] 90% + Call 10% , 2020년 12월 9일 

이전 - [(MSCI Emerging Markets Total Gross Return Index (USD)] X 90% +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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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설정일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6)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 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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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020.01.01 ~ 
2020.12.31 

2019.01.01 ~ 
2019.12.31 

2018.01.01 ~ 
2018.12.31 

-  

글로벌이머징자[H] 2018-01-11 10.08 23.22 -21.00  - - 

비교지수 2018-01-11 16.43 17.80 -16.45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2018-01-16 9.16 22.20 -22.40  - - 

비교지수 2018-01-16 16.43 17.80 -16.89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2018-02-05 9.54 22.62 -25.90  - - 

비교지수 2018-02-05 16.43 17.80 -20.6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1) 
2018-01-17 -  12.92 -22.92  - - 

비교지수 2018-01-17 -  9.35 -17.1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2) 
2019-01-17 0.38 15.70 - - - 

비교지수 2019-01-17 3.73 13.88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형(C3) 
2020-01-17 -   - - - 

비교지수 2020-01-17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2018-01-11 9.38 22.44 -21.31  - - 

비교지수 2018-01-11 16.43 17.80 -16.4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2018-01-29 9.92 23.03 -25.31  - - 

비교지수 2018-01-29 16.43 17.80 -21.14  -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형(S) 
2018-02-14 9.65 22.74 -19.54  - - 

비교지수 2018-02-14 16.43 17.80 -14.4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2018-01-22 8.94 21.74 -23.46  - - 

비교지수 2018-01-22 16.43 17.80 -18.4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2018-01-16 9.43 22.49 -22.19  - - 

비교지수 2018-01-16 16.43 17.80 -16.89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2018-01-25 9.70 22.80 -24.74  - - 

비교지수 2018-01-25 16.43 17.80 -20.2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2018-01-11 9.27 22.32 -21.39  - - 

비교지수 2018-01-11 16.43 17.80 -16.4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2018-01-16 9.59 22.67 -22.06  - - 

비교지수 2018-01-16 16.43 17.80 -1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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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비교지수 : [MSCI Emerging Markets (Total Net Return) Index (USD)] 90% + Call 10% , 2020년 12월 9일 

이전 - [(MSCI Emerging Markets Total Gross Return Index (USD)] X 90% +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한국 원 
0 0 0 4,136 52  0 0 0 0 406 42 4,635 

(0.0) (0.0) (0.0) (88.27) (1.10) (0.0) (0.0) (0.0) (0.0) (8.66) (0.90) (98.92) 

미국  

달러 

0 0 0 0 0 51 0 0 0 0 0 51 

(0.0) (0.0) (0.0) (0.0) (0.0) (1.08) (0.0) (0.0) (0.0) (0.0) (0.0) (1.08) 

합계 
0 0 0 4,136 52  51 0 0 0 406 42  4,686 

(0.0) (0.0) (0.0) (88.27) (1.10) (1.08) (0.0) (0.0) (0.0) (8.66) (0.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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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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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04523)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7층 
(02)3788-0500 / www.barings.com/ko  

회사연혁 

1991.07 

1997.02 

1998.07 

1999.02 

1999.03 

2002.04 

2004.07 

2013.03 

에셋코리아㈜ 창립(자본금 5억) 

에셋코리아-동양투자자문 합병(자본금 30억) 

투자일임업무 자격획득 

자산운용사 허가 취득 및 등록(자본금 70 억) 

SEI Investments, IFC 와 합작 

자본금 증자(자본금 120 억) 

MetLife Inc. Holdings가 지분 인수 (34.0%) 

Barings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가 지분인수(100%) 

자본금 120억원 

주주현황 Barings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100%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②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③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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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투자자

신탁업자
(은행,증권금융)

신탁업자
(은행,증권금융)

판매회사
(증권사, 은행, 보험등)

판매회사
(증권사, 은행, 보험등)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주식,채권등주식,채권등

자금

수익

운용지시

펀드가입
출 금

설정해지
요 청

자금

수익

투자

수익

-펀드재산

보관∙관리

-운용감시

투자자투자자

신탁업자
(은행,증권금융)

신탁업자
(은행,증권금융)

판매회사
(증권사, 은행, 보험등)

판매회사
(증권사, 은행, 보험등)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주식,채권등주식,채권등

자금

수익

운용지시

펀드가입
출 금

설정해지
요 청

자금

수익

투자

수익

-펀드재산

보관∙관리

-운용감시

http://www.sei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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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 회

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FY 2019 

2019.12.31 

현재 

FY 2018 
2018.12.31 

현재 
항 목 

FY 2019 
2019.01.01~ 
2019.12.31 

FY 2018 
2018.01.01~ 
2018.12.31 

유동자산 69,654 66,881 영업수익 28,649 28,613 

비유동자산 5,753 3,293 영업비용 14,902 15,866 

자산총계 75,407 70,174 영업이익(손실) 13,747 12,746 

유동부채 5,930 7,163 영업외수익 0 2 

비유동부채 16,089 13,252 영업외비용 0 36 

부채총계 22,019 20,415 경상이익(손실) 13,747 12,712 

자본금 12,000 12,000 특별이익 0 0 

이익잉여금 41,388 37,759 특별손실 0 0 

자본조정 0 0 
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이익 
13,747 12,712 

자본총계 53,388 49,759 법인세 비용 3,118 2,797 

부채 및 

자본총계 
75,407 70,174 

당기 

순이익(순손실) 
10,629 9,915 

 

라. 운용자산규모 (2020.12.31. 현재, 단위: 억원)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수탁고 13,354 772 3,116 335 0 1,568 1 19,147 

주1)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운용자산 제외한 수치임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 1 가) 

(연락처: 1588-1155, www.hanabank.com) 

회사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 업무 

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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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다.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⑧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⑨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의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 회

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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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 층 

(02) 6714-4600  

http://www.hanais.co.kr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

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NICE 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03131) 

서울 종로구  

율곡로88 

삼환빌딩4층 

(02)399-3350 
www.koreaap.com  

(0732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4층 

(02)3215-1400 
www.bond.co.kr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pricing.co.kr 

(07805)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에프앤가이드빌딩2층 

(02) 721-5300 
www.fnpricing.com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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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http://www.hanais.co.kr/
http://www.koreaap.com/
http://www.bond.co.kr/
http://www.npri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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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둡니다. 

② 투자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 개최 사유중 이 투자신탁의 수

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개

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투자자총회의 소집 

― 투자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투자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

출하여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총회를 소

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투자자총회의 소집

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

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

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

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투자자총회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과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투자자에게 시행령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
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간주의결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투자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
의 1이상일 것 
라.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투자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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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기투자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투자자총회(이하 "
연기투자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투자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
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2항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합니다. 

연기투자자총회의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 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분의 1이상”으로 적용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투자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 

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투자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투자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시행령 제 222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투자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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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

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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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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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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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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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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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

자 또는 판매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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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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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② 투자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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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⑤ 임의해지 ③과 ④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금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

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 증권의 기준가격표  

 법 제 87 조제 8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

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 우

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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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

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

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

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

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

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

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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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00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51230#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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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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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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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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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법 제 87 조제 2 항 및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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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 거래 증권사 및 선물회사의 선정기준은 비용/ 중개능력 

 

 비용 

1. 국내 채권시장의 특성상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는 증권사별 경쟁에 의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래에 따른 명목 비용은 동일함 

2. 비용(Cost) 개념은 단지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로 한정하지 않고, 거래 

지연에 따른 시간비용(timing cost)과 체결실패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할 경우 중개회사별로 거래비용(Cost)이 달라질 

수 있음 

 

 중개능력 

1. 호가의 정확성과 신속한 체결 능력이 증권사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 

2. 중개회사의 팀워크와 개별 브로커의 능력을 감안하여 거래 우선순위 결정 

 

 중개회사의 안정성 

1.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고려 

2. 매매와 관련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 

 

- 당사는 매 분기별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Analyst), 트레이더의 브로커(Broker) 

평가회의에 따라 중개회사를 평가 하고 다음 분기 거래 중개회사를 결정함 

- 결정에 따른 중개회사별 거래순위 기준(guideline)을 월별로 점검하고 차이 원인 

등을 분석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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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손실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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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한 인덱스형투자신탁입니다. 

파생상품투자신

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

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 등에 제한없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

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합니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

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와 일부 유동성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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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일별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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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사모펀드와 일부 요건을 충족한 공모펀드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신탁계약이 종료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펀드의 환매를 청구할 경우, 판매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환매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환매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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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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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