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위험등급 : 

2등급 

[ 높은 위험 ] 

신영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

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영연금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영연금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

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영연금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영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 

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2년 5월 14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2년 5월 25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 좌) 

7. 모집(매출) 기간 

  [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

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www.syfund.co.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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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배당 상품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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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

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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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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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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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모집예정금액, 모집의 내용 및 

절차, 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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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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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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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신영연금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3155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주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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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특수형태 : 전환형(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좌  

주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

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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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www.kofia.or.kr) 및 집

합투자업자(www.sy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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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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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신영연금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3155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1년 02월 14일 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최초설정 

2009년 05월 22일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신영연금주식혼합투자신탁 제1호=> 

 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2010년 11월 1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등 

2011년 03월 09일 

1)연금의 지급개시 및 지급방법 변경 

2)투자신탁의 전환청구 횟수 변경 

3)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12.27)사항 반영 

4)법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5)작성기준일 변경 등으로 인한 갱신 

2012년 05월 25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

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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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신영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대표전화:02-2004-95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①책임투자운용인력                                             (기준일:2012.5.14)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

구 수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규모 

허남권 1963 본부장 123개 35,924억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 

-신영자산운용 자산운용본부 

자산

운용

본부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개수(0개), 규모(0억원)]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자산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

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ㆍ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투자운용인력입니다. 

 

②책임투자운용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 추가형, 개방형, 

전환형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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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환형 구조 

 

주1)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상기 5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신영연금3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 

구분 주요내용 

주요투자대상 주식 : 30%이하   채권 : 60%이하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재산의 30%이하 범

위내로 하며, 채권 및 유동성 투자와 주식투자를 상호 균형있

게 운용함으로써 이자소득과 주식투자에 따르는 자본이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

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제출일 2009.5 

 

 신영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 

구분 주요내용 

주요투자대상 채권 : 60%이상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국

공채 및 우량회사채(A-이상) 위주로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자본의 증식을 추구합니다. 

주요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

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제출일 2009.5 

 

 신영연금가치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구분 주요내용 

주요투자대상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60%이상   

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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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투자전략 『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은 신탁재산

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자산총액의 

일정부분을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

(가치주)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주요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

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제출일 2009.5 

 

 신영연금배당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구분 주요내용 

주요투자대상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60%이상   

주요투자전략 『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은 신탁재산

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자산총액의 

일정부분을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주식중 배당수익

률이 높은 주식(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주요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

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제출일 2009.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

금형 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 및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1.지분증권 

(주식) 
60%이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

식 및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

한 공모주에 한한다) 

- 단, 지분증권 중 투자한 주식의 최초 매수시점 시장가치가 

기업의 수익가치 또는 자산가치와 비교하여 시장평균 또는 

업종평균 대비 저평가 된 주식(이하 “가치주” 라 한다)의 

투자는 전체 주식편입비율의 60%이상으로 한다  

2.채무증권 

(채권) 
60%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

사채권을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당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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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무증권 

(어음) 
40%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신용평가등급

이 A3-이상인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5.장내파생상

품 

10%이하 

(위험평가

액기준)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

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6.금리스왑거

래 
100%이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

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7.집합투자증

권등 
5%이하 

- 법제110조에 의하여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8.ETF 30%이하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9.투자증권의 

대여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10.환매조건

부 

채권 매도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11.투자증권

의 차입 
20%이하 

-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

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2.단기대출 -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13.금융기관 

예치 
-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14.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

고 남은 현금을 법제1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

업자가 자신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투자비율 

적용예외 

-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1 내지 4

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의 증권 등 자산이 가격변동으로 상기 1 내지 4의 규

정을 위반하는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 내지 11, 하기 투자제한 2 

내지 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

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한 것으로 봅니다.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

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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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제외 

1.단기대

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

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동일종

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

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투자증

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

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

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

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

위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

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부

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당해주식의 최종시가의 총

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

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

하는 경우 

시가총액비중

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3.동일법

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

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

하여 투자하는 행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파생상

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

월간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계열회

사 

지분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지분

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 가액이 시가총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6.후순위

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

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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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익구조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에 60% 이하를 투자하고, 우량 채권 및 어음 등에 60% 

이하를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주식형)입니다. 

① 주식투자: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편입비율 60%이하 유지  

-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제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 

-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전략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 

- 종목매도는 적정가치에 도달하였거나, 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편입하기 위한 경 

우, 기업에 대한 전망을 바꿀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빈번한  

매매를 지양 

②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 유니버스 구성: 당사의 재무적/정성적 기준에 따라 선별된 유니버스(집합투자

업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적합한 투자대상으로 선정된 종목의 집합으로 약 

300개의 종목이 포함됨) 내 종목군 중에서 투자 대상종목을 선정합니다. 분

기 1회 신규종목 추가 및 편입종목 삭제 등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 가

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정기적 운용 회의를 통해 유니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산배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 자의적 자산배분보다는 상대

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의 교체매매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종목 발굴을 

통한 주식선택에 집중합니다.  

-  포트폴리오 종목 수: 약 60-80 종목 

-  종목별 비중: 균등투자(1/N 원칙)를 지향하되 시가총액 비중, 상대적 투자 매

력도, 거래 유동성을 감안하여 비중 결정 

③ 채권투자: 국채 및 통안채 중심으로 우량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

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합니다. 

-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며, 회사채 및 어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3

년간 영업현금흐름, 금융비용부담률, 자기자본이익률, 유보율 분석을 통해 투

자가능 목록을 작성합니다. 운용역은 투자가능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자산을 

선별/투자하여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콜, 정기예금 등 기타 유동성자산은 영업용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실질자

기자본비율로 평가된 투자가능 목록 안에서 투자하여 효율적인 유동성 리스

크 관리를 합니다. 

-  자산배분은 듀레이션(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서 채권가

격의 이자율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조정 및 수익률의 변

동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산전체의 가중평균 잔존만기일(듀레이션)을 약 1

년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 54% + 국고채1년 수익률 36% + CD91일물 수익률 10% 
 

주1)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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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주2) 비교지수:  

- KOSPI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여 주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국고채1년 수익률: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1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 CD 91일물 수익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매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을 집계하여 거래량 가중평균금리를 고시합니다. 

CD 수익률은 현금성 자산의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3) 선정사유: KOSPI지수는 한국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와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복합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펀드의 

채권부분의 듀레이션이 약 1년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기 위하여 

국고채1년 수익률을 사용했습니다. CD 91일물 수익률은 현금성 자산과의 

비교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 위험관리 

당사는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관리하며 투자 가이

드라인을 설정합니다. 리스크관리본부에서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측정, 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

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

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균등투자 원칙을 토대로 분산투자를 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또한 시장예측을 

통한 편입비 조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매매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트폴

리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6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자산의 가

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

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

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

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

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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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

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

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

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

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

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

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

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

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

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신고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순예상순자산가

치 

변동위험·이중

가격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

청구일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금액은 환

매일의 출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탁해지 위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

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

자의 동의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의 투자에 있어서 신탁재산 60%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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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주식형 투자신탁으로 투자위험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 및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 및 채권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동 자산의 가치 상승 및 채권의 이자수익을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시키

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연금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가입자격: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2) 투자방법등  

①투자자는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 투

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3) 투자기간등  

①수익자의 투자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1) 적립기간: 10년이상 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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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치기간: 적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직전일까지  

3) 연금지급기간: 5년이상 연단위  

*’연금지급기준일 ’이라 함은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적립기간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가 되는 날 중 나중일

을 말하며,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한 경우 수익자가 정한 연금지급개

시일로부터 연금지급주기를 역산하여 산출한 날짜로 하되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가 되는 날 중 나중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②수익자는 적립기간중 1년 이상 연단위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1년이상 연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 현재 연

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4) 연금의 지급방법 

①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연금지

급일 직전제4영업일(T-3)의 해당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연금지급 회

수로 균등분할하여 계산된 당회 지급분좌수를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회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매회 수익자별 연금지급일 직전제3영업일(T-

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계산된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금의 지급을 위

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연금지급액 = (연금지급일 직전제4영업일(T-3)의 수익증권 잔고좌수 ÷ 잔여

연금지급회수) × 연금지급일 직전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1,000좌당 기

준가격 ÷ 1,000  

②연금지급주기는 매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단위, 6개월단위 또는 1년단

위로 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매월단위, 3개월단위, 6개월단위 또는 1년단위 상호간에 

연금지급주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

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1)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장기로 변경신청한 때 : 변경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지급된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 최초 약정연금지

급일에 변경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계산된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급지급주기보다 단기로 변경신청한 때 : 변경후 

약정연금주기에 의하여 지급할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 최초 약정연금지

급일에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약정연금지급일의 기산일은 연금지급기

준일로 합니다.  

⑤판매회사는 연금약정지급일에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5) 연금의 지급개시  

① 판매회사는 연금지급개시일에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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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당초 연금지급개시일의 직전제5영업일(T-4)까지 연금지

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후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

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중도해지  

① 수익자가 적립기간 만료전에 투자재산을 인출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

급외의 형태로 투자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합니다.  

②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후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

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당해 계좌를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해지처리된 경우 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납입증명서 발급등  

① 수익자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판매회사는 연

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② 수익자가 중도해지하거나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

다. 

 

나.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

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만18세이상의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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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

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

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

(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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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

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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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5시 경과 후

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

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

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

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

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

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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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과 같이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 투자신탁에서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및 주식형으로 전환청구> 

채권형(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에서 

채권혼합형(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주식혼합형(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및 

주식형(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및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으로 전환청구 

 
 

<채권혼합형에서 채권형, 주식형 및 다른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 

채권혼합형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 (채권혼합))에서 

채권형(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주식혼합형 (신영연금60 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및  

주식형(신영연금가치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및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으로 전환청구 

 
 

<주식혼합형에서 채권형, 주식형 및 채권혼합형으로 전환청구> 

주식혼합형(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에서 

채권형(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채권혼합형(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주식형(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및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으로 전환청구 

 
 

<주식형에서 채권형, 채권혼합형 및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 

주식형(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및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에서 

채권형(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채권혼합형(신영연금60증권전환투자신탁(채권혼합)) 및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의 

기준가격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에 전환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의 기준가격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전환(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 의 기준가격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15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 의 기준가격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전환(15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의 기준가격 

한국거래소 개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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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혼합형(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으로 전환청구 

주1)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에 한합니다. 

주2) 수익자는 동일계좌내 저축수익증권의 일부전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이전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 투자신탁계약

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한도 

초과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할수 잇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일괄 이전 처리합니다. 

1. 채권형(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

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

여 제3영업일(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이전한다. 

2. 채권혼합형(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

보 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환

매하여 제4영업일(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이전한다 

3. 주식혼합형(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

통보 수령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

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이전한다. 

4.주식형(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및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자

투자신탁(주식))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경과후 전환

청구시 제5영업일)에 이전한다. 

④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이전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제2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투자신탁계약 이전의 경우에 별도의 이전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⑥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에 한한다.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5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의 기준가격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15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전환 

한국거래소 개장일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

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

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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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ㆍ판매회사ㆍ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

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

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①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집합투자

재산평가기준에 의거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

외파생상품발행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준하여 평가)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

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

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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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신영연금60증권전

환형투자신탁(주

식혼합)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가입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

자업자 

보수 

판매회

사 보수 

신탁업

자 보수 

일반사

무관리

회사 

보수 

기타비

용 

총 보수 

·비용 

증권 

거래비

용 

신영연금

60증권전

환형투자

신탁(주

식혼합) 

0.39 0.91 0.035 0.005 0.0098 1.3498 0.1226 

지급시기 매3개월 매3개월 매3개월 매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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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

도 : 2011.02.14~2012.02.13]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

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 

2011.02.14~2012.02.13]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 비용에 이 투자

신탁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

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ᆞ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신영연금60증

권전환형투자신

탁(주식혼합) 

135 426 746 1,698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

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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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

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 

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

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

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

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

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

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

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당

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

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

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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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이 투자신탁은 연금투자신탁으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과세가 적용됩

니다.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 과세(주민세포함 5.5%) 

-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 과세(주민세포함 22.0%)  

또한, 5년 이내 해지시[매년 불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의 누계액 x 2.2%(주 

민세포함)]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함. 단, 저축자의 사망 등 특별해지사항에 해 

당하는 경우 제외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퇴직연금 포함)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①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수령시 5.5% 연금소득세(주민세포함)로 과세합니다.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과표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

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

상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②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시 과세 

1) 기타소득세 

- 연금저축을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22.0%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로 

과세합니다. 

-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기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 1 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아 5.5%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로 과세합니다.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 과표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실제 소득공

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금액. 다만,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0 으로 본다.  

 

2) 해지가산세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 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400 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2.2%(주민세

포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2011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01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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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분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단,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의 해외이주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 월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의 발생 

5.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6.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주 1) 상기의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주 2)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연말정산  

  -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제 51 조의

3 제 1 항제 3 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400 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주 1) 소득세법제 51 조의 3 제 1 항제 3 호의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

하는 부담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2011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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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

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

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1 기( 2011.02.14 - 2012.02.13 )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10 기( 2010.02.14 - 2011.02.13 )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9 기( 2009.02.14 - 2010.02.13 )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11기 제10기 제9기

2012.02.13 2011.02.13 2010.02.13

40,894,379,914 32,370,190,817 22,553,480,795운용자산

  유가증권 37,545,202,057 29,978,532,159 20,109,034,866

  현금 및 예치금 1,028,647,857 358,188,658 1,107,223,789

  기타 운용자산 2,320,530,000 2,033,470,000 1,337,222,140

기타자산 514,196,703 898,234,443 503,595,616

자산총계 41,408,576,617 33,268,425,260 23,057,076,411

기타부채 2,357,881,707 4,821,355,709 2,726,641,262

부채총계 2,357,881,707 4,821,355,709 2,726,641,262

원본 39,050,694,910 28,447,069,551 20,330,435,149

자본총계 39,050,694,910 28,447,069,551 20,330,435,149

운용수익 6,730,668,511 6,161,096,498 3,306,344,556

  이자수익 588,113,417 452,337,810 309,329,456

  배당수익 316,021,890 290,531,327 205,680,822

  매매/평가차익(손) 5,826,516,384 5,418,223,072 2,791,322,171

  기타수익 16,820 4,289 12,107

운용비용 495,008,739 378,787,990 258,271,113

  관련회사보수 490,643,849 375,663,490 255,154,554

  매매수수료 774,821 0 0

  기타비용 3,590,069 3,124,500 3,116,559

당기순이익 6,235,659,772 5,782,308,508 3,048,073,443

매매회전율 119 30 43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

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

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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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운용자산 40,894,379,914 32,370,190,817 22,553,480,795

대차대조표

항       목
제11기 제10기 제9기

2012.02.13 2011.02.13 2010.02.13

  현금및예치금 1,028,647,857 358,188,658 1,107,223,789

    현금및현금성자산 28,647,857 58,188,658 7,223,789

    정기예금 1,000,000,000 300,000,000 1,100,000,000

  대출채권 2,320,530,000 2,033,470,000 1,337,222,140

    콜론 2,320,530,000 2,033,470,000 1,337,222,140

  유가증권 37,545,202,057 29,978,532,159 20,109,034,866

    지분증권 22,893,061,470 18,613,578,030 12,053,096,200

    채무증권 14,652,140,587 11,364,954,129 8,055,938,666

  기타자산 514,196,703 898,234,443 503,595,616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270,143,839 0

    미수이자 183,936,623 341,449,127 270,949,943

    미수배당금 268,791,820 253,677,855 178,421,170

    선급비용 61,468,260 32,963,622 54,224,503

자 산 총 계 41,408,576,617 33,268,425,260 23,057,076,411

기타부채 2,357,881,707 4,821,355,709 2,726,641,262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420,084,766 0

  해지미지급금 41,473,384 7,090,317 10,861,822

  미지급운용수수료 37,907,488 31,517,600 21,347,662

  미지급판매수수료 88,450,828 73,541,021 49,811,185

  미지급수탁수수료 3,401,937 3,232,586 2,189,534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485,978 0 0

  수수료미지급금 1,812,340 1,771,098 1,299,706

  기타미지급금 2,184,349,752 4,284,118,321 2,641,131,353

부 채 총 계 2,357,881,707 4,821,355,709 2,726,641,262

원    본 39,050,694,910 28,447,069,551 20,330,435,149

자 본 총 계 39,050,694,910 28,447,069,551 20,330,435,149

부채 및 자본 총계 41,408,576,617 33,268,425,260 23,057,07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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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6,730,668,511 6,161,096,498 3,306,344,556

손익계산서

항       목

제11기 제10기 제9기

2011.02.14
- 2012.02.13

  투자수익 904,135,307 742,869,137 515,010,278

2010.02.14
- 2011.02.13

2009.02.12
- 2010.02.13

    이자수익 588,113,417 452,337,810 309,329,456

    배당금수익 316,021,890 290,531,327 205,680,82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7,518,244,409 5,666,302,412 3,128,225,795

    지분증권매매차익 4,179,258,018 1,338,232,673 982,718,098

    채무증권매매차익 40,831,355 126,798,963 78,584,169

    지분증권평가차익 3,281,744,443 4,201,270,776 2,001,934,036

    채무증권평가차익 16,410,593 0 64,989,492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691,728,025 248,079,340 336,903,624

    지분증권매매차손 1,641,199,780 145,409,480 291,711,879

    채무증권매매차손 50,528,245 52,571,791 45,191,745

    채무증권평가차손 0 50,098,069 0

  기타운용수익 16,820 4,289 12,107

운  용  비  용 495,008,739 378,787,990 258,271,113

    운용수수료 142,799,366 109,334,893 74,261,399

    판매수수료 333,198,701 255,114,762 173,276,604

    수탁수수료 12,946,412 11,213,835 7,616,551

    사무수탁수수료 1,699,370 0 0

5,782,308,508 3,048,073,443

    매매수수료 774,821 0 0

    기타운용비용 3,590,069 3,124,500 3,116,559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6,235,659,77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좌,백만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09/02/14~2010/02/13 16,574 15,012 5,273 5,596 1,517 1,593 20,330 22,972

2010/02/14~2011/02/13 20,330 20,330 9,296 9,978 1,179 1,293 28,447 32,731

2011/02/14~2012/02/13 28,447 28,447 9,380 9,550 3,060 3,131 39,051 41,235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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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

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

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1/02/14~ 

2012/02/13 

2010/02/14~ 

2012/02/13 

2009/02/14~ 

2012/02/13 

2007/02/14~ 

2012/02/13 

신영연금60 증권 전환형 

(주식혼합) 
5.59  10.22  14.87  10.04  13.75  

비교 지수 3.27  8.57  12.02  6.61  7.39  

주1)  비교지수 : KOSPI 54% + 국고채1년 수익률 36% + CD91일물 수익률 10% 

주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 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작성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구  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011/02/14

~ 

2012/02/13 

2010/02/14

~ 

2011/02/13 

2009/02/14

~ 

2010/02/13 

2008/02/14

~ 

2009/02/13 

2007/02/14

~ 

2008/02/13 

신영연금 60 증권 

전환형(주식혼합) 
5.59  15.06  24.74  -9.42  17.58  

비교 지수 3.27  14.14  19.27  -11.99  11.33  

주1)  비교지수 : KOSPI 54% + 국고채1년 수익률 36% + CD91일물 수익률 10% 

주2)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 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작성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기준일:2011.12.31/단위:백만원,%)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20,418 14,704 0 0 0 0 0 0 0 4,455 277 39,853

(51.23) (36.9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18) (0.69) (100.00)

20,418 14,704 0 0 0 0 0 0 0 4,455 277 39,853

(51.23) (36.9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18) (0.69) (100.00)

단기대출
및 예금

자산합
계

기타 자산총액

대한민
국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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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투자자

펀드의 운용구조

판매회사
(증권사,은행,보험 등)

판매회사
(증권사,은행,보험 등)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은행·증권 금융)

신탁업자
(은행·증권 금융)

주식, 채권 등주식, 채권 등

자 금

설정해지
요 청

운용지시

► 펀드재산 운용► 펀드재산
보관·관리

► 운용감시

► 펀드가입
► 출 금

수 익

수 익

자 금

투 자

수 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신영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신영빌딩 6층 

(연락처 : 02-2004-9500, www.syfund.co.kr)  

회사 연혁  1996. 8 신영투자신탁운용㈜ 설립 

1996. 8 증권투자신탁 운용업 허가 (증업45332-235) 

1997. 5 투자자문업등록 (등록번호 제44호, 증업41299-150) 

1997. 6 투자일임업 허가 (증업41299-172) 

1999. 1 자산운용회사 등록 (등록번호 9, 감독 7 6114-34) 

2000. 12 유상증자 20억원 (자본금320억원)  

2009. 2 신영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자본금  320억  

주요주주 

현황  

신영증권㈜ (85.9%), 코리안리재보험㈜ (9.4%), 서울보증보험㈜ (4.7%)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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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나 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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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

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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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

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16기 

2012.3.31 

제15기 

2011.3.31 
계정과목 

제16기 

2011.4.1~ 

2012.3.31 

제15기 

2010.4.1~ 

2011.3.31 

현금 및 

예치금 
50,367 50,053 영업수익 20,464 25,000 

유가증권 18,855 16,069 영업비용 6,350 6,274 

유형자산 14,811 15,063 영업이익 14,114 18,726 

기타자산 3,759 3,595 영업외수익 709 783 

자산총계 87,793 84,780 영업외비용 4 - 

기타부채 2,177 3,482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 
14,819 19,509 부채총계 2,177 3,482 

자본금 32,000 32,000 

이익잉여

금 
54,063 49,102 

법인세비용 3,566 4,695 기타포괄

손익누계

액 

-447 196 

자본총계 85,615 81,298 

당기순이익 11,253 14,814 부채와 자

본총계 
87,793 84,780 

 

라. 운용자산 규모                        (2012.5.11 현재 / 억원 / 협회 발표 기준) 

구

분 

증   권 
MMF 

파생 

상품 
부동산 

특별 

자산 
재간접 

실물 

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수탁고 20,014 10,176 430 1,097 932 - - - - 32,64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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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 1599-9999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

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

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

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

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

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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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 02-2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

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

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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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

니다.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

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

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

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

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

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

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

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

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

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

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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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

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

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해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

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

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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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

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

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

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

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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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건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

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 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

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

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

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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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

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

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

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

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

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

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6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결산서류는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자산운용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임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

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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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 판매

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

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

기간 중의 손익사항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

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

회전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

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

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

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

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

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

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

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

만, 자산운용보고서와 같이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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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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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

페이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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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

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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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

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

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

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

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

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준일: 2011.02.19.~2012.02.13,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국민은행 수탁은행 중개거래 채권 1,007.47 

신영증권 최대주주 중개거래 주식 82.08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기준일: 2011.02.19.~2012.02.13,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종 목 명 거래금액 

2011.10.31 주식이체/이수 신영마라톤 60 증권 A1 락앤락유상(보) 0.29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

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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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

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

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

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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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

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

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

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

(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

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

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

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의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

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

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

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

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

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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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

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는 법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에 투자설

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

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

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

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

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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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

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

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 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

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

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

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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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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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

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

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

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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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신영연금 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

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

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
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 - -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신영연금 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

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

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

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

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

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절취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