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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8 년 04 월 19 일

주) 본 투자설명서는 2009년 04월 30일자로 최초 제출된 이후 정정신고된 내용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투자설명서의
다른 부분들은 원래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본문 전체를 상기 작성기준일자로 갱신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 년 04 월 27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00,000,000,000 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전화: 02-3783-0901 (www.fidelity.co.kr))
금융투자협회(전화: 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8.04.19)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펀드 코드: 47897)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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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투자자
유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100%까지 모투자신탁인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Fidelity Funds-World Fund)에 주로 투자하며,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전세계 기업들의 주식형 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부터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모집(판매) 기간
효력발생일
판매회사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02-3783-0901)
(환헤지 관련 업무 위탁운용사: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2018 년 04 월 27 일

-

가입자격

모든 투자자
(납입금액 제한 없음)

선취 판매수수료

-

보수
(연, %)
(2018 년
2 월말
기준)

판매
운용

0.1000

수탁회사

0.0400

일반사무관리회사

0.0250

기타비용

0.0228

총보수‧ 비용

1.2673

※ 주석사항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1000

합성 총보수‧ 비용

존속 기간

10,000,000,000,000 좌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환매수수료

모집(매출) 총액

2.3878
※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

※

※
※
※

※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마다 부과됩니다.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 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1.10%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후 5 시 이전: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 8 영업일
(D+7)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5 시 경과후:
제 4 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 9 영업일
(D+8)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5 시 이전: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5 시 경과후: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매입 방법

기준가

환매 방법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100%까지 모투자신탁인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Fidelity Funds-World Fund)에 주로 투자하며,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전세계 기업들의 주식형 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부터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참조지수 : MSCI World Index Hedged to KRW Index
*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World Index: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한 세계주가지수
* MSCI World Index Hedged to KRW Index: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World Index 에 대해 한국 원화로 헤지한 지수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100%까지 모투자신탁인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 - 월드펀드 (Fidelity Funds - World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기업 선별에 있어 지역, 산업 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매력적인 투자 기회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증권을 주로 선별할 것임
선진국에 집중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상향식 투자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저평가 된 기업 발굴함

3 수익구조

4.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18년 3월말 기준)
운용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다른
운용자산규모
[주요 경력]

정은주

1985

-

차장

-

2018.4 이후
피델리티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

2014.4 - 2018.3
피델리티자산운용

법무 및 준법감시팀

2009.11 - 2014.4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법무 및 준법감시팀
[학력 및 기타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
(2018년 1월말 기준)
운용현황
성명

Jeremy
Podger

생년

1965

직위

포트폴리오
매니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USD 백만)

3

4,417.82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경력 :
2012 년 2 월에 피델리티에 입사하여 Fidelity Global Special Situations
Fund 운용. 1990 년 이래 글로벌 펀드 운용. 피델리티 입사전
Threadneedle 에서 글로벌 주식부문 대표를 역임하였고, 2003 년 이래
Global Select Fund 를 운용. 재직기간 동안 Global Extended Alpha
Funds 등 다수의 일반 및 기관용 펀드를 운용. 그 이전에는
Investec 에서 7 년간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Global Special
Situations 와 유사한 투자목적을 가진 Global Free Enterprise 및 Global
Strategic Value Funds 를 운용. 1987 년 Saudi International Bank 에서
법유럽 펀드 매니저로 커리어를 시작하였고 이후 Mirage
Resources 에서 유럽 및 글로벌 주식을 운용
학력 및 자격:
Cambridge University, 철학, MA
London Business School, MBA

다.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이러한 헤지 거래는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내 외환 헤지거래를 전담하는 팀에서 팀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다만, 헤지거래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는 팀과 실제 헤지거래를 위한 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다른 등 관련된 팀이 다수인 관계로 담당팀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헤지거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내용에 따라 소극적(passive)으로만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연도
글로벌 증권 자 E (주식-재간접)

최근 1 년차
2017.02.01 ~
2018.01.31
18.78

최근 2 년차
2016.02.01 ~
2017.01.31
14.91

최근 3 년차
2015.02.01 ~
2016.01.31
-5.89

최근 4 년차
2014.02.01 ~
2015.01.31
12.85

(단위: %)
최근 5 년차
2013.02.01 ~
2014.01.31
20.40

21.21

참조지수

20.70

-5.45

15.28

20.83

1) 참조지수: MSCI World Index Hedged to KRW Index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상기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18년 1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과거(변경전) 참조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5%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
관련위험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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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따른 위험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피델리티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을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연환산 표준편차는 11.41%로,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수의 피투자펀드에 투자하던 모투자신탁은 2017 년 7 월 12 일자로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에 주로 투자하게 됩니다.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의 경우,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6 등급 중 2 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며, 최근
결산일(2017 년 4 월 30 일) 기준 이전 3 년간 연환산 표준편차는 18.74% 입니다.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의 위험등급 분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 등급 분류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험 등급
분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을 재측정하며 투자위험등급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가. 포트폴리오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리스크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을 수립·실행합니다. 또한,
법령 및 당사의 엄격한 내부규정에 근거한 내부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 환위험 관리 전략
구분
환헤지여부
환헤지 방법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세부내용
모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 내 투자자산 중 매매가 자유로운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위험을 소극적(passive)으로 헤지하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주로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며, 시장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여타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
모투자신탁의 목표환헤지비율은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95% 수준이지만,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호가중심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환거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거래 당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환율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있는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의
어떠한 거래 비용도 가격(환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신탁에 대해서 참고용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세법의 변경, 과세 당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다음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익자에 대한 과세
‧
‧

‧

거주자 개인 및 내국 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부분이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임)

※ 과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1. 동일 투자신탁내 수익증권의 전환
해당 없음

2. 전환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
해당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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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ity.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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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4789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나.
다.
라.
마.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재간접형)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특수형태 표시: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000,000,000,000좌

주 1)

본 집합투자기구는 10,000,000,000,000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주 2)
주 3)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하고,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www.fidelity.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집합투자업자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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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

47897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2005.03.03
2009.05.03

2010.03.16

2017.03.28
2017.07.12

3.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변경 사항
-최초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신탁 명칭
변경
(피델리티코리아-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E)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 펀드 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따른 해외투자펀드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제2영업일(T+1) 제3영업일( T+2)
- 자본시장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방법 변경, 이익분배금 유보내용 단서조항 추가,
과세 문구 변경,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 및
손실 상계 방안 추가 등
- 환매수수료 면제 (2017년 03월 28일부터 환매청구시 환매수수료 없음)
-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전세계 지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다수의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전세계 지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 -월드펀드에 투자
- 운용보수: 연 0.30%  연 0.10%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연 0.028%  연 0.025%
- 환매주기 (오후 5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격 적용: 제4영업일(D+3)  제3영업일(D+2)
 환매대금 지급: 제10영업일(D+9)  제8영업일(D+7)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이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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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4.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6층
(전 화) 02-3783-0901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의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해당 펀드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설립일

1981년 5월 12일

회사주소

Level 2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Admiralty, Hong Kong
전화번호: (852) 2629 2800
팩스번호: (852) 2845 9051

업무위탁범위

환헤지 관련 운용·운용지시 업무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18년 3월말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중인 다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주요 경력]

정은주

1985

차장

-

-

2018.4 이후
피델리티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

2014.4 - 2018.3
피델리티자산운용

법무 및 준법감시팀

2009.11 - 2014.4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법무 및 준법감시팀
[학력 및 기타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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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김태우, David Urquhart
김태우, 김동양
김태우
장성문
김미영
김세희
임영민
정은주

다.

운용 기간
2005.03~2006.06
2006.07~2007.08
2007.08~2008.03
2008.03~ 2015.05
2015.05~2017.09.14
2017.09.15~2017.11.23
2017.11.24~2018.04.26
2018.04.27 이후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
(2018년 1월말 기준)
운용현황
성명

Jeremy
Podger

라.

생년

1965

직위

포트폴리오
매니저

다른
운용중인 다른
운용자산규모
집합투자기구 수
(USD 백만)

3

4,417.82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경력 :
2012 년 2 월에 피델리티에 입사하여 Fidelity
Global Special Situations Fund 운용. 1990 년
이래 글로벌 펀드 운용. 피델리티 입사전
Threadneedle 에서 글로벌 주식부문 대표를
역임하였고, 2003 년 이래 Global Select
Fund 를 운용. 재직기간 동안 Global Extended
Alpha Funds 등 다수의 일반 및 기관용
펀드를 운용. 그 이전에는 Investec 에서
7 년간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Global
Special Situations 와 유사한 투자목적을 가진
Global Free Enterprise 및 Global Strategic
Value Funds 를 운용. 1987 년 Saudi
International Bank 에서 법유럽 펀드 매니저로
커리어를
시작하였고
이후
Mirage
Resources 에서 유럽 및 글로벌 주식을 운용
학력 및 자격:
Cambridge University, 철학, MA
London Business School, MBA

모투자신탁의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이러한 헤지 거래는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내 외환 헤지거래를 전담하는 팀에서 팀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다만, 헤지거래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는 팀과 실제 헤지거래를 위한 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다른 등 관련된 팀이 다수인 관계로 담당팀을 특정하여 기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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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헤지거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소극적(passive)으로만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내용에

따라

추가로 제2부, 9. 가, (4) 위험관리의 내용 중 (가) 환위험 관리 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6.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스타만들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종류 A

종류 CP

종류 A-e

종류 CP-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G
종류 W
종류 PRS
종류 PRS-e
종류 S
종류 S-PRS
종류 S-I
종류 I
종류 F

나.

종류형 구조

해당사항 없음

다.

피델리티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CP
(주식-재간접형)

모자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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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모투자신탁을 통해 주식형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5% 수준

※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에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

자세한

해당

자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구분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2)

사항은

최초설정일
2005.03.03

기타

기타 이 투자신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에 관한 사항: 제1부 및 제 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구분

주요내용

등록신청서
최초 제출일

– 2009년 4월 17일

투자목적

– 주로 전세계 기업들의 주식형 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부터 장기적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 – 월드펀드(Fidelity Funds –
World Fund)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주요투자전략

– 주로 전세계 기업들의 주식형 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부터 장기적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함
–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기업 선별에 있어 지역, 산업 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매력적인 투자 기회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증권을 주로 선별할 것임.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5% 수준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특수위험(분산투자관련위험,
신흥시장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유동성위험, 환매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이 있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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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라.

전환형 구조

해당사항 없음

마.

재간접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100%까지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 (Fidelity Funds – World Fund, “피투자펀드”)에
투자합니다.
피델리티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투자회사 (Umbrella Type Fund)로서, 피델리티 펀드는 다양한 하위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하위펀드는 고유의 투자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펀드의 자산은 각
하위펀드에 의해 보유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델리티펀드의 여러 하위펀드 중의 하나인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에 주로 투자하며, 해당 피투자펀드는 주로 전세계 기업들의 주식형 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부터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투자펀드는 룩셈부르크 법률
및 규정, 피델리티 펀드의 정관에 따라 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투자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열람가능한
장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와 피투자펀드 판매회사의 영업점입니다. 피투자펀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투자펀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 피델리티펀드 (Umbrella Fund)

명칭

– 하위펀드 명칭: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 (Fidelity Funds – World Fund)
– 종류: 클래스 A-ACC-USD

펀드설정일

– 1996년 9월 6일

자본시장법상 등록일

– 2009년 5월 3일

펀드 규모

– USD 2,710 백만 (2018년 1월말 현재)

외국집합투자업자
(외국관리회사)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목적

– FIL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룩셈부르크) 에스에이
– FIL 펀드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 피투자펀드는 주로 전세계 기업들의 주식형 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부터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함.
– 다만, 피투자펀드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주요투자전략

–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기업 선별에 있어 지역, 산업 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매력적인 투자 기회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증권을 주로 선별할 것임.
– 선진국에 집중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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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상향식 투자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저평가 된 기업을 발굴함

주요투자위험

– 피투자펀드가 속한 피델리티펀드는 일반위험 (마켓타이밍(Market Timing) 및
빈번한 거래(Excessive Trading) 관련 위험), 특수위험 (아래 명시), 및 기타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2017년 11월자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 글로벌
투자설명서 기준).
특수위험:
I.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일반
위험:
해외금융기관계좌납세협력법(FATCA), 펀드의 수익률, 가치변동, 펀드 및
클래스의 해지, 법률 및 조세위험, 외환위험, 유동성위험, 가격결정 및
평가위험, 거래상대방 신용 및 결제 위험, 증권 대여, 투자기간(Investment
Horizon) 위험, 주식클래스 교차책임 위험, 운영위험, 보관위험; II. 주식 관련
위험: III. 채권 관련 위험: 채권, 채무증서(Debt Instruments) 및
고정수입(고수익증권 포함), 현금형 펀드, 투자적격등급위험, 낮은 등급/무등급
증권, 신용위험, 신용등급위험, 유동화/구조화 채무증서, 대출에 대한 투자,
국채 위험, 중국 고정수입금융상품(fixed income instruments) 투자와 관련한
위험, 딤섬채권시장 위험, 저당관련증권; IV. 국가집중 및 스타일 관련 위험,
국가집중, 투자집중, 중소형주 투자; V. 이머징시장 위험; VI. 특정 투자수단
관련 위험: 중국 자산,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후강퉁 (쿼터 제한(Quota
Limitations), 거래 중지 위험, 거래일의 불일치, 프론트-엔드 모니터링(front-end
monitoring)에 따른 매도 제한, 청산 및 결제위험, 중국 A 주식 보유 명의대리인
선임(nominee arrangements), 규제 위험, 중국 과세 위험), 주식연계채권 및
신용연계채권(구조화채권), 환매조건부매매거래, 하이브리드(Hybrids)(쿠폰
취소, 콜 연장 위험),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s)(사유발생 수준
위험, 자본구조 전도 위험, 유동성 및 집중도 위험); VII. 자산배분 위험; VIII.
추적오차 위험; IX. 자본금 분배 위험; X.파생상품 관련 위험:
금융파생상품(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및 신용위험, 결제
위험, 펀드 운용 위험, 상품 위험, 높은 레버리지 위험, 적극적인 통화 포지션
위험,기타 위험), 특정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증권선도계약 및 차액계약,
주가지수, 단일 주식, 금리 및 채권 선물, 장내외옵션, 금리스왑, 외환계약,
신용디폴트스왑(CDS), 총수익스왑(TRS), 인플레이션지수스왑(inflation index
swap))
–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고바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그 자산의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은 주로 전세계 기업들의 주식형 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부터 장기적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 (Fidelity Funds – World Fund)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를
수행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5% 수준입니다. 이러한 환헤지 거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그러나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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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의 상품에 한함)의 방법으로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운용합니다.
1.
2.

3.

아래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8. 가.(1).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2.
3.
4.
5.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 8. 가.(1)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1) 집합투자증권

투자비율

50% 이상

투자내용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합니다). 다만, 다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가.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 (Fidelity Funds-World Fund)

2) 수익증권 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합니다)

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로서 법 제 5 조 제 2 항 각 호에
매매에
따른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
위험평가액이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합니다)
장내외파생상품

3) 장내파생상품

-9-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10%이하

4) 장외파생상품

투자내용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장외파생상품”이라 합니다)

아닌

것

(이하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이하 “금전의 차입”이라 합니다).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5) 금전차입

6)
환매대금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은 현물
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 현물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됩니다)

7)기타

3. 상기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추가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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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또한, 위 1)이 변경되는 2017 년 7 월 12 일로부터 1 월간은 위 1) 내지 4)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나.

투자제한

(1)

당해 투자신탁
(가)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투자신탁
(가)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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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i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위 본문 (i)과 관련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
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 위 본문 (ii)와 관련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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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나.(2).(가)의 제3호 내지 제6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모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은 나.(2).(가).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인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 - 월드펀드 (Fidelity Funds - World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3)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기업 선별에 있어 지역, 산업 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매력적인 투자 기회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증권을 주로 선별할 것임

−

선진국에 집중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

상향식 투자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저평가 된 기업 발굴함

참조지수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참조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참조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 MSCI World Index Hedged to KRW Index
*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World Index: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한 세계주가지수
* MSCI World Index Hedged to KRW Index: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World Index에 대해 한국
원화로 헤지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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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관리
(가)

환위험 관리 전략

모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 내 투자자산 중 매매가 자유로운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위험을 소극적(passive)으로 헤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헤지의 목적은 주로
선물환/선도환계약을 이용하여 피투자펀드의 외국통화자산 및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투자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가중심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환거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거래 당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환율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있는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의
어떠한 거래 비용도 가격(환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통화에 대한 환헤지 거래는 기타 통화와 대비한 원화가치의 상승이나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실행될 것입니다. 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환헤지가 실행되는 경우,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목표환헤지비율은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95% 수준이지만,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피투자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피투자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국가 현황
미국 시장 현황
GDP
실업률
산업구조

일본 시장 현황
GDP
실업률
산업구조

소비자
2.1% (2018 년 1 월)
19 조 5,006 억 달러
물가상승률
(2017 년 9 월)
4.1% (2018 년 1 월)
화폐
미국달러 (USD)
 각 산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7 년 12 월 말)
- 금융/부동산(20.8%), 전문서비스(12.2%),도소매(11.8%),
제조업(11.5%), 교육/의료(8.4%), 정보통신(4.8%) 등

4 조 9,365 억 달러
(2016 년 12 월)
2.4% (2018 년 1 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화폐

1.4% (2018 년 1 월)
엔 (JPY)

 각 산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4 년 기준)
- 1 차 산업 1.2%, 2 차 산업 24.9%, 3 차 산업 74.0%

네덜란드 시장 현황
GDP
소비자
1.5% (2018 년 1 월)
7 조 7,723 억 달러
물가상승률
(2017 년 12 월)
실업률
7.2% (2015 년 1 월)
화폐
유로 (EUR)
산업구조
 각 산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 년 기준)
-

농업과 식품산업, 크리에이티브 산업, 화학, 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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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역 정보
※ 다음은 관련 지역의 국가별 비중으로, 이 투자신탁의 참조지수에 사용된 MSCI World Index 의
국가별 비중 정보입니다. 이 수치는 이 투자신탁 또는 피투자펀드의 투자 비중을 표시한 것은
아니며, 제시된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8 년 1 월말 기준)

나.

수익구조

전세계 기업들의 주식형 증권 등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
(50~100% )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90~100% )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A
(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 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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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스타만들기
글로벌증권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C P

( 주식-재간접형)

( 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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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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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 펀드 (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델리티 펀드 (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열람하실 수 있는 장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와 피투자펀드 판매회사의
영업점입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5%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분산투자
관련위험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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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된 투자위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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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 및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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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된 투자위험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위험

라.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피델리티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연환산 표준편차는
11.41%로, 아래 분류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은 6 등급 중 3 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수의 피투자펀드에 투자하던 모투자신탁은 2017 년 7 월 12 일자로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에
주로 투자하게 됩니다.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의 경우,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6 등급 중 2 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며, 최근 결산일(2017 년 4 월 30 일) 기준 이전
3 년간 연환산 표준편차는 18.74% 입니다.
피델리티펀드-월드펀드의 위험등급 분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등급 분류 기준]
등급

변동성 (연환산 표준편차)

투자자 유형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ㆍ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5% 초과

ㆍ

매우 높은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투자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등급

ㆍ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펀드의 주간

ㆍ

높은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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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변동성 (연환산 표준편차)

(높은 위험)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5% 이하

투자자 유형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ㆍ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5% 이하

ㆍ

다소 높은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4 등급
(보통 위험)

ㆍ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0% 이하

ㆍ

투자에 수반되는 변동성을 보통
수준로
유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5 등급
(낮은 위험)

ㆍ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5% 이하

ㆍ

투자에 수반되는 변동성을 낮은
수준로
유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ㆍ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0.5% 이하

ㆍ

투자에 수반되는 변동성을 매우
낮은 수준로 유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주 1) 설정 후 3 년이 경과한 펀드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 등급을 점검하고 변경합니다. 단,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특수하거나 복잡한 수익구조의 펀드는 이를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 2)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부여합니다.
※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며 투자위험등급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간경과에 따라 투자대상이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실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향후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0 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
(가)

투자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일의 오후 5시까지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해당 영업일에 처리되며,
영업일의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다음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매수청구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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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또는 결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최소매입금액: 이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업자가 최소매입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라)

투자자가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령한 매입 주문은
판매회사가 주문을 실제로 수령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구분
매입

오후 5시 이전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D
자금납입
(5 시 이전)

(2)

오후 5시 경과후

D+1

D+2

D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 적용)

자금납입
5 시 경과후

D+1

D+2

D+3
수익증권 매입
(D+3 기준가 적용)

(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이하 “평가시점”이라 합니다)에 있어서의
최종시가(또는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일의 공정가액)를
사용해 해당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매입관련 유의사항
(가)

과도한 매매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과도한 매매를 지양합니다.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과도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0 일미만 동안 보유하는 거래는 과도한 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과도한 매매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내역 및 공동으로 관리되는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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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1940 년 미투자자문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상 미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수익증권은 1933 년 미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상 미국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증권은 미국법, 적용법률, 규칙 또는 해석상 등록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이상 미합중국 또는
그의 영토, 속령 혹은 관할지에서 또는 이러한 지역들의 국민이나 거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도되지 않습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자신이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2)

(가)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투자신탁
신탁계약, 동 설명서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각
영업일에 오후 5시 전까지 수익증권 환매 주문을 수령합니다. 판매회사가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익증권 환매요청을 수령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나)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자가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청구한 날(판매회사의 영업일임.
당일 포함)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이 됩니다.
환매대금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포함)로부터 제8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환매대금은 관련되는 환매수수료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령한 환매청구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실제로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실제로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9영업일에 지급됩니다.
구분
환매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 적용
되는 기준가격 적용
–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 지급

–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 지급

D

D+2

D+7

D

D+4

D+10

환매청구
(5 시 이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
(5 시 경과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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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각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포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관련 유의사항
(가)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제6영업일(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의
날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나)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나.
다.
라.

2.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환매가 연기된 경우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전쟁, 홍수, 폭풍, 테러 또는 기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나.
다.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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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이내에 환매연기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환매연기일로부터 6 주 이내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②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⑥항 2.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릅니다).
1.
2.
3.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일부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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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수익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제⑤항 및 제⑥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환매연기 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상기(나)에 따른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1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나)에
따른 환매연기 기간 동안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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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 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의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마)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 공시시기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내용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통보 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자신들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가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결정되며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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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단 변동 가능함)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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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종류
상장주식,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 등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 공표된 가격

비상장 주식, 채무증권,

13.

평 가 방 법

취득가격, 거래가격 및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등

환율 등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부실화된 자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당해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전환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모투자신탁
구분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또는 지급금액)

선(후)취
판매수수료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

없음

해당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비고
여기서 “수익자”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투자신탁을
말함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당해 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가 부과됩니다.
당해 집합투자기구에는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이 발생합니다.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비용은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위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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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8.
9.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고의, 과실, 신탁계약 위반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자투자신탁의 총보수 및 비용]

구 분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비율
증권거래비용
※

※
※
※

※

(2018년 2월말 기준)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0.1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1.1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0.04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0.025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0.0228
사유발생시
1.2673
2.3878
0.0000
사유발생시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1.10%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모투자신탁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투자신탁에는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에는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및 비용]
(2018 년 2 월말 기준)
구 분
집합투자업자보수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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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판매회사 보수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수탁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기타 비용

0.0218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비율

0.0218

합성총보수비율

1.1218

증권거래비용

0.0000

※

※
※
※

※

사유발생시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1.10%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 시 예상 비용]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운용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말 기준, 단위: 원)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 년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129,881

409,450

717,675

1,633,631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44,717

771,471

1,352,218

3,078,028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설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 등의 배분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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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되, 수익자는,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계약 제14조 제①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당일포함)
11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분배관련 유의사항
(가)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시 상환금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등을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신탁에 대해서 참고용
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세법의 변경, 과세 당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다음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
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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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범위의 한도 내에서 국세청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자산
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
하여 14%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함)

×

환급비율

환급비율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
천 과세대상 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직접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이 또한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여기서(제2부. 14. 나. 과세 부분)의 “외국상장주식”이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뜻합니다. 한편, “매매·평가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등 주식가격의 변동과 관련 없는 매매·평가 손익은 제외되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익을 전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수익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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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3)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부분이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임)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 법인세율 22%, 지방소득세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11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제13기 및 제12기 투자신탁 자산총액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계감사 적용이 면제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며 참조용으로 기재됩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요약재무정보

I .운용자산
증권
현금 및 예치금
II. 기타자산
자산총계
II. 기타부채
부채총계
I. 원본
II. 수익조정금
III. 이익잉여금

제 13 기
20171231
10,814,881,867
10,707,433,753
107,448,114
39,895,380
10,854,777,247
50,703,294
50,703,294
9,297,175,005
-708,518,118
2,215,41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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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기
20161231
22,934,661,826
22,702,713,443
231,948,383
906,279,624
23,840,941,450
805,727,133
805,727,133
22,301,069,854
78,563,846
655,580,617

(단위: 일)
제 11 기
20151231
37,931,545,105
37,548,818,755
382,726,350
369,029,719
38,300,574,824
332,416,906
332,416,906
36,870,624,178
1,033,528,882
64,004,858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자본총계
I . 운용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기타이익
II. 운용비용
관련회사보수
기타비용
III. 당기 순이익
* 매매회전율
* 매매수수료

10,804,073,953
2,419,618,335
1,388,432
76,684,575
2,339,386,205
2,159,123
204,201,269
203,858,939
342,330
2,215,417,066
0
0

23,035,214,317
1,112,683,030
3,264,097

37,968,157,918
569,370,341
4,326,448

1,103,771,464
5,647,469
457,102,413
456,304,083
798,330
655,580,617
0
0

544,497,312
20,546,581
505,365,483
502,457,063
2,908,420
64,004,858
0
0

※ 매매 수수료는 손익계정항목이 아니므로 난외계정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I. 운용자산
(1) 현금 및 예치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
(3) 유가증권
수익증권
II. 기타자산
매도유가증권미수금
미수이자
자산총계 ( I + II)
II. 기타부채
해지미지급금
수수료미지급금
기타미지급금
부채총계 ( I + II)
I. 원본
원본액
II. 이익잉여금
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III. 설정조정금
IV. 해지조정금
자본총계 ( I + II + III + IV )
* 총좌수
* 기준가격

다.

제 13 기
20171231
10,814,881,867
107,448,114
107,448,114
10,707,433,753
10,707,433,753
39,895,380
39,789,502
105,878
10,854,777,247
50,703,294
39,945,178
10,738,436
19,680
50,703,294
9,297,175,005
9,297,175,005
2,215,417,066
0
2,215,417,066
224,054,731
-932,572,849
10,804,073,953
9,297,175,005
1,162.08

제 12 기
20161231
22,934,661,826
231,948,383
231,948,383
22,702,713,443
22,702,713,443
906,279,624
906,090,092
189,532
23,840,941,450
805,727,133
778,955,227
26,722,116
49,790
805,727,133
22,301,069,854
22,301,069,854
655,580,617

(단위: 일)
제 11 기
20151231
37,931,545,105
382,726,350
382,726,350
37,548,818,755
37,548,818,755
369,029,719
368,656,937
372,782
38,300,574,824
332,416,906
286,595,328
45,742,968
78,610
332,416,906
36,870,624,178
36,870,624,178
64,004,858

655,580,617
-132,085,476
210,649,322
23,035,214,317
22,301,069,854
1,032.92

64,004,858
2,220,326,427
-1,186,797,545
37,968,157,918
36,870,624,178
1,029.77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I. 운용수익
(1) 투자수익
이자수익

제 13 기
20170101-20171231
2,419,618,335
80,232,130
1,38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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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기
20160101-20161231
1,112,683,030
8,911,566
3,264,097

(단위: 일)
제 11 기
20150101-20151231
569,370,341
24,873,029
4,326,448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손익계산서

제 13 기
20170101-20171231

배당수익
기타이익
(2) 매매차익 과 평가차익
수익증권매매차익
(3) 매매차손 과 평가차손
수익증권매매차손
전기평가이익조정
II. 운용비용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수탁수수료
사무수탁수수료
감사인보수비
기타비용
III. 당기순이익 ( I - II )
* 총좌수
* 당기순이익(좌당 또는 1000 좌당)

2.

제 12 기
20160101-20161231

76,684,575
2,159,123
2,416,070,780
2,416,070,780
76,684,575

제 11 기
20150101-20151231

5,647,469
1,361,697,041
1,361,697,041
257,925,577
257,925,577

20,546,581
681,723,468
681,723,468
137,226,156
137,226,156

76,684,575
204,201,269
32,788,065
161,269,414
5,864,340
3,937,120

457,102,413
93,250,154
341,917,232
12,433,352
8,703,345

342,330
2,215,417,066
9,297,175,005
238.29

798,330
655,580,617
22,301,069,854
29.40

505,365,483
102,681,961
376,500,528
13,690,927
9,583,647
2,090,000
818,420
64,004,858
36,870,624,178
1.74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천)

◇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50101 14,291,381 14,291,381 43,199,811 45,420,151 21,302,291 22,489,089 36,870,624 37,904,153
20151231
20160101 36,870,624 36,870,624
3,379,430 3,247,398 19,013,533 18,802,884 22,301,070 22,379,634
20161231
20170101 22,301,070 22,301,070
3,246,526 3,470,595 16,931,339 17,863,912
9,297,175 8,588,657
20171231
주) 기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일)
◇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기간
20150101 - 20151231
20160101 - 20161231
20170101 - 20171231

비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681,723,328 / 681,709,684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064,548,256 / 1,064,495,0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680,917,670 / 680,9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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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의 투자실적은 과세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연도

글로벌 증권 자 E (주식-재간접)
참조지수

(단위: %)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17.02.01 ~ 2016.02.01 ~ 2015.02.01 ~ 2013.02.01 ~ 2005.03.03 ~
2018.01.31
2018.01.31
2018.01.31
2018.01.31
2018.01.31
18.78
16.83
8.70
11.78
4.66
21.21
20.95
11.42
14.02
7.19

1) 참조지수: MSCI World Index Hedged to KRW Index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3)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평균 하였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연도

글로벌 증권 자 E (주식-재간접)
참조지수

(단위: %)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017.02.01 ~ 2016.02.01 ~ 2015.02.01 ~ 2014.02.01 ~ 2013.02.01 ~
2018.01.31
2017.01.31
2016.01.31
2015.01.31
2014.01.31
18.78
14.91
-5.89
12.85
20.40
21.21
20.70
-5.45
15.28
20.83

1) 참조지수: MSCI World Index Hedged to KRW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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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상기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18년 1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과거(변경전) 참조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8년 1월말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투자증권
파생상품
특별자산
단기
통화별
집합
부동산 실물
대출 기타 자산총액
구분
주식
채권
어음
투자 장내 장외
기타
및 예금
자산
증권
0
0
0 10,534
0
0
0
0
0
107
136
10,777
한국
원
( 0.00 ) ( 0.00 ) ( 0.00 ) ( 97.75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99 ) ( 1.26 ) ( 100.00 )
0
0
0 10,534
0
0
0
0
0
107
136
10,777
합계
( 0.00 ) ( 0.00 ) ( 0.00 ) ( 97.75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99 ) ( 1.26 ) ( 100.00 )
주)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2018년 1월말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통화별
투자증권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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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기타 자산총액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구분
주식
한국
원
미국
달러
합계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0
0
0
0
0
0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0
0
0 66,411
0
-670
( 0.00 ) ( 0.00 ) ( 0.00 ) ( 97.39 ) ( 0.00 ) -( 0.98 )
0
0
0 66,411
0
-670
( 0.00 ) ( 0.00 ) ( 0.00 ) ( 97.39 ) ( 0.00 ) -( 0.98 )

대출
및
예금
0
0
0 2,368
52
2,420
( 0.00 ) ( 0.00 ) ( 0.00 ) ( 3.47 ) ( 0.08 ) ( 3.55 )
0
0
0
27
0
65,768
( 0.00 ) ( 0.00 ) ( 0.00 ) ( 0.04 ) ( 0.00 ) ( 96.45 )
0
0
0 2,395
52
68,188
( 0.00 ) ( 0.00 ) ( 0.00 ) ( 3.51 ) ( 0.08 ) ( 100.00 )
실물
자산

기타

주)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피투자펀드의 자산 구성 현황]
2018 년 1 월말 기준으로 피투자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델리티 펀드 – 월드펀드
통화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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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국가별 비중

업종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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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자금

판매회사

투자자

수익

(증권사.은행.보험등)

펀드가입
송금

수익

설정해지
요청

자금

신탁업자
(은행.증권금융)

펀드재산

집합투자업자

수익

보관관리
투자
운용감시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운용지시

펀드재산운용
주식.채권 등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우편번호 04520
주소 및 연락처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6 층, 전화번호: 3783-0901
인터넷홈페이지: www.fidelity.co.kr

회사연혁

2002 년 8 월 설립되었으며(설립 당시 상호는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임),
2003 년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2004 년 12 월 8 일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 년 12 월 10 일에 자산운용업인가를 받아 그 상호를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년 2 월 4 일자로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 및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15 년 10 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등록신청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자본금은 150 억원이며 FIL Limited 및 FIL Asia Holdings Pte. Limited 가 회사의 주식을 각각
약 41.18% 및 약 58.82%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한국의 일반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신탁상품,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운용에 대한 Fidelity International 의 폭넓은 해외 경험을 충분히 이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나.

주요 업무

(1)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가)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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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의무 및 책임

(2)

다.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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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요약 표괄손익계산서
항목

2017.03.31 2016.03.31

현금및현금성자산
예치금
지분상품
기타자산
선급법인세
유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2,076
21,532
804
2,196
268
697

대출채권

394
27,966

자산총계
미지급법인세

84

기타부채

2,215
19,969
804
2,148
18
439
712

당기총포괄이익

-

부채총계

3,028
3,028

자본금
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15,000
186
8,926

15,000
177
8,593

24,112
27,966

23,770
26,799

부채와 자본총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493 당 기 순 이 익
26,799 세 후 기 타 포 괄 손 익

3,770
3,854

자본총계

2017.03.31 2016.03.31
18,630
18,074
556
8
548
101
447

17,442
17,181
262
301
3
560
130
430

447

430

주) 상기 요약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라.

운용자산 규모
(2018 년 2 월말 기준, 단위: 억좌)

집합투자기
구종류
수탁고

주식형
6,959

증 권
혼합형 채권형
0
0

재간접
18,370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1)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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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환헤지 거래가 실시될 경우 환헤지 거래의 운용 및 운용지시에 관한 업무를
집합투자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라
합니다)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됩니다.
(2)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개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설립일
주소 및 연락처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1981년 5월 12일
주소: Level 2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Admiralty, Hong Kong
전화번호:(852) 2629 2800
팩스번호:(852) 2845 9051
홈페이지: www.fidelity.com.hk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운용사를 변경하는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3)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법규준수, 감독 및 위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계열사, 특히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FIMHK”), FIL Investments International (“FII”) 및 FIL Asia Holdings Pte. Limited
(“FAHL”)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FIMHK은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FII는 영국 금융청으로부터
각각 자산운용업 인가를 획득하였습니다.
(4)

해외업무위탁회사 개요

해외업무위탁회사명
설립일
회사주소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해외업무위탁회사명
설립일
회사주소

FIL Investments International

해외업무위탁회사명
설립일
회사주소

나.
(1)

1981년 5월 12일
Level 2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Admiralty, Hong Kong
전화번호: +852 2629 2800
팩스번호: +852 2845 9051

1979년 9월 13일
Oakhill House, 130 Tonbridge Road, Hildenbrough, Kent, England
전화번호:(44) 1732 361144
팩스번호:(44) 1732 83886
FIL Asia Holdings Pte. Limited
2008년 12월 23일
8 Marina View, #35-06, Asia Square Tower 1, Singapore, 018960
전화번호: (65) 6511 2200
팩스번호: (65) 6536 1960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파일서버 시스템, 보관,관리, 유지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소재 파일 서버의 장소를 아시아 지역 본사인 FIL Asia Holdings Pte. Limited의
홍콩 브랜치에 이전하고 관련한 파일서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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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증권 발행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작성, 제출, 보고하는 일괄신고서(등록신청서),
(간이)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발행실적 보고서, 기타 보고서, 양식 등의 작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문서들을 작성, 제출, 보고하거나 공시하는 일련의 업무를 당사 계열사인, FIL Technology (Dalian)
Limited에 위탁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 위탁후에도 집합투자업자의 해당 업무 담당자는 위탁된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와 같이 위탁하여 작성 및 보고한
문서의 내용 및 제반 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ㆍ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각각 서명하여 제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는 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신탁업자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3)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 빌딩 2층
전화번호: (02) 2004-0000
홈페이지: www.hsbc.co.kr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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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업무위탁

당해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자산을 제외함)
(나)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4)

의무 및 책임

(가) 신탁업자의 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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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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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나) 신탁업자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2)

HSBC 펀드서비스(주)
주소: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 빌딩 12층
전화번호: (02) 3771-9800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HSBC 펀드서비스(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일반사무관리를 아웃소싱한 경우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공시
(다) 집합투자업자가 위임한 기타 업무
(3)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계약 또는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한국자산평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전화번호: (02) 399-3350
홈페이지: www.korea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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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2)

KIS채권평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전화번호: (02) 3215-1450
홈페이지: www.bond.co.kr

주요 업무

(가)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나) 기업신용평가정보 서비스
(다) 채권지수 서비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 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본 조에 따른 통지 이후에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④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각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3년간
계속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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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이하
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

①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세한 정보는
수익자에게 발행된 통지서에 포함됩니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가)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총회
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
결권을 행사(“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라)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의결권

의결권은 수익증권 1 좌마다 1 개로 합니다. 수익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위임장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3 개의 자투자신탁과 1 개의 모투자신탁으로 구성된 경우를 가정하여 비례적 의결권 행사를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투자신탁 의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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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투자신탁 A
1,000 좌

찬성 500/반대 500

200 좌

찬성 100/반대 100

자투자신탁 B
1,000 좌

찬성 600/반대 400

100 좌

찬성 60/반대 40

자투자신탁 C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수익자총회의 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위 (나)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바)

수익자명부 관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함),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 (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
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 188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
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
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
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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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 내용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의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통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본을 제공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와 관련하여 열람이나 그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법 제 91 조 및 법 시행령 제 95 조에 따른 제한 하에서 제공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에게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사유는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집합투자업자의 견해입니다.
(1)

이 정보의 공개 또는 제3자의 사용은 이 투자신탁의 다른 수익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사람들이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투자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보를
엄중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이 투자신탁의 데이터를 시차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은 수익자들의 단기 투자전망에 영향을 미치며,
투기업자 및 기타 전문 트레이더들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악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4)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수익자들의 이해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활동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감독을 하게 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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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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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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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이 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및 투자설명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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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및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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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③
④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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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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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③
④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의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위 ③ 및 ④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④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2)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자산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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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자산운용보고서는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손익사항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각각의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③
④
⑤

중의
대한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②

③

④

(3)

또는
해당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
②
③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나)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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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4)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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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헤럴드 경제 및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단,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
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의 수령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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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주식 관련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중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0 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③

(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피델리티는 펀드, 계정 또는 트레이딩 데스크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최적의 거래체결 방침(best execution policy)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개회사와 일반적인 거래관계를 체결하기에 앞서
피델리티는 중개회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리서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유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거래 체결을 수행하게 될 중개회사를
선정하고 최적의 거래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델리티는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증권 거래

장내파생상품 거래

5.

중개회사 선정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

거래 규모와 종류

유동성

거래 효율성

영업/운영 현황(capital utilization)

수수료율 또는 스프레드의 적정성

결제청산(clearance) 또는 결제능력

중개회사의 신용도
위와 같음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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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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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
펀드
투자신탁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최저투자비율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종류형
기준가격
전환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수익자의 요청으로 하나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대상 투자신탁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상호 전환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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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재간접형)

투자자총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원천징수

레버리지효과

선물환거래
금리스왑
성과보수
신주인수권부 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전환사채
주식워런트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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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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