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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ity Funds: No dealing in Japanese equity funds due to Golden Week market closure
in Japan 26 April - 6 May 2019

Key Facts
• Japanese markets will be closed for a period of 10 consecutive days (27 April - 6 May 2019) due
to Japan national holidays (“Golden Week”).
• Those funds with substantial Japanese exposure (listed below) will be closed from 26 April to 6
May 2019 as these days are not considered to be Valuation Dates which means you will not be
able to buy, redeem or switch in/out shares in these funds.
• This letter is for information only and you do not need to take any action.

Dear Shareholder,
I am writing to notify you of that the following funds will be closed for dealing from 26 April 2019 to 6 May 2019
(inclusive) due to Japanese markets being closed for an extended period:
• Fidelity Funds - Japan Fund
• Fidelity Funds - Japan Smaller Companies Fund
• Fidelity Funds - Japan Advantage Fund
(together, the “Funds”)
Our records show that you are a shareholder in one or several of the Funds (the “Shareholders” or “you”).
Any terms not defined in this letter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prospectus of Fidelity Funds, as amended,
supplemented or otherwise modified from time to time (the “Prospectus”).
Closure of the Funds
Golden Week is a national holiday in Japan. In 2019 Golden Week extends over 10 consecutive days due to the
new Japanese Emperor, Crown Prince Naruhito, ascending the throne, resulting in a longer than normal holiday
period. This means from the close of market on 26 April 2019 to market opening on 7 May 2019, there will be no
trading on Japanese exchanges. As such, it will be difficult to value the Funds during this period and it may not be
possible for the Fund’s investment managers to invest or disinvest monies in line with client flows at all or with an
outcome that is in the best interest of client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tock exchange holidays (such as those in Golden Week) that make
it difficult to valu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Funds’ underlying investments are not to be considered Valuation
Dates. This means the Funds will not have a Net Asset Value issued and you will not be able to deal in the Shares
of the Funds.
Any request to buy, redeem or switch in/out made between 23 April 2019 and 25 April 2019 (before 5pm Korea
time), if accepted, will be placed at the prevailing NAV but will not be settled until after dealing commences again
on 7 May 2019. Requests to buy, redeem or switch into/out of Shares in the Funds placed after 5pm Korea time on
25 April 2019, if accepted, will not be dealt until dealing opens again on 7 May 2019. Please note that 26 April 2019
will not be a Valuation Date as the close of market, and start of the holiday period, in Japan will be before dealing
opens in Luxembourg, making it difficult to value the Funds and invest or disinvest client flows, as noted above.
During the period any published non-official Net Asset Value will be based on the final issued Net Asset Value prior
to the closure, and will not be used for dealing.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investment and I look forward to helping you with future requests. If you have any
questions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is letter, please contact your usual Financial Adviser or your usual Fidelity
Service Centre.

Yours sincerely,

Nishith Gandhi
Permanent Representative of FIL (Luxembourg) S.A.
Corporate Director, Fidelity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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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2일
Fidelity Funds: 2019년 4월 26일 ~ 5월 6일 동안 일본의 골든위크 휴가로
인해 일본 주식 펀드 거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정보
• 일본 시장은 일본 공휴일(“골든위크”)로 인해 10일 동안(2019년 4월 27일 ~ 5월 6일) 폐장할 예정입니다.
• 상당 부분이 일본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이 펀드(아래 목록 참조)는 이 기간 동안 폐쇄됩니다. 즉,
투자자는 펀드에 관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참조용으로서 어떤 조치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주님께,
일본 시장이 장기간 폐쇄됨에 따라 2019년 4월 2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다음 펀드를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 Fidelity Funds - Japan Fund
• Fidelity Funds - Japan Smaller Companies Fund
• Fidelity Funds - Japan Advantage Fund
(총칭하여 “펀드”)
당사에 기록에 따르면, 귀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펀드를 보유하신 주주입니다(“주주” 또는 귀하).
아래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펀드 거래정지
골든위크는 일본의 공휴일입니다. 2019년의 경우, 골든위크는 새 일본 황제인 나루히토 왕세자가 왕좌에 오르는
날 때문에 평상시 휴일 기간보다 더 늘어나 10일 연속으로 쉽니다. 즉, 2019년 4월 26일 시장 폐장이후부터 2019
년 5월 7일 시장 개장까지 일본 거래소에서의 매매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이 기간에는 펀드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거나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펀드설립정관 제23조에 따라, (골든위크 휴일과 같이) 관련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등으로 인하여 펀드 투자자산의
상당부분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펀드는 순자산가치(NAV)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펀드는
해당 기간동안 순자산가치(NAV)를 산정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동 기간동안 펀드에 관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23일 ~ 2019년 4월 25일(한국시간 오후 5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매입, 환매 또는 전환 요청은 (수락되는
경우) 해당 NAV로 이루어지지만 2019년 5월 7일에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정산되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25일
한국시간 오후 5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펀드의 매입, 환매 또는 전환 요청은 (수락되는 경우) 2019년 5월 7일에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거래되지 않습니다. 골든위크 휴일 전날인 2019년 4월 26일은 일본과 룩셈부트크의 시차로
인하여 (일본 주식 시장이 폐장하는 시점에 룩셈부르크는 거래가 시작되기 전임), 상기한 바와 같이 펀드 투자자산의
상당부분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산정일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발행되는 모든 비공식 순자산가치는 폐장 전에 발행된 최종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펀드
거래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투자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소와 같이 Financial Adviser 또는 Fidelity Service Centre에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ishith Gandhi
Permanent Representative of FIL(Luxembourg)S.A.
Corporate Director, Fidelity Fu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