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위험 등급 
6 등급(매우 낮은 위험) 다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 

동성을 감안하여 6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 
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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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다올 KTB 법인 MMF 제 1 호[국공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올 KTB 법인 MMF 제 1 호[국공채]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다올 KTB 법인 MMF 제 1 호[국공채]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 

투자업자(www.daol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2 년 4 월 7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 년 4 월 15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18 년 12 월 3 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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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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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88-8400, www.daol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 
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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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설명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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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4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

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자 요청시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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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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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

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

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

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올KTB웰빙법인

MMF”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

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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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 보 

투자 위험 등급 
6 등급(매우 낮은 위험) 

다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금리 변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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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다올KTB법인MMF제1호[국공채]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

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

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단기금융상품 가운데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투자전략 

(1) 안정적인 수익확보 

- 가중평균 잔존만기 75일 이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 

- 국고채, 통안채 및 공사채 등 유동성이 높은 종목 편입을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 

- 유동성이 풍부한 현금과 유동성자산 일정 규모 보유 

(2) 초과수익 추구 

- 가중평균 잔존만기 75일 이내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축소하여 시가 괴리율을 

최소화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잔존만기를 확대하여 매도시 매매이익 추구  

- 만기 1년 이하의 채권을 매수하고 일정기간 보유 후 매도하는 수익률 곡선타기 전략을 이용하여 

추가 수익 제고 

 
* 비교 지수: Call지수(KIS) x 100%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분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개방형(환매가능), 추가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연)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 
보수 

투자신탁 없음 0.087% 0.04% 0.23% 0.091% 9 19 29 49 109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작성기준일 : 2022.04.07) 

다올 KTB 법인 MMF 제 1 호[국공채] (CE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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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동종유형 총보수는 클래스수수료미징구(C)의 총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종류 
최초설

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2020/12/03~ 

2021/12/02 

2019/12/03~ 

2021/12/02 

2018/12/03~ 

2021/12/02 

2016/12/03~ 

2021/12/02 

2018/12/03~ 

2021/12/02 

투자신탁 

2018-
12-03 

0.69 0.83 1.12 - 1.12 

비교지수 0.58 0.67 1 - 1 

수익률변
동성 

0.02 0.04 0.07 - 0.07 

(주1) 비교지수 : Call지수(KIS) x 100%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
력 

(2022.02.28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단기금융)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
년 

최근2
년 

최근1
년 

최근2
년 

우형진 1968년 
책임 

(본부장) 
22개 21,855억 0.84 0.81 0.84 0.81 

20 년 
1 개월 

최윤성 1991년 
부책임 

(대리) 
2개 11,977억 - - 0.84 0.81 8 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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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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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ㆍ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ㆍ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ㄹ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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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 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 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 

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 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예금, 매출채권, 부동산PF, 대출자산 등)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의 가치는 

기초자산 신용위험(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 및 시장상황에 

따른 기초자산 가치변동 등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에 신용보강이 된 경우 신용보강회사에 의해 위험이 통제되나, 

신용보강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ㆍ17시 이전:2영업일 기준가 매입 

ㆍ17시 경과 후: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ㆍ17시 이전:2영업일 기준가 2영업일 지급 

ㆍ17시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3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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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
자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788-8400/ 인터넷홈페이지: www.daolfund.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0조좌) 

효력발생일  2022년 4월 15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ㆍ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ㆍ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ㆍ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ㆍ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 

ㆍ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 

 

 

 

 

 

 

 

 

 

 

 

 

 

 

 

 

 

 

 

 

 

 

 

 

 

 

 

 

http://www.i-ktb.com/
http://www.i-ktb.com/
http://www.i-kt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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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다올KTB법인MMF제1호[국공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E69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MMF)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능)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자금 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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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0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2018년 12월 3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의 인터넷홈페

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http://www.i-kt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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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다올KTB법인MMF제1호[국공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E69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 사항 

2018.12.03 최초설정  

2019.01.31 
비교지수 변경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박성호) 

2019.03.2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성호 → 김동준) 

2019.04.3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9.09.1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2020.02.1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최성진) 

2021.05.18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21.06.3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최윤성) 

2021.09.16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 변경 

2022.04.15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 명칭 등 변경 

- 집합투자업자 명칭: KTB자산운용주식회사 →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 펀드명칭: KTB법인MMF제1호[국공채] → 다올 KTB법인MMF제1호[국공채]  

- 홈페이지 주소: www.i-ktb.com → www.daolfund.com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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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

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

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대표전화 : 02-788-84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2022.02.28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단기금융) 운용경력년

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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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진 

1968년 
책임 

(본부장) 
22개 21,855억 0.84 0.81 0.84 0.81 20 년 1 개월 

· 주요 이력:  

- ’01.01~’10.12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11.01~’15.02  하나 UBS 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15.02~’18.08  현대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본부장 

- ’18.09~ 현재  다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본부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단기금융) 운용경력년

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최윤성 

1991년 
부책임 

(대리) 
2개 11,977억 - - 0.84 0.81 8 개월 

· 주요 이력:  

- '18.04~19.03' 부국증권 FICC 본부 

- ’19.06~ 현재  다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 

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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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구분 운용 기간 

우형진 책임운용전문인력 2018년 12월 03일 ~ 현재 

박성호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19년 01월 31일 ~ 2019년 03월 28일 

김동준 2019년 03월 29일 ~ 2019년 04월 29일 

최성진 2020년 02월 11일 ~ 2021년 05월 17일 

최윤성 2021년 06월 30일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단기금융상품 가운데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및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등 

투자대상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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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에 운용한다.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으로서 

은행이 발행한 채권(주권 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단기사채등 

8. 환매조건부매도 

9.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채무증권(법 제4조 

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 

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도성 예금증서ㆍ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 71 조제 4 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다.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 3 항제 1 호부터 제 3 호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 3 항제 4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제 3 항제 5 호부터 제 7 호에 해당하는 것 

⑤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의 결정을 받은 기업이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 

어음 등의 채권 회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 

ㆍ매출ㆍ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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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 

하는 채무증권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2항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 

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 

하는 경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 

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동일종목 투자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는 행위 

가. 채무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어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로 한다)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5%로 

한다).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일거래상대방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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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금융투자업규정 제7-

19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및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환매조건부 매도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5%를 초과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투자 

-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남은 만기가 1 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 

하여 운용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75 일을 초과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ㅇ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ㅇ 위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투자한도 초과 

- ‘동일거래상대방’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한 것으로 본다. 
 주)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고채, 통안채, 

공사채 및 우량한 은행채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가. 투자전략 

(1) 안정적인 수익확보 

- 가중평균 잔존만기 75 일 이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 

- 국고채, 통안채 및 공사채 등 유동성이 높은 종목 편입을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 

- 유동성이 풍부한 현금과 유동성자산 일정 규모 보유 

(2) 초과수익 추구 

- 가중평균 잔존만기 75 일 이내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축소하여 시가 

괴리율을 최소화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잔존만기를 확대하여 매도시 매매이익 추구  

- 만기 1 년 이하의 채권을 매수하고 일정기간 보유 후 매도하는 수익률 곡선타기 전략을 

이용하여 추가 수익 제고 

(3) 이 투자신탁은 주로 초단기 우량 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성과 비교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Call지수(KIS) x 100% 

Call지수(KIS): KIS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콜금리 수익률에 따른 지수로 콜금리의 일일 변화를 

반영하는 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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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최초설정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국고채3개월 지수 x 

100%”를 사용하였으며, 2019년 1월 31일부터 상기의 비교지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위험 관리  

(1)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75일 이내로 운용하여 이자율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 

리스크를 방어하고, 이자율 상승 전망시 시가괴리위험에 대비하여 가중평균잔존만기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 대규모 환매요청 등의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여 현금성자산 및 유동성이 높은 채권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 대상이 되는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 

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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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는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

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

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

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

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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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와 시가와

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

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

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예금, 매출채권, 부동산PF, 대출자산 등)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의 가치는 기초자산 

신용위험(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 및 시장상황에 따른 기초자산 

가치변동 등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에 신용보강이 된 

경우 신용보강회사에 의해 위험이 통제되나, 신용보강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 

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이나 

시가형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금리변동 위험 및 신용위험 등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0.07%이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낮은 6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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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의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위험정도 상세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 

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 

산(실질적으로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포함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상가, 물류센터 등 사용 목적이 특정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담보나 지급보증이 불충분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아파트나 오피스 등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로 투자회수가 

용이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 

보증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과 동일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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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상기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다올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단,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15%초과 

25%이하 

10%초과 

15%이하 

5%초과 

10%이하 

0.5%초과 

5%이하 
0.5%이하 

3.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Commodity,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으로 이 중 각 고위험 자산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후순위 채권, 주권관련사채권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투자등급채권 및 

투기등급채권의 구분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기준으로 함) 

5.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6.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A- 이상), CP(A1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8.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10.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11.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 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2.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3.상기 분류에 따라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 

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4.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ㆍ투자대상ㆍ손실가능성 등에 따라 별도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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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라)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매입시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전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ㅇ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ㅇ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환매대금 지급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환매대금 지급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라)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환매시 익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일종가로 계산)으로 수익증권 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전일종가로 계산)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ㅇ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D일 

자금납입일 

(17시 이전) 

D+2일 

기준가격 적용일 

 

D+1일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납입일 

(17시 경과 후) 

D일 

환매청구일 

(17시 이전) 

D+1일 

환매청구일 

(17시 경과 후) 

D+2일 

환매대금 지급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기준가격 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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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7시[오후 

5시] 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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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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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관련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 

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i-ktb.com/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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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채권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수수료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03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4 

신탁업자보수 0.01 

일반사무관리보수 0.007 

총보수 0.087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시 거래기준이  

되는 가격 

기준가 

실제 

기준가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좌수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좌수 
× 1,000 

1좌 = 1원 

1,000좌 기준 =1,000원 

[기준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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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0.004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091 - 

동종유형 총보수 0.23 - 

증권 거래비용 0.008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이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회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금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동종유형 총보수는 클래스수수료미징구(C)의 총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ᆞ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구  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328 18,894 28,711 49,149 108,956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ᆞ총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ᆞ총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 

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 

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투자신탁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 

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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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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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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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는 

과표기준가격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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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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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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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ㆍ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ㆍ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ㆍ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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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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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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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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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1기, 제2기 및 제3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제1기
2019.12.02

운용자산 1,492,563,507,648
  유가증권 452,164,149,705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59,749,493,984
  기타 운용자산 980,649,863,959
기타자산 5,087,605,138
자산총계 1,497,651,112,786
운용부채 0
기타부채 25,648,756,432
부채총계 25,648,756,432
원본 1,472,002,356,354
수익조정금 0
이익조정금 0
자본총계 1,472,002,356,354
운용수익 22,791,157,207
  이자수익 23,322,357,309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손익 -531,200,814
  기타수익 712
운용비용 1,464,969,537
  관련회사보수 1,291,507,237
  매매수수료 113,042,973
  기타비용 60,419,327
당기순이익 21,326,187,670

181,474,770 226,966,426
97,435,300 112,303,800

15,707,178,336 24,981,641,978

0 0
-4,428,281,293 -5,473,345,622

0 0
2,573,482,723 2,964,111,604
2,294,572,653 2,624,841,378

0 0
0 0

1,768,568,833,717 2,255,186,581,093
18,280,661,059 27,945,753,582
22,708,942,352 33,419,099,204

1,781,127,457,344 2,317,851,985,552
0 0

12,558,623,627 62,665,404,459
12,558,623,627 62,665,404,459

1,768,568,833,717 2,255,186,581,093

0 0
0 0

229,821,635,042 335,767,420,436
1,167,512,732,942 1,122,680,621,565

2,925,156,760 10,855,274,860

제3기 제2기
항    목

2021.12.02 2020.12.02
1,778,202,300,584 2,306,996,710,692

380,867,932,600 848,548,668,691

요약재무정보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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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제1기
2019.12.02

운용자산 1,492,563,507,648
  현금및예치금 59,749,493,984
    현금및현금성자산 19,749,493,984
    정기예금 40,000,000,000
  대출채권 980,649,863,959
    콜론 19,920,000,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227,000,000,000
    매입어음 733,729,863,959
  유가증권 452,164,149,705
    채무증권 452,164,149,705
기타자산 5,087,605,138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미수이자 3,118,231,631
    선급비용 1,969,373,507
자 산 총 계 1,497,651,112,786
기타부채 25,648,756,432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미지급운용수수료 135,671,820
  미지급판매수수료 205,563,364
  미지급수탁수수료 41,112,672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28,778,870
  수수료미지급금 21,726,911
  미지급이익분배금 25,215,902,795
부 채 총 계 25,648,756,432
원    본 1,472,002,356,354
자 본 총 계 1,472,002,356,354
부채 및 자본 총계 1,497,651,112,7861,781,127,457,344 2,317,851,985,552

23,989,180 23,477,064
12,131,453,153 21,834,683,544
12,558,623,627 62,665,404,459

1,768,568,833,717 2,255,186,581,093
1,768,568,833,717 2,255,186,581,093

0 40,221,000,000
138,041,301 193,460,471
188,047,888 293,121,926
45,348,297 58,624,385
31,743,808 41,037,069

0 1,006,175,000
2,361,215,966 3,696,913,868

563,940,794 6,152,185,992
1,781,127,457,344 2,317,851,985,552

12,558,623,627 62,665,404,459

241,300,000,000 313,900,000,000
741,662,732,942 649,010,621,565
380,867,932,600 848,548,668,691
380,867,932,600 848,548,668,691

2,925,156,760 10,855,274,860

229,821,635,042 335,767,420,436
19,821,635,042 55,767,420,436

210,000,000,000 280,000,000,000
1,167,512,732,942 1,122,680,621,565

184,550,000,000 159,770,000,000

재무상태표
제3기 제2기

항    목
2021.12.02 2020.12.02

1,778,202,300,584 2,306,996,710,692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제1기
2018.12.03 ~ 2019.12.02

운용수익(운용손실) 22,791,157,207
  투자수익 23,322,357,309
    이자수익 23,322,357,309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07,513,149
    지분증권매매차익 0
    채무증권매매차익 407,513,149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938,713,963
    채무증권매매차손 938,713,963
  기타운용수익 712
운용비용 1,464,969,537
    운용수수료 426,197,389
    판매수수료 645,753,622
    수탁수수료 129,150,722
    사무수탁수수료 90,405,504
    매매수수료 113,042,973
    이자비용 986,301
    기타운용비용 59,433,026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21,326,187,670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16.69

15,707,178,336 24,981,641,978
6.72 9.6

234,487,431 262,484,137
164,141,203 183,738,894
181,474,770 226,966,426

0 0
97,435,300 112,303,800

4,554,941,137 6,774,497,194
0 0

2,573,482,723 2,964,111,604
762,200,450 866,197,656

1,133,743,569 1,312,420,691

22,708,942,352 33,419,099,204
126,659,844 1,301,151,572

2,194,733 0
124,465,111 1,301,151,572

4,554,941,137 6,774,497,194

제3기 제2기
항    목

2020.12.03 ~ 2021.12.02 2019.12.03 ~ 2020.12.02
18,280,661,059 27,945,753,582
22,708,942,352 33,419,099,204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발행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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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8/12/03~

2019/12/02 
33,000 33,002 11,007,431 11,109,836 9,535,428 9,633,944 1,472,002 1,497,218 

2019/12/03~

2020/12/02 
1,472,002 1,472,002 16,203,157 16,287,918 15,419,973 15,507,880 2,255,187 2,277,021 

2020/12/03~

2021/12/02 
2,255,187 2,255,187 14,802,025 14,845,553 15,310,435 15,357,538 1,768,569 1,780,700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으며,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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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당해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0/12/03~ 

2021/12/02 

2019/12/03~ 

2021/12/02 

2018/12/03~ 

2021/12/02 

2016/12/03~ 

2021/12/02 

2018/12/03~ 

2021/12/02 

투자신탁 0.69 0.83 1.12 0 1.12 

비교지수 0.58 0.67 1 0 1 

수익률 변동성 0.02 0.04 0.07 0 0.07 

주) 1. 비교지수 : Call지수(KIS) x 10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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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기 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0/12/03~ 

2021/12/02 

2019/12/03~ 

2020/12/02 

2018/12/03~ 

2019/12/02 

2017/12/03~ 

2018/12/02 

2016/12/03~ 

2017/12/02 

투자신탁 0.69 0.97 1.71 - - 

비교지수 0.58 0.77 1.65 - - 

주) 1. 비교지수 : Call지수(KIS) x 10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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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2021.12.02.기준) 

(단위 : 백만원)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

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원화 0 496,437 628,224 0 0 0 0 0 0 415,156 241,311 1,781,127 

비중 (0) (27.87) (35.27) (0) (0) (0) (0) (0) (0) (23.31) (13.55) (100) 

합계 0 496,437 628,224 0 0 0 0 0 0 415,156 241,311 1,781,127 

비중 (0) (27.87) (35.27) (0) (0) (0) (0) (0) (0) (23.31) (13.55) (100) 

※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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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연락처 : 02-788-8400, www.daolfund.com) 

회사 연혁 

1999. 9. 11  회사 설립(자본금 70 억원) 

1999. 9.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 1. 18  자본금 증자(자본금 150 억원) 

2000. 1. 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7. 3. 13  자본금 증자(자본금 153 억원) 

2007. 7. 25  자본금 증자(자본금 165.45 억원) 

2008. 7.  2  태국증권사 지분취득(6.86%) 

2009. 8. 26  자본금 증자(자본금 166.2 억원) 

2013. 4. 10  태국증권사 추가 출자(13.45%) 

2013.11. 4   대표이사 조재민 사장 취임 

2013.12.30  자본금 증자(자본금 216.2 억원) 

2014.11.04  자본금 증자(자본금 441.2 억원) 

2015.09.23  자본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자본금 152.1 억원) 

2016. 1. 7   대표이사 김태우 사장 취임 

2022. 3. 23   사명변경(KTB자산운용주식회사 →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금 152.1 억원 

주요주주현황 다올투자증권㈜(98.62%)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ㅇ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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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ㅇ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

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01.01 ’19.01.01 

계정과목 
’20.01.01 ’19.01.01 

~'20.12.31 ~'19.12.31 ~'20.12.31 ~'19.12.31 

유동자산 56,309 44,995 영업수익 35,029 30,410 

고정자산 3,773 4,604 영업비용 26,894 25,633 

자산총계 60,082 49,599 영업이익 8,135 4,777 

유동부채 8,699 4,727 영업외수익 209 2,205 

고정부채 329 1107 영업외비용 137 701 

부채총계 9,028 5,834 경상이익 8,207 6,281 

자본금 15,214 15,214 특별이익 - - 

잉여금 36,090 28,763 특별손실 - - 

자본조정 5 5 세전순이익 8,207 6,281 

기타포괄손익 -255 -217 법인세비용 880 -721 

자본총계 51,054 43,765 당기순이익 7,327 7,002 

 

라. 운용자산 규모                                                                 (2022.02.28 현재, 단위: 억)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 권 
부동산 

특별자

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간접 

수탁고 10,180 15,332 41,600 4,590 6,508 32,077 19,385 23,841 153,513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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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02-3770-8800) 

홈페이지 주소 http://www.ksfc.co.kr 

회사연혁등 

설 립 일 : 1955.10.11. 

자 본 금 : 3,400억원 

수탁회사 등록 : 2002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2) 주요업무 

ㅇ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ㅇ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ㅇ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ㅇ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ㅇ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ㅇ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ㅇ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ㆍ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ㅇ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ㅇ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ㅇ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ㅇ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ㅇ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ㅇ 신탁업자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책임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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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02-6714-4600) 

홈페이지 주소 www.kebis.co.kr 

회사연혁 등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2) 주요업무 

ㅇ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ㅇ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ㅇ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ㅇ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

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 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reaap.com http://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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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

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

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

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

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

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

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

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ㅇ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ㅇ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ㅇ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

의 1 이상일 것 

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47&y=20#AJAX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47&y=20#AJAX


 

33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ㅇ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ㅇ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ㅇ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ㅇ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ㅇ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ㅇ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ㅇ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ㅇ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ㅇ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 2제 

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 

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ㅇ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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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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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는 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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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ㆍ분석ㆍ확인 

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이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다올자산 

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daolfund.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 kofi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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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위의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 

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펀드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펀드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펀드의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 

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펀드 설정 후 6개월간 펀드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당사가 운용하는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2. 펀드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즉시 정리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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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 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 

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ㆍ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 

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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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매월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

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 신탁업자가 매월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 투자신탁의 자산 

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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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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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ㆍ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합투자업자ㆍ 판매

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 

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ㆍ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

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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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

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증권거래 

주식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를 종합하여, 투자참고 항목(Sector별 Analyst Call, 

리서치페이퍼, 기업탐방주선, 세미나, 스팟정보), 브로커능력 항목(매매체결능력, 수

도결제능력), 매매수수료 항목(매매시스템의 합리성), 기타 항목(요청자료의 응대 

등)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 등 

분기별 평가점수에 의한 우수 거래증권사, 선물사 순위를 선정하여 거래하며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매니저별 채점방식에 의합니다.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매매시에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장내파생 

주식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

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 료), 프로그램 보유여

부,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

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투자참고 항목(리서

치, 시황, 세미나),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

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목적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집합투자업자의 

단기유동 자금운용 

최대 300억을 한도로 집

합투자업자의 단기유동 

자금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설정일 이후 ~ 현재 단기자금 수시입출금 예정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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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산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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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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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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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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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련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