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KB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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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등급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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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
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DM959)
2. 집합투자업자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02-2167-8200)
3. 판

매

회

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4. 작 성 기 준 일: 2021년 08월 1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1년 09월 0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21년 09월 02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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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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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2.
3.
4.
5.
6.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모집예정금액
모집의 내용 및 절차
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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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2.
3.
4.
5.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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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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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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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
모집합투자기구가 “KB 글로벌 ESG 성장 리더스 증권 모투자신탁(USD)(주식)”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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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 작성기준일 2021.08.13. |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펀드코드: DM959]
투자위험등급

KB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
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등급(높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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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
니다.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70%이상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
탁으로, 국내외 주식 투자에 따른 국가위험, 전략수행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ㆍ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
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분류

- 이 투자신탁은 메타버스경제 테마와 관련된 국내외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KB 글로벌 메타버스
경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표시자산 등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외화표시 자산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메타버스(Metaverse)란?
- 가공, 추상 등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Meta(초월·가상)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세계·우주)의 합성어로 3차
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고 융합되며 만들어지는 초현실적인 세계를 의미하며 보다 구
체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또 다른 세상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단위: %)

클래스 종류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비용
판매보수 총보수

판매수수료

총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1.625

0.700

1.7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없음

2.225

1.3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2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425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1년

2년

3년

5년

10년

1.625

264

433

608

977

2,016

1.950

2.225

226

438

634

1,002

2,036

0.350

1.320

1.275

180

314

453

748

1,589

0.500

1.530

1.425

145

296

452

781

1,715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
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A-E 클래스와 CE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3년 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32~3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

-

-

-

미설정

-

-

-

-

-

비교지수

-

-

-

-

-

-

수익률 변동성

미설정

-

-

-

-

-

종류

최초설정일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설정일이후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
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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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
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현황
성명

운용전문
인력

생년

직위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펀드수

규모

(개)

(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차동호

1977년

책임

91

47,236

30.56

72.19

지우진

1989년

부책임

25

21,184

-

-

최근1년

최근2년

34.38

70.65

운용경력년수
11년 3개월
2년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
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
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
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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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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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 세계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
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
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
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메타버스 테마와 높은 사업적 연관성
이 있거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전략
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전략과의 연관성이 높은 특정 증권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신탁과 성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며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위험 및 가격변동 위험 등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 및 일부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
집중투자에 따른
중 투자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 및 업종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
위험(종목)
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주식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집중투자에 따른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또는 전
위험(지역)
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메타버스경제 테마 관련 주식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
집중투자에 따른
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
위험(섹터)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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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
위험 및
환헤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해
당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헤지는 해당
통화관련 선물 및 선물환 등을 활용하여 헤지할 예정이나 헤지단위 수량의 문제, 통화선물, 선물환의
거래시간과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의 변동 등
으로 인해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표시 자산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
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외화표시 통화 관련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
니다. 그러나, 급격한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및 환율 변동, 환헤지 수단의 부재 또는 유동성 부족 및 대
량 설정·환매 등 다양한 변수에 인해 환헤지 전략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목표 헤지비율: 외화자산의 최소 80%, 최대 100% 내외

17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매입방법

환매방법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수수료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ㆍ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모집기간
효력발생일
판매회사
참조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 계좌·클래스·펀드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
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집합투자업자

17시 경과 후: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대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전환절차
및 방법

17시 이전: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 지급

※ C 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이상 경과시 C2 클래스→C3 클래스→C4 클래스로 자동 전환 됩니다.
*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클래스로 투자자는 C 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KB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67-82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kbam.co.kr)
2021년 09월 02일부터 해지일까지

모집 매출 총액
존속기간

2021년 09월 02일

10조 좌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39~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
종류

판매
수수료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1년 11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
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
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
은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
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수수료
후취(S)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
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온라인(E/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
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
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
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
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판매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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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온라인슈퍼(S)
낮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
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C4)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증권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
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청구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
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
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퇴직연금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
권입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
투자증권이나,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랩,금전신탁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ba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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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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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명칭: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나. 종류
종류(클래스)
A
A-E
A-G
C
C2
C3
C4
C-E
C-G

한국금융투자협회

종류(클래스)

펀드코드

수수료선취-오프라인

DM960

C-F

수수료선취-온라인

DM961

C-W

DM962

S

DM963

S-P

DM964

C-P

DM965

C-Pe

DM966

C-퇴직

DM967

C-퇴직e

DM968

S-퇴직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
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금전신탁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퍼-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퍼-퇴직연금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M969
DM970
DM971
DM972
DM973
DM974
DM975
DM903
DM904

※ 메타버스(Metaverse)란?
- 가공, 추상 등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Meta(초월·가상)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세계·우주)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
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고 융합되며 만들어지는 초현실적인 세계를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또 다른 세상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1)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2)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 투자신탁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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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예정금액
10조좌(1좌=1원, 원본액 기준)
※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이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2021년 09월 02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나. 모집장소: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
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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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명칭: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나. 종류
종류(클래스)
A
A-E
A-G
C
C2
C3
C4
C-E
C-G

한국금융투자협회

종류(클래스)

펀드코드

수수료선취-오프라인

DM960

C-F

수수료선취-온라인

DM961

C-W

DM962

S

DM963

S-P

DM964

C-P

DM965

C-Pe

DM966

C-퇴직

DM967

C-퇴직e

DM968

S-퇴직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
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금전신탁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퍼-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퍼-퇴직연금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M969
DM970
DM971
DM972
DM973
DM974
DM975
DM903
DM90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날

짜

2021.00.00

주 요 내 용
최초설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
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
는 신탁계약서 상 정해진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
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02-2167-8200)
※ 자세한 내용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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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2021년 08월 13일 기준)
운용현황
성명

생년

직위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역

운용사

펀드수
(개)

규모
(억)

최근1년

최근2년

차동호

1977년

책임

91

47,236

30.56

72.19

지우진

1989년

부책임

25

21,184

-

-

성명

주요 운용경력

차동호

최근1년

최근2년

34.38

70.65

성명

HMC투자증권 신탁팀 1년 8개월
유리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4년 1개월

지우진

KB자산운용 ETF&AI본부 5년 6개월

운용경력년수
11년 3개월
2년

주요 운용경력
DB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4개월
KB자산운용 ETF&AI본부 2년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AI본부가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
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
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과보수가 약정된 투자신탁 운용규모: 해당사항 없음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
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모펀드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자펀드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종류형

A

(클래스)

A-E

A-G

C→C2→C3→C4

C-E

C-G

C-F

C-W

S

S-P

C-P

C-Pe

C퇴직

C퇴직e

S퇴직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투자신탁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클래스)

투자신탁의 특징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

판매

수수료

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수수료

선취(A)

시점은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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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수수료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미징구(C)

일치하는 시점은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
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수수료
후취(S)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
자증권입니다.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온라인(E/e) 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판매

오프라인

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경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온라인슈퍼(S)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수체감
(C~C4)
무권유
저비용(G)
개인연금(P)

기타

퇴직연금
(퇴직)
기관(F)
랩,금전신탁
(W)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증권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
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청구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
합투자증권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
합투자증권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
한 집합투자증권이나,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입
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
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
습니다.
종류
(클래스)
A
A-E

수수료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온라인 가입

선취판매

후취판매

납입금액의
1.0%이내
납입금액의
0.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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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연, %)
환매

판매회사

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
회사

0.700

-

0.850

-

집합투자

0.350

0.060

0.015

A-G
C
C2
C3
C4
C-E
C-G
C-F
C-W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회사 등

납입금액의

-무권유저비용

0.7%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보수체감

투자권유 없이 가입

-

-

1.300

C 1년 이상 보유

-

-

1.100

C2 1년 이상 보유

-

-

0.900

C3 1년 이상 보유

-

-

0.700

-

-

0.500

-

-

0.700

-

-

0.030

-

-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 판매회사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기관

투자권유 없이 가입
펀드, 기관투자자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인-랩,금전신탁

0.490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 가입
인-무권유저비용

-

계좌, 특정금전신탁

3년미만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 펀드한정 판매사
퍼

환매시

-

온라인 가입

환매금액의

0.350

0.15%이내
S-P
C-P
C-Pe
C-퇴직
C-퇴직e
S-퇴직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펀드한정 판매사
슈퍼-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 개인연금

온라인의 연금저축용
연금저축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 가입
-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퇴직연금

연금저축용
퇴직연금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 가입
-퇴직연금

퇴직연금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펀드한정 판매사
슈퍼-퇴직연금

온라인의 퇴직연금용

-

-

0.255

-

-

0.850

-

-

0.425

-

-

0.800

-

-

0.400

-

-

0.245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
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 요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신탁재산의 80%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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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주요투자대상
투자목적

주식 70%이상, 채권 및 어음 각 30% 미만
메타버스경제 테마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
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함
1) 한국 포함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메타버스와 높은 사업적 연관성이 있거
나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 정량·정성적 분석을 통해 매출액, 사업적 연관성, 핵심기술 보유 여부 등
을 기준으로 메타버스경제 테마의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를 영역 별로 분류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하여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
- 투자 유니버스에 속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매출, 이익성장률 등), 유동성
(거래량, 시가총액 등), 지속가능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각 비즈니스 영역 별
및 국가 별로 메타버스경제 테마 관련 핵심기업을 선별
- 메타버스경제 테마 관련 영역별 분산도 및 시가총액, 유동성 등을 고려하
여 종목별 투자비중을 결정하여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2) 외화표시 자산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환헤
지 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임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메타버스경제 테마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표시자산 등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외화표시 자산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투
자자산의 가치 변동 및 환율 변동, 환헤지 수단의 부재 또는 유동성 부족 및 대량 설정·환매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환헤지 전략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
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①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비율
80%이상

투자대상 내역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집합투자
증권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②

유동성자산 등

20%이하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
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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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관련 파생
상품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및 ②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
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②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①

주식

70%이상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
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

②

채권

30%미만

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한다)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③

어음

30%미만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
로 표시된 것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

④

자산유동화증권

30%미만

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

⑤

집합투자증권 등

30%미만

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같거나 유
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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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⑥

파생상품

⑦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⑧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증권의 차입

⑩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신탁계약서 제4조의2에 의해 지정
된 해외보관대리인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
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⑤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채권 및 어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② 및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
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단기대출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
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
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파생상품 투자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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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
단기대출

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매의 방법으로 운용
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
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 최초설정일로부터
함한다)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①
~③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
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①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
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 목·마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

동일종목 투자

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
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
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
터 사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③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
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
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운용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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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
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파생상품 투자

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
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회사 및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

계열회사가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발행한
증권에의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후순위채권 투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투자한도 적용의

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

유예

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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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메타버스경제 테마와 관련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KB 글로벌 메타버스경
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표시 자산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
당 외화표시 자산에 대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및 환율 변동,
환헤지 수단의 부재 또는 유동성 부족 및 대량 설정·환매 등 다양한 변수에 인해 환헤지 전략이 원활히 수행되
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메타버스(Metaverse)란?
- 가공, 추상 등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Meta(초월·가상)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세계·우주)의 합성어로 3차
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고 융합되며 만들어지는 초현실적인 세계를 의미하며 보다 구
체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또 다른 세상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 사유: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선정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의 성과 비교를 위해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를 참
조지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의
- MSCI All Country World Index(MSCI ACWI):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하
는 글로벌 지역 대표 주가지수로, 시가총액 및 투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의 편중 없이 산출하며, 투자 가
능한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종합주가지수입니다.
※ 비교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www.kbam.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할 예정임

-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한국 포함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메타버스와 높은 사업적 연관성이 있거나 관련 핵심 기술을 보
유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 정량·정성적 분석을 통해 매출액, 사업적 연관성, 핵심기술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메타버스경제 테마의 수
혜가 예상되는 분야를 영역 별로 분류하여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이 때, 정량·정성적 분석은 글로벌 시
장조사기관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글자 등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끌어내는 기술), 국내외 증권사의 산업
·기업 분석 자료 및 전망 자료 등을 기반으로 수행합니다.
·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메타버스경제 테마 수혜 분야를 크게 4가지 영역(인프라,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콘텐츠, 플랫폼)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 별 핵심 종목 및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 선별
[메타버스경제 영역별 구분 예시]
인프라
하드웨어

메타버스경제에서 방대한 증강현실(AR) 또는 가상현실(VR)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5G의
빠른 속도와 높은 데이터 전송량이 필요하며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저장 및 분석 등이 필요
메타버스경제 컨텐츠 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AR/VR 장비와 관련 부품 업체의 유기적
성장이 중요하며 제조·의료·교육 등 산업별로 특화된 고부가가치 AR 장비 수요 급증 전망
메타버스 공간 구현을 위한 3D 엔진 등 관련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며 게임 개발을 넘어

소프트웨어

최근 영화 및 애니매이션, 건축, 자동차, 의료 및 군사 분야에도 활용되는 등 리얼타임 3D
개발 플랫폼으로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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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플랫폼: 메타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기업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 게임 개발자
또는 콘텐츠 공급자들이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영화,
플랫폼/컨텐츠

콘서트, 광고, 게임, 쇼핑, 교육 등)
ㆍ컨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에 디지털컨텐츠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높은 수익과 홍보효과 창출 가능

※ 시장상황에 따라 상기 메타버스경제 영역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영역 외에도 새로운 영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니버스에 속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매출, 이익성장률 등), 유동성(거래량, 시가총액 등), 지속가능 경쟁
력 등을 고려하여 각 비즈니스 영역 별 및 국가 별로 메타버스경제 테마 관련 핵심기업을 선별합니다.
· 메타버스경제 테마 관련 경쟁력(시장점유율, 가입자 수, 컨텐츠 등) 및 확장성(메타버스 생태계 주도 여부,
타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한 기술 보유 여부 등) 등을 감안한 메타버스경제 밸류체인 내 모든 분야에 투자하
여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
- 메타버스경제 테마 관련 영역별 분산도 및 시가총액,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종목별 최종 투자비중을 결정하되,
메타버스경제 성장에 따른 관련 종목 증가 시 투자대상 종목 수 확대 및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조정
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개별 종목 펀더멘털 등을 고려하여 종목 별 투자 비중을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 대만 달러, 일본 엔, 홍콩 달러 등 다양한 외화표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그러나,
외화표시 자산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환헤지 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
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날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KB 글로벌 ESG 성장 리더스 증권 모투자
신탁(USD)(주식)”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
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관리전략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담당 운용부서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합니다.
2) 투자신탁의 성격 및 공모/사모 펀드 구분에 따른 운용부서의 세분화를 통해 운용팀 내 투자의
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3) 기본적으로 주식 등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과정을 중시하고 유연한 시장대응으로 투자자의 수익
위험관리
전략

극대화 도모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4) 포트폴리오 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
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5)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 대만 달러, 일본 엔, 홍콩 달러 등 다양한 외화표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그러나, 외화표시 자산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별도
의 환헤지 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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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외화표시 자산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위험 관리
전략

급격한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및 환율 변동, 환헤지 수단의 부재 또는 유동성 부족 및 대량
설정·환매 등 다양한 변수에 인해 환헤지 전략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목표 헤지비율: 최소 80%, 최대 100% 내외
- 환헤지 비용: -

주1) 환헤지 비용 및 효과는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헤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 환헤지 방법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최소 80%에서 최대 100% 수준까지 해당 외화표시
자산 통화 관련 선물환 또는 선물 등을 통해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 변동 시에는 집합투자
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
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
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
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헤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설정 초기 등 일정기간 설정액이 환
헤지 거래가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 환헤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는 외화자산 투자 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
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가치 상승) 환차손(환율 변동에 다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
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환헤지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헤지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론
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헤지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으며,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헤지에서 환손실이 발생하나 외화자산의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어 펀드 수익률은 환율변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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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율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투자신탁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투
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
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메타버스경제 테
마 관련한 국내외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또한 주된 투자대상인 해외 자산 등은 외국통
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
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이 투자신탁은 전 세계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이자율 변동에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

따른 위험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시장위험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
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국가, 주식시장 등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는 투
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

신용위험

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
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

파생상품

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집합투자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
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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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
환율변동 위험

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
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
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 투자신탁은 통화선물·선물환 등을 통해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환위험 제거를 추구합니
다. 그러나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

환헤지 위험

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환
헤지 대상 자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
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이 투자신탁은 전 세계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
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국가위험 및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정책변경위험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
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
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메타버스경제 테마와 높은
사업적 연관성이 있거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전략수행에

등에 따라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전략과의 연관성이 높은 특

따른 위험

정 증권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신탁과 성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며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위험 및 가격변동 위험 등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 및 일부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선별

집중투자에 따른

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 및 업종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위험(종목)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
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지역)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주식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또는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메타버스경제 테마 관련 주식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
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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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유동성위험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
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오퍼레이션 위험

및 결제상 오류 등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대금결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집

환매에 따른 위험

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환매요청 시 집합투자증
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자금 송환 위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 시 환매금
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거래부진,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

환매연기 위험

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 및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축
소되는 경우 분산투자 등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

투자신탁 소규모의

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위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원본액이 15억을 초과하
지 못하는 경우 투자대상 자산이 변경되어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

투자신탁

하려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지의 위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
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
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과세 위험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의 예: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 해외투자수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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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이 투자신탁은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하락과 환율변동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
을 산정하였습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KB자산운용㈜는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
로 투자위험 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높은 위험)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고위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개별펀드의 위험자
산 투자비율은 운용전략·벤치마크(BM)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주) 이 기준은 KB자산운용㈜ 내부기준으로 주로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가장 큰 리스크요인 사항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위험 분류 기준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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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집합투자증권의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
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합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
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함)
1)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T)
17시(오후 5시)
이전 매입시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시

제3영업일(T+2)

제4영업일(T+3)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선취판매수수료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2)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
3) A-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7% 이내
4) 그 외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4) 종류별 가입 요건
종류(클래스)
A
A-E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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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가입하는 등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별도

A-G

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2

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3

보수체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4

보수체감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
가입제한 없음
C 클래스를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C2 클래스를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C3 클래스를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가입하는 등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별도

C-G

무권유저비용

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기금,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C-F

기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W

랩,금전신탁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P

자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퇴직e
S-퇴직

자전용으로 투자기간에 따라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됨

퍼-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

C-퇴직

펀드판매에 한하여 인가받은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투자
펀드판매에 한하여 인가 받은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투자

개인연금

C-Pe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P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
직연금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펀드판매에 한하여 인가받은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퇴직

퍼-퇴직연금

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4영업일(T+3)의 기준가격을 적
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T+7)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5영업일(T+4)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T+8)에 환매금액 지급

- 28 -

제1영업일(T)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시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제4영업일(T+3)

제5영업일(T+4)

제8영업일(T+7)

기준가격

환매대금

적용일

지급일

환매청구일

제9영업일(T+8)

기준가격

환매대금

적용일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3) 후취판매수수료
1)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대금의 0.15% 이내
2) 그 외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4)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해 일부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
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
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날의 제6영
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
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
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
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
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증권 간 전환
(1)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에
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
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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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에 따른 클래스 자동전환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 클래스 집합투
자증권으로 전환됩니다.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 클래스 집합투자
증권으로 전환됩니다.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 클래스 집합투자
증권으로 전환됩니다.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2)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3)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
니다.
(4) 전환이전에 추가 매수 및 환매(일부환매를 포함한다)를 청구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매수 및 환매 절차
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기준가격 산정방법

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
권[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 공시시기

클래스간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
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하지 않습니다.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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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
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구분
상장주식
비상장 비등록주식
장내파생상품
국내 상장채권
국내 비상장채권
(CP, CD 포함)
외화표시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
평가기준일에 취득한 국가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
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또는 계산대리인이 제시
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는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펀드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펀드가 거래되는
외국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KB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 운용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및 준법
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며, 해당 평가위원회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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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
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납입금액의
0.5% 이내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

-

-

-

-

-

-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납입금액의

비용

0.7% 이내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

-

-

-

-

-

-

-

-

-

-

-

-

-

-

-

A-G

C-G
C-F
C-W
S
S-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
신탁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

3년미만 환매금액

-

의 0.15% 이내

-

-

-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

-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

-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

-

-

-

-

-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S-퇴직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
연금
부과기준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
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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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연간, %)
종류

집합투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업자보수

보수

보수

A

0.850

0.700

0.060

A-E

0.850

0.350

A-G

0.850

C

일반사무

투자신탁

기타

총 보수

동종유형

합성 총 보

총 보수

비용

·비용

총 보수

수 ·비용

0.015

1.625

-

1.625

1.760

1.625

0.060

0.015

1.275

-

1.275

1.320

1.275

0.490

0.060

0.015

1.415

-

1.415

-

1.415

0.850

1.300

0.060

0.015

2.225

-

2.225

1.950

2.225

C2

0.850

1.100

0.060

0.015

2.025

-

2.025

-

2.025

C3

0.850

0.900

0.060

0.015

1.825

-

1.825

-

1.825

C4

0.850

0.700

0.060

0.015

1.625

-

1.625

-

1.625

C-E

0.850

0.500

0.060

0.015

1.425

-

1.425

1.530

1.425

C-G

0.850

0.700

0.060

0.015

1.625

-

1.625

-

1.625

C-F

0.850

0.030

0.060

0.015

0.955

-

0.955

-

0.955

C-W

0.850

0.000

0.060

0.015

0.925

-

0.925

-

0.925

S

0.850

0.350

0.060

0.015

1.275

-

1.275

-

1.275

S-P

0.850

0.255

0.060

0.015

1.180

-

1.180

-

1.180

C-P

0.850

0.850

0.060

0.015

1.775

-

1.775

-

1.775

C-Pe

0.850

0.425

0.060

0.015

1.350

-

1.350

-

1.350

C-퇴직

0.850

0.800

0.060

0.015

1.725

-

1.725

-

1.725

C-퇴직e

0.850

0.400

0.060

0.015

1.325

-

1.325

-

1.325

S-퇴직

0.850

0.245

0.060

0.015

1.170

-

1.170

-

1.170

-

-

-

지급
시기

관리회사
보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
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수·비용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합성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나눈 값과 이 투
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된 기타비용을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합산한 총 보수·비용을 순자산 연
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합성 총 보수·
비용비율(모펀 = (자펀드 기타비용 + 모펀드 투자비율에 따른 기타비용) + 자펀드 총보수
드 포함)

x 100

순자산 연평균잔액

※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A-E 클래스와 C-E 클
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3년 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미설정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은 기타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증권거래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발행분담금은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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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단위: 천원)
종류(클래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264

433

608

977

2,016

A-E

수수료선취-온라인

180

314

453

748

1,589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213

362

515

840

1,762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226

438

634

1,002

2,036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145

296

452

781

1,715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166

337

514

886

1,935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98

199

305

530

1,178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95

193

295

514

1,143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130

265

405

702

1,547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121

246

375

651

1,439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81

367

560

964

2,097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138

281

428

741

1,631

C-퇴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76

357

544

938

2,043

C-퇴직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135

275

421

728

1,603

S-퇴직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120

244

372

646

1,427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율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
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이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
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
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
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
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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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
금 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게 인도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
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투
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신탁으로
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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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
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
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
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
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
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
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
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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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
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
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한도

납입요건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
은 금액은 제외)

수령요건
세액공제
연금수령 시 과세
분리과세한도
연금계좌 승계
해지가산세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간 저축금액(최대 4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지방소득세 포함시 13.2%(또는 16.5%)로 세액공제 효과]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분리과세)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에 따른 금액은 제외)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해당사항 없음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일반해지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4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12%(또는 15%) 세액공제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
게 결정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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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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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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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
자금

투자자

판매회사

수익

(증권회사·은행 ·보험 등)

자금
수익

신탁업자
(은행·증권 금융)
* 펀드재산
보관·관리
* 운용감시

수익

운용지시

설정해지
요
청

* 펀드가입
출
금
집합투자업자

* 펀드재산 운용

투자

주식, 채권 등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KB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2167-8200
1988.04.28 국민투자자문 설립(모회사 국민투자신탁 지분 100%)
1992.12.07 대주주 변경(국민투자신탁 → ㈜주택은행)
1992.12.09 ‘국민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자문㈜’로 사명변경
1997.05.20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주요 연혁

1997.08.28 ‘주은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신탁운용㈜’로 사명변경
1997.08.28 투자신탁운용업 개시
2000.01.11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지분참여(20%)
2000.06.30 자본금 83억 증자
2002.06.10 ‘주은투자신탁운용㈜’에서 ‘국민투자신탁운용㈜’로 사명변경
2004.04.29 ‘국민투자신탁운용㈜’에서 ‘KB자산운용㈜’로 사명변경
2008.09.29 대주주 변경(㈜국민은행 → ㈜KB금융지주)

자본금
주요주주

38,337,750,000원
㈜KB금융지주 100%

투자신탁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일반사무관리회사: 국민은행(계열회사)

해당하는 회사
나. 주요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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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
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투자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
제할 수 없습니다.
4)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
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

목

제33기

제32기

기

간

2020.12.31

2019.12.31

현금 및 예치금

25,208,659,305

20,349,591,5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28,849,406,734

203,431,071,5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32,860,820,000

31,939,280,080

파생상품자산

1,044,163,484

660,054,281

대출채권

2,949,000,000

2,586,510,000

유형자산

6,355,630,714

7,818,234,156

기타금융자산

28,704,817,657

33,033,883,721

이연법인세자산

3,990,483,712

5,351,750,213

기타자산

5,638,463,233

4,847,384,678

자산총계

335,601,444,839

310,017,760,164

-

238,160,700

4,941,546,898

2,501,751,594

파생상품부채

119,023,012

18,372,349

기타금융부채

75,298,649,941

82,631,308,225

충당부채

624,068,802

624,068,802

순확정급여부채

363,701,108

353,699,513

기타부채

31,175,368,763

28,408,806,470

부채총계

112,522,358,524

114,776,167,653

지배기업주주지분

223,079,086,315

195,241,592,511

자본금

38,337,750,000

38,337,75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예수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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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245,566,038

245,566,0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3,285,397

(261,945,117)

이익잉여금

184,272,484,880

156,920,221,590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223,079,086,315

195,241,592,511

부채와 자본총계

335,601,444,839

310,017,760,164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과

목

제33기

제32기

기

간

2020.01.01~2020.12.31

2019.01.01~2019.12.31

영업수익

191,426,762,601

148,780,132,961

영업비용

112,687,066,575

82,043,034,170

영업이익

78,739,696,026

66,737,098,791

영업외수익

260,895,588

199,827,058

영업외비용

1,060,170,173

687,448,61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7,940,421,441

66,249,477,230

법인세비용

20,623,778,042

17,350,359,967

당기순이익

57,316,643,399

48,899,117,263

485,230,514

(409,257,735)

57,801,873,913

48,489,859,528

기타포괄이익
총포괄이익
라. 운용자산 규모

(2021년 08월 13일 현재, 단위: 억좌)
투자신탁종류
수탁고

증권
주식형

67,538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형

재간접형

20,223 98,542 27,982

33,099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38,883

117,742

10,986

114,96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신탁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전화번호

☎ 1588-1770

인터넷 홈페이지

www.hs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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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529,956

나. 주요 업무
(1)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1)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증권 등의 보
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
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
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1 KB증권빌딩 7층

전화번호

☎ 1588-9999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나. 주요 업무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산출업무를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 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

여의도동 35-4

종로 211

여의도동 14-11

사동 194-27

☎ 02-3215-1450

☎ 02-399-3350

☎ 02-398-3900

☎ 02-721-5300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pricing.co.kr

www.fnpricing.com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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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나. 주요 업무
(1)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2)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3)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4)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5)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6)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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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
계약서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
의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
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
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
"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
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5)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1)~4) 내용 중 “발행된 집합
투자증권”은 “발행된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으로 봅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
(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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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투자신탁의 합병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
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시행령 제225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
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
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열람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자에 관련
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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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
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
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
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주체¹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해당 주체¹: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
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
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
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2)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
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
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및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
회 홈페이지(www.kofia.or.kr) 그리고 KB자산운용 홈페이지(www.kbam.co.kr)에서 확인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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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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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
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
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매일경제신문(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경향신문 포함)에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방안]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소규모 투자신탁이 발생하는 경
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수익자
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2)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됩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운용전략 등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과의 합병' 또는 '다른 모투자신탁으로
의 자산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가 '임의해지', '다른 투자신탁과의 합병' 및 '다른 모투자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
모 투자신탁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리방법 및 시기를 정하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투자
신탁 등 세제혜택을 받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금사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투자자의 세제
적격 요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
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3)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7 -

(4)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종료 및 해지 후 2월 이내에 법 제
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
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
(라)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홈페
이지(www.kbam.co.kr),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집합투자업
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
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
계약서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및 투자
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
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
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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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
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
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나)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
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
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
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 개 회 사 의 선 정 기 준
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KB자산운용㈜ 내부통제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
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
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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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과 모투자신탁을 공유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을 통해 고유재산을 투자합니다.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을 통한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12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
- 투자주체: KB자산운용㈜
- 투자목적: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성과에 대한 공유장치 마련
- 투자시기: 2021년 06월 14일
- 투자금액: 2억원
- 투자기간: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다만, 3년 이전에 투자신탁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상 존
속기한까지
- 투자금 회수계획 등: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
금이 펀드 수탁고의 5%미만일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분할 회수는 회차 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이내로 함.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집
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임
나. 가 목 이외의 고유재산 투자
- 투자주체: KB자산운용㈜
- 투자목적: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적정 운용규모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 추구
- 투자시기: 2021년 06월 14일
- 투자금액: 8억원
- 투자기간 및 회수계획: 이 투자신탁의 운용규모를 50억 이상 유지할 계획으로,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50억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또는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회수할 수 있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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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펀드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순자산

내

용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
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펀드코드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
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종류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해당 모펀드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
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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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취수수료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불하는 비용입
니다.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원천징수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
(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지수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
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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