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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

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

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

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에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맵스미

국부동산투자신탁11호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미래에셋대우)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18년 12월 0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8년 12월 12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1억 4,700만좌 

(단, 최초 설정 시점의 환율 등에 의해 변동 가능)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판매회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2017년 7월 10일까지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판매)하며, 모집(판매)기간 이후에는 추가로 자금납입이 불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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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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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

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

니다. 이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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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설정일 이후 90일 이내)합니다.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은 최초설정일(2017년 7월 10일(예정))로부터 7년 
6개월이지만 본 투자대상 부동산의 매각은 이보다 빨리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실제 
매각시점에 따라 신탁계약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상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실패 또는 매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부동산을 약 
3,583억원으로 매각진행할 경우 매각이익 및 매각손실 없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해당 금액은 제반 가정변경에 따라 추후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함에 따라 미국달러와 관련한 환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에 따른 이익을 환율 변동으로 잃을 수 있으며 환율 변동이 
부동산투자에 따른 손실을 확대시킬 수도 있기에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은 임차인에게 신용등급 하락 등의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가 미지급 되는 등의 임차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동산 
시장상황 등의 변화 및 임대료 수준변화에 따른 공실률 증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1. 투자대상자산: 법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
여 임대수익 및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2. 투자전략: 미국 애틀랜타(Atlanta)에 위치한 오피스빌딩에 투자합니다. 

분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폐쇄형, 단위형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1577-1640 

모집(판매) 
기간 

2017년 6월 19일~2017년 7월 10일 
모집(매출) 

총액 

1억 4,700만좌 

(단, 최초 설정 시점의 환율 등에 
의해 변동 가능) 

효력발생일 2018년 12월 12일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미래에셋대우)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투자신탁 - 납입금액의 2% - - 

 

 
보수 

판매회사 운용 등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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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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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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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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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

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
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

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요 약 정 보 >                     (작성기준일 : 2018년 12월 06

일)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펀드코드 : BR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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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연평균가액의 

연 0.25% 

납입금액의 

연 0.375% 

납입금액의 

연 0.35% 
연 0.975% 

-자산운용매매보수: 부동산등 매매가액의 1.5% (본건 투자신탁 보유 지분율에 한함) 
-자산운용매각보수: 부동산등 매각가액의 1% 

※ 주석사항 

*부동산등 매매가액은 제반 부대비용을 제외한 본건 부동산 매매가액($282.4M)을 
의미하며, 이 투자신탁의 보유 비율(94.51%)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산운용매각보수는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매각차익(매각차익 = 
[부동산등 매각가액 – 매각부대비용(매각보수 제외) 및 세금] – [매입가액 + 취득세 + 
자본적지출 + 부대비용 등 매입총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각차익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위의 기타비용 비율은 Transwestern이 제공하는 일상 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리츠(SPC 2)에서 지급하며 납입금액의 연 0.35%(LP지분의 0.40%)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총보수• 비용'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보수 이외의 보수는 
납입금액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각 보수의 지급 시기: 매 회계기간 후급/투자신탁 해지시 및 부동산등 매입/매각시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좌 단위로 매입이 가능하며, 최초 설정 
시 수익증권 1좌당 가격은 1,000원 

환매 
방법 

환매금지형으로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ㆍ판매회사 
ㆍ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임대수익 및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미국 애틀랜타(Atlanta)에 위치한 오피스빌딩에 투자하여 임대수익과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1) 투자대상건물의 개요 및 임대현황 (2017년 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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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으로부터 약
30분 거리

400번
고속도로

스테이트팜

던우디역

메디컬센터역

Buckhea
d

벅헤드역

메디컬센터역

던우디역

5분
소요

2분
소요

Central 
Perimete

r

 

구분 내용 

투자대상 미국 애틀랜타 오피스빌딩(Park Center 1) 

위치 236 Perimeter Center Pkwy NE, Atlanta, GA 30346 

준공연도 2016년 12월 

대지면적 151,992 sqf (약 4,271평) 

임대면적 

590,926 sqf (약 16,607평)  

- 업무시설: 569,778 sqf (약 16,012평) 

- 상업시설: 14,985 sqf (약 421평) 

- 기타
1)
: 6,163 sqf (약 173평) 

층수 지상 21층 / 지하 4층 

주차대수 2,291대 

임차인 

업무시설: 스테이트팜(State Farm Mutual) 단독 임차 

(총 임대면적의 약 96.5%) 

상업시설: 콤파스 그룹 4,895sqf 임차 

(총 임대면적의 약 0.5%) 

임차료 
업무시설: USD 27.56/sqf/year 

상업시설: USD 13.25/sqf/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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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타: 관리사무실, 경비실 및 창고 등 

 

* 부동산 입지에 관한 사항 

미국 애틀랜타 광역지역의 Central Perimeter Submarket에 소재한 프라임급 캠퍼스형 신축 오피스빌딩입니다. 

애틀랜타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14마일 거리에 위치한 투자대상 오피스빌딩은 285번 고속도로 및 400번 고

속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고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부터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또한 애틀랜타의 금융 및 

상업, 주거 중심지인 Buckhead 지역으로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요 임차인에 관한 사항 

[신용등급 및 재무현황] 

스테이트팜 개요 

설립연도 1922년 

본사 소재지 일리노이 주 블루밍턴 

신용등급 S&P기준 ‘AA’ / A.M. Best 기준 ‘A++’ 

주요 업무 분야 자동차보험 

직원 수 18,000명 (에이전트) / 65,000명(직원) 

(Source: https://www.statefarm.com/insurance/auto/resources/financial-strength-and-insurance-ratings) 

1922년 설립된 스테이트팜은 S&P 기준으로는 ‘AA’ 등급, A.M. Best 기준으로는 최고 등급인 ‘A++’의 신용

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수취보험료 기준 북미 손해보험사들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Fortune 500 기업 중 35위, Global 500 기업 중 93위에 랭크된 세계적인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이 투자신탁

의 투자대상 오피스 면적 100%(전체 면적의 약 96%)를 2017년부터 2037년까지 20년간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수취 보험료 기준 북미 Top10 손해보험사 - 2015년 기준] 

순위 손해보험사 
수취 보험료 

(십억달러)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 

개인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1 스테이트팜 59.4 10.09% 18.31% 

2 올스테이트 30.2  5.13% 10.04% 

3 버크셔 해서웨이 30.0  5.09% 11.43% 

4 리버티 뮤추얼 보험 29.8  5.07% 4.98% 

5 트래블러스 보험 23.2  3.94% 1.69% 

6 프로그레시브 보험 21.3  3.63% 8.78% 

7 네이션와이드 보험 19.6  3.33%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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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머스 보험 19.1  3.24% 5.00% 

9 AIG 19.0  3.23% N/A 

10 USAA 16.7  2.85% 5.29% 

 

[스테이트팜 재무현황] 

재무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자산 (십억 달러) $114.93 $129.34 $138.80 $138.50 $147.70 

순 보험료 수입
 
(십억 달러) $33.21 $34.62 $36.30 $37.09 $39.59 

YoY 증가율(%) 1.75% 4.25% 4.84% 2.20% 6.74% 

(Source: https://www.statefarm.com/about-us/company-overview/company-profile/annual-reports) 

 

[업무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 주요 사항] 

스테이트팜 임대차계약 주요 사항 

임차인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mpany 

임대차 개시일 거래종결일 

임대차 만기일 임대차 개시일(거래종결일)로부터 20년 

임대기간 20년 

연장 옵션 a) 5년*4회 또는 b) 10년*2회 / 행사 시 누적 임대차기간 총 40년  

연장 옵션 통지 기간 임대차기간 종료일 30개월 전에서 임대차기간 종료일 24개월 전까지 6개월 

중도해지 옵션 중도해지 옵션 없음 

임차 면적 569,778 sqf (16,012평) 

임대료 $27.56/sqf/yr (연 고정 임대료 상승률: 2.0%) 

지급 방법 

• 매월 초 선급(연 12회) 

• NNN
1)

 

• 현 임대면적
2)
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임차인 부담 

• 빌딩 전체 공용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비율(전체 임대면적의 약 96%)을 적용하여 

부담 

임차인 EOD 발생 시 

임대인 보상책 

• 임차인의 점유 권리는 박탈되며, 임차인은 재임대를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일체 부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점유 권리 박탈 시점으로부터 임대만

기까지의 잔여 임대료를 임차인이 지급  

 신규 임차인을 확보한 경우: 점유권리 박탈 시점으로부터 임대만기까지의 신규 임

차인의 임대료가 동기간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료에 미달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  

• 손해배상 조항 등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추가 보상액 수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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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점유 권한 
임차인 및 관계사가 오피스 면적의 50% 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인은 50,000sqf 이상

의 면적을 주요 보험사들에게 임차인의 사전동의 없이 임대할 수 없음 

독점적 주차 권한 24시간: 총 2,291대 중 2,164대 

*스테이트팜 임대차 계약 및 기타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을 SPC1을 통해 승계 예정
 

1)
 NNN(Triple Net): 임대료와 더불어 부동산세, 보험료 및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차 형태  

2) 
임대면적: 미국의 임대면적(Net Rentable Area)은 전용면적 및 일부 공용면적의 합을 의미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 주요 사항] 

콤파스 그룹 임대차계약 주요 사항 

임차인 Compass Group (스테이트팜 구내 식당 서비스 제공) 

임차인 소개 
• 구내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제 급식업체  

• 50여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500,000여명의 임직원 근무 중 

임대차 개시일 2017년 01월 02일 

임대차 만기일 2022년 01월 01일 

임대기간 5년 

연장 옵션 5년*1회 / 행사 시 누적 임대차기간 총 10년  

연장 옵션 통지 기간 임대차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임차 면적 3,365 sqf (95평) 

임대료 
• 기본임대료 : $13.25/sqf/yr (연 임대료 상승률 3.0%) 

• 매출액 연동 임대료: 총 매출의 2.2% 지급(US$ 2,000,000 상회 시) 

지급 방법 

• 기본임대료 : 매월 초 선급(연 12회) 

• 매출액 연동 임대료 : 매년 말 후급(연 1회) 

• NNN
 
(보험료, 부동산세,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 

• 현 임대면적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임차인 부담 

• 빌딩 전체 공용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비율(전체 임대면적의 약 0.57%)을 적

용하여 부담 

 

2) 자금조달 구조 

오피스빌딩 투자에 필요한 총 금액은 3,368억원 수준이며, 세부 조달구조 및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조달 사용계획 

맵스미국부동산11호 
1,470억원 

(USD 127.8M) 
부동산매입가액 

3,248억원 

(USD 282.4M) 

이 투자신탁 이외 투자자 
81억원 

(USD 7.0M) 

매입관련부대비용 및 

 자본적지출 등 주2) 

120억원 

(USD 10.4M) 

부동산담보대출 주1) 
1,817억원 

(USD 158M) 
- - 

합 계 
3,368억원 

(USD 292.8M) 
합 계 

3,368억원 

(USD 292.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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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금조달규모 및 내용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시장상황, 환율 등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시장상황,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자금조달 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 부동산담보대출 주요 사항 (2017년 6월 현재) 

선순위 담보대출의 금리는 본건 거래종결일 및 대출 실행일에 고정이 될 예정입니다(2017년 7월 13일 예정). 

다만, Interest Rate Swap을 통해 사전에 고정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제반 비용 및 실익을 고려

하여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주 Column Financial, Inc. (Credit Suisse 자회사) 

차주  CORPORATE PROPERTIES TRUST II SPE #1, LLC (“SPC 3”) 

대상자산 미국 애틀랜타 오피스빌딩 (Park Center 1) 

대출 형태 선순위 담보대출 

대출 금액 $158,000,000 

대출 만기 7 년 

상환 방식 원금 만기 일시상환 

이자 지급 매월 이자 지급(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이자율 
이자율 고정시점에 다음의 금리로 7 년 고정금리 확정 예정 

- 7Y Treasury Rate + 124bps (Floor: 3.06%) 

대출취급수수료 없음 

조기상환 

- 대출만기일로부터 6 개월이 이전 시점(인출 후 6 년 6 개월) 이후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금지기간(대출실행일로부터 3 년 또는 유동화 완료일로부터 2 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이 지난 시점부터인출 후 6 년 6 개월이 되는 시점 이전에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아래의 방식으로 조기 상환 가능함.  

1. Yield Maintenance: 아래 금원의 지급을 통해 조기 상환 가능 

(1) 대출원금 

(2) 조기상환 시점에 해당되는 미지급 발생이자 

(3) 조기상환수수료: 미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이자금액을 

조기상환시점으로 할인한 금액(단, 조기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되는 대출원금의 

1% 하회할 수 없음) 

2. Defeasance:  

(1) 조기상환 시점에 해당되는 미지급 발생이자 

(2) 대주에게 기존 대출의 이자율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국채를 제공함으로써 

담보교체 

기한이익 

상실사유 

- State Farm 의 임대차계약에 의거한 디폴트 사유 발생 시 

- State Farm 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하로 하락할 경우 

- State Farm 의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할 경우 

- State Farm 의 현 임차면적이 50%이상 감소할 경우 

- State Farm 의 자발적, 비자발적 파산신청 시 

*이 투자신탁의 차입비율(=부채총액/순자산)은 약 1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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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매입관련 부대비용 및 자본적지출 등 관련 사항 

사용 목적 지급처 지급 예정액 (단위: 억원) 

현지 매입자문 수수료 Transwestern 4.6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관련 행정기관 9.8  

경계 및 구획 검토 자문 TerraMark 0.3  

물리환경 실사비용 AEI 0.3  

공동투자자 현지 법률실사비용 King & Spalding 5.8  

회계 및 세무 구조 자문비용 Ernest & Young 0.9  

감정평가비용 CBRE 0.5  

현지 기타 실사비용 미정 1.3  

대주 실사 비용 (법률실사 등) 대주 6.1  

대출 주선 수수료 Eastdil 7.8  

자산운용 매매보수 미래에셋자산운용 46.0  

당사 현지 법률실사비용 Baker & Mckenzie 1.7  

당사 현지 재무실사비용 FTI Consulting 0.5  

당사 국내 법률실사비용 세종 법무법인 2.0  

당사 국내 재무실사비용 PwC 삼일 0.4  

예비비 예비비 32.0  

합계 120 

* 작성일 현재 예상되는 내역이며, 추후 업무범위 추가/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3) 투자구조 

이 투자신탁은 현지 파트너인 Transwestern Investment Group과 공동 투자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지분증권 취득을 통해 오피스빌딩을 소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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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투자구조 및 투자/지분 비율 등은 자산, 법률, 회계 실사 결과에 따라 추후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리츠 주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자 1인당 $1,000씩, 125인의 우선주 투자자를 모집 예정이며, 미국 현지 

판매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위탁 회사를 통해 모집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우선주 주주의 경우, 배당 우선 수취 

권한 외 별도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투자구조 관련 기관들의 역할 및 지급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eneral Partner : Corporate Properties Trust II GP, L.L.C. 

- 업무: 일반적인 현지 부동산관리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의 경우 펀드의 승인 

필요 

2) Sponsor LP : Transwestern Corporate Properties II Investor, L.P. 

- 업무: 5.5% 지분에 대한 배당 및 매각차익 수취 권한(주요 의사결정 권한 없음) 

3) TCPA : Transwestern Corporate Properties Advisor L.P. 

- 업무: 현지 REIT의 전반적인 일상 관리 업무를 위하여 Transwestern에서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이며, 

본 REIT의 자금통제 계획 및 관리는 co-sign 형태로 진행할 예정임. 일상 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납입액의 0.35%/연(LP 지분의 0.40%) 지급 예정임 

4) TCS : Transwestern Commercial Services, L.L.C. 

- 업무: 현지 SPC의 전반적인 일상 관리 업무를 위하여 Transwestern에서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이며, 

본 SPC의 자금통제 계획 및 관리는 co-sign 형태로 진행할 예정임 

 

※ 본건 합자회사의 부동산투자목적회사 해당 여부 관련 검토 

- 부동산투자목적회사란,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되고, 해당 회사와 그 종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인 회사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사목) 

- 본건 Limited Partnership(이하 ‘SPC 1’)의 Amended and Restated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에 

따르면, 본건 SPC의 목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본건 REITs(이하 ‘SPC 2’) 및 본건 Property 

Co.(이하 ‘SPC 3’))를 통해 (a) 본건 부동산을 취득, 소유, 관리, 임대, 자금 조달, 개발, 투자목적 보유 및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이러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해당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b) GP 및 LP 

지분, limited liability company member의 지분(본건 SPC 2의 지분 포함), 주식, 워런트(신주인수권), 옵

션 또는 기타 지분권 및 채권을 취득, 소유, 투자목적 보유 및 궁극적으로 처분하고, 상기 (a)의 목적을 달

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권리의 소유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

시 말하여, 본건 SPC1는 본건 SPC2 및 본건 SPC3 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본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본건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첫째, 본건 SPC1은 본건 SPC2 및 본건 SPC3를 통하여 본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둘째, 본건 부동산은 본건 SPC1및 그 종속회사인 본건 SPC2 및 본건 SPC3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으로서 총 자산의 100분의 9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 SPC 1는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동산이란, (i)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ii)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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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및 운영,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

리의 취득 및 이와 관련된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x) 부동산 및 (y) 부동산이 신탁재산 또는 집

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합

니다(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40조 제4항 및 제5항).  

** 종속회사란, 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합니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의3제1항). 

 

위의 투자 구조에 따른 각 주체별 권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결정사항(Major Decisions): LP 단독 결정사항입니다. 

주체 주요 결정사항 

General Partner 의결권 없음 

Sponsor LP 본건 자산을 3년 이내 매각할 경우 동의권 보유 

LP ①  본건의 매각 

②  연간 운영 예산 

③  파이낸싱 또는 리파이낸싱 

④  신규 LP 참여 또는 신규 지분 발행 

⑤  추가 Capital Call 실행 

⑥  지분 상환 및 소각 

⑦  파트너쉽과 General Partner간의 거래 

⑧  파트너쉽의 권리보호를 위해 요청되는 법적절차 진행 또는 합의 시

($1,000,000 초과) 

⑨  LP 또는 제3자 대출 

⑩  파트너쉽에 의해 승인된 감사인의 교체 

우선주 주주 의결권 없음 

- 중대한 주요 결정 사항(Material Major Decisions): 전원동의 결정 사항입니다. 

주체 중대한 주요 결정사항 

General Partner 

Sponsor LP 

LP 

①  본건 이외의 자산 매입 

②  State Farm 임대차계약 수정 또는 해제 

③  현지 자산운용업체(Investment Manager)와 체결된 계약서의 수정 또는 해제 

④  합병, 청산 등 

⑤  파트너쉽 또는 REIT의 tax classification 변경 

우선주 주주 의결권 없음 

- 전반적인 관리 업무: GP 단독 결정 사항입니다. 

주체 전반적인 관리 업무 

General Partner Day-to-day operation에 대한 권한 보유 

Sponsor LP 의결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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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의결권 없음 

우선주 주주 의결권 없음 

- 배당 수취 권한: LP 및 Sponsor LP가 동순위 권한을 가지며,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잔여재산에 대

하여도 균등한 분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 배당 수취 권한 

General Partner 권한 없음 

Sponsor LP 5.5%에 대한 배당수취 

LP 94.5%에 대한 배당수취 

우선주 주주 투자자 1인당 $1,000씩, 125의 우선주 투자자를 모집 예정이며, 연 12.5%의 배

당에 대해 우선 수취 권한 보유 (125인 기준 연 $15,625) 

 

※ 부동산 매입 일정(예정) 

- SPC1, SPC2, SPC3 설립: 6월 중 예정 

- 계약금 등 약 $5M (변동 가능) 지급: 7월 초순 예정 

- 잔금 약 $277.4M (변동 가능) 지급 및 소유권 이전: 7월 중순 예정 

 

※ 부동산 매도인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매도인 
Atlanta Office Investment Phase I, L.L.C., 

(스테이트팜이 본건 오피스 개발/보유 목적으로 설립한 SPC) 

매매대금 USD 282,400,000 

기타 

본건의 경우, Sales and Leaseback 형태의 거래이며, 스테이트팜이 매도인

인 동시에 주요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매도인이 본건 자산 100%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상의 주요 계약해지 요건(조율 및 협의 중) 

1. 매도인 해지 요건 

- 매수인이 계약 요건(예: 매매대금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고, 

- 매도인이 해당 시점에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며, 

- 시정 요구 통지 시점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계약불이행 사유를 치유하지 못한 경우 

→ 매도인의 구제 수단: 계약금 몰취(손해배상) 

 

2. 매수인 해지 요건 

- 매도인이 계약 요건(예: 기존 설정 근저당권 해지)을 이행하지 못하고, 

- 매수인이 해당 시점에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며, 

- 시정 요구 통지 시점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계약불이행 사유를 치유하지 못한 경우 

→ 매수인의 구제수단: 계약금 및 이에 대한 발생이자 그리고 제3 관계자들에게 발생한 실제 경상비용 반환청

구 가능 (한도: USD 3.5M)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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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종결일(Closing) 이후 위반사항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거래종결일 이후 이행하여야 하는 행위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거래

종결일 이후부터 계약 후 유효기간(Survival Period) 이내에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측면에서 정확하

지 않으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짐. 다만, 

-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가 총 $50,000.00 미만인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 거래종결일 이후 손실에 대한 매도인의 총 채무는 매수가격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 제3자로 하여금 매도인에 대한 대위권을 허용할 수 없으며,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징벌적 또는 간접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 

 

4) 부동산 매각(Exit) 전략 

- 대상 부동산에 대한 7년 6개월의 신탁계약기간을 감안하여 만기 1~2년 전부터 자산매각을 추진할 예

정입니다. 

- 신탁계약기간 만기 전이라도 우호적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자본차익 가능성 등이 있다면 자산의 중도

매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금 중도 상환수수료, 환율 및 기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약 3,583억원으로 매각을 진행할 경우, 매

각이익 및 매각손실 없이 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해당 금액은 제반 가정변경에 따라 

추후 변동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하여 자산매입 이후 현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적절한 

매각가격 및 시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자산가치 하락, 환율 등 비우호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 실패 혹은 지연 시 자본시장법상의 

조치(수익자총회)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매각이 

지연되더라도 장기 임차계약과 안정적인 임대료 수취(연 2% 상승)는 가능합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적절히 비교할 수 있는 비

교지수를 선정하기 곤란하여 비교지수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미국 경제 현황 (자료출처: CIA 및 Bloomberg 기준)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집합투자기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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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아래와 같이 자산의 매입 / 운용 / 처분관련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투자신탁의 위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1) 부동산 자산의 매입관련 위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동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세무관련, 경제적 및 물

리적 위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사는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위험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법률적/세무관련 위험: 미국 현지 법무법인 Baker & Mckenzie(법률/세무) 및 국내 법무법인 세종(법률) 

및 법무법인 율촌(세무)을 통해 대상 자산 매입에 필요한 미국 현지 법률/세무실사 및 제반 서류관련 

업무를 진행 예정하였으며, Ernst & Young을 통하여 현지 REIT 설립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한 용

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경제적 위험: 현지 감정평가법인 CBRE로부터 대상 자산의 시장가치 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현지 재무컨설팅업체인 FTI Consulting 및 국내 안진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대상 자산의 현금흐름 분석 

및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파악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물리적/환경적 위험: 현지 물리/환경 실사 법인 AEI Consultants를 통해 대상 자산의 현황, 관리상태, 예

상 수리비용 등 검토 및 위험물질 존재 여부 등 대상 자산의 환경조건(recognized environmental 

conditions)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실사보고서 주요 내용 

▶ 부동산 거래가격/거래비용 

① 부동산 거래가격의 경우, 최근 실제 거래사래 및 애틀랜타 오피스 시장상황을 통해 검토를 수행

하였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현지 법무법인(B&M)의 세무

검토를 통해 발생 여부 및 예상 금액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 실사자 

① 감정평가: CBRE 

② 재무실사: FTI Consulting Inc.  

③ 물리/환경실사: AEI Consultants 

④ 법률실사: Baker & Mckenzie  

⑤ 세무실사: Baker & Mckenzie 

⑥ REIT실사: E&Y 

 

[감정평가] 

- 최종 감정평가가액: USD 287,000,000 

- 평가 방법: 자본환원율 접근법 및 현금흐름할인법의 2가지 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입지: 본건 자산이 소재한 Central Perimeter 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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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대료 및 임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uckhead, Midtown 및 Downtown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 주거 단지가 점차적으로 북쪽으로 형

성되어가는 점 및 State Farm 및 Mercedez Benz와 같은 우량 기업이 본사 지역으로 선점한 점은 

본건 소재지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실사] 

- FTI Consulting이 수행한 절차는 제공된 자료 및 가정 등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경

제상황이나 재반 가정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매도인 제공 재무모델과 실제 임대차계약상의 예상 임대료와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별도로 수정이 필

요한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건 오피스 면적의 100%를 사용하는 스테이트팜은 실제로 triple net lease인 점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발생 영업비용 기준으로 매년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영업비용과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리실사] 

- 실사결과 요약표 

항목 양호 보통 불량 N/A 
수리 즉시 예상 비용 

필요 수리  (~12년차) 

3.1.1 지형, 배수시설 및 옹벽 √             

3.1.2. 포장, 주차 및 출입 √       교체   $45,820  

3.1.3 인도, 연석 및 경사로 √             

3.1.4. 조경/울타리/간판/조명 √             

3.1.5. 제반 시설 
 

    √        

3.1.6. 설비 √       

3.1.7. 기타 구조물       √       

3.2.1 토대 √             

3.2.2 프레이밍 √             

3.2.2 클래딩 √          

3.2.4 옥상 √             

3.2.5 건물 부속물 √      
 

      

3.2.6 문 및 창 √             

3.2.7 공용공간 내 편의시설       √       

3.2.8 공용공간 및 마감 √             

3.3.1 배관 및 급탕 장치 √             

3.3.2 광열 및 환풍 
 

    √        

3.3.3 전기 √             

3.3.4 수직이동수단 √      
 

      

3.3.5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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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화재 및 방재 √             

3.4.2 Down Units       √       

3.4.3 임차인 유닛 마감 √             

3.4.4 임차인 주방 및 화장실 √             

3.4.5 임차인 설치시설 √     
 

      

4.1 습기 및 공팡이 √             

6.1 건축법규 위반사항 √             

6.2 화재법규 위반사항 √             

6.4 에너지 효율 √             

7.0 진입성 √      
 

      

합  계   $0  $45,820 

                  

즉시 수리 예상 비용 $0  $0/SF   

총 예상비용의 현재가치 $45,820  $0.08/SF $0.01/SF/YR 

총 예상비용의 가치(연 2.5% 물가상승 연동) $52,585  $0.09/SF $0.01/SF/YR 

 

[환경실사] 

- 개요: AEI Consultants는 Georgia주 Central Perimeter 소재 스테이트팜 지역본사 빌딩에 대한 환경 

실사(Phase I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를 완료하였으며, 본 실사의 주 목적은 대상 자산 관

련 환경조건(recognized environmental conditions)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ASTM Practice E 

1527-13 및 EPA Standards and Practices 기준에 따라 환경 조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 실사 결과 및 의견: 위험 물질 존재 여부, 석유물질 방출 여부 및 과거 방출내역에 해당하는 

REC(recognized environmental conditions) 및 CREC(Controlled Recognized Environmental 

Concerns)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action을 취해야 할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법률실사] 

- 개요: 투자대상 부동산 취득과 주요 계약 및 소송 등에 관한 법률실사를 수행한 업체는 Baker & 

Mckenzie입니다. 본 실사는 대상자산에 한정하여 법무법인이 제공받은 자료에 의존하여 법률적인 측

면에서만 조사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소유권 및 조사 사안(Property Title and Survey Matters):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

여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권 약정(title commitment) 및 조사(survey)에 대한 검토를 수행

하였습니다. 본건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중대하거나 부당한 방해 또는 위험을 구성하는 사항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소송: Data Room 또는 등기부상 소송에 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차 계약: 본건과 관련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State Farm 및 Compass Group 두 건이며, 해당 

임대차계약들은 표준적이고 상당히 임대인 친화적인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르

면 임차인은 SNDA 및 금반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시장의 관행대로 각자의 세금 및 운

영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들은 일반적으로 해지권, 독점권 조항 또는 그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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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우려할만한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사 결과 및 의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실사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본건 부동산은 투자등급의 부동산

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건 부동산에 관계된 임대차, 계약들 및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

다. 

 

[세무실사] 

- 본건 부동산 취득단계:  

 본건 취득 단계에서 Georgia주 거래세가 매입가의 0.1%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조지아 주 세법상 

거래세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거래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

니다. 

- 본건 부동산 운용단계:  

 Corporate income tax(Georgia 주): 해당사항 없음 

 Net worth tax(Georgia 주): 본건 REIT 단계에서 최대 $5,000까지 부과될 가능성 존재 

 Business and occupation tax(Georgia 주): (i) 행정 수수료 $75, (ii) 임대수입 $10,000미만까

지는 $50, $10,000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2.15% 부과될 가능성 존재 

 본건 REIT의 경상배당에 대한 원천세: 15% 과세 

- 본건 부동산 처분단계:  

 양도차익배당에 대한 연방소득세 35% 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한국): 최대 14% 

 

[REIT실사] 

- 개요: 본 REIT 실사의 목적은 미국 현지 SPC의 설립을 통해 대상자산을 매입할 경우, 대상자산이 창

출하는 수익이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상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여 SPC가 REIT로서의 

세제혜택(Tax Benefit)을 향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 및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자산이 REIT 요건 부합을 위한 수익 테스트(Income Test)와 자산 테스트(Asset Test)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제공받은 임대차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 수익 테스트 (Income Testing) 관련 사항: IRS  856(c)(2) 및 (c)(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적격 수

익으로 간주될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운용 기간에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산 테스트 (Asset Testing) 관련 사항: IRS  856(c)(4)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적격 자산으로 간주

될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운용 기간에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동산 거래가격/거래비용 

① 부동산 거래가격의 경우, 최근 실제 거래사래 및 애틀랜타 오피스 시장상황을 통해 검토를 수행

하였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현지 법무법인(B&M)의 세무

검토를 통해 발생 여부 및 예상 금액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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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익 영향 요소 등 

재무실사 업체인 FTI Consulting을 통해 영업현금흐름(임대수입 및 영업비용)에 대한 실사를 수행

한 바, 관련 임대차 계약서 및 서비스 계약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실제 영업비용 지급 증빙 

확인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자산의 운용관련 위험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가장 큰 위험은 임대료 및 공실 위험, 임차인의 신용위험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부동산 자산은 글로벌 최고수준의 기업으로 구성된 높은 신용도의 임차인과 장기계약

을 맺고 있어 임차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자산의 처분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7년 6개월간입니다. 하지만 본 투자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변수, 시장여건 등에 따라 매각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매각이 지연되어 신

탁계약기간의 만기가 연장되거나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자산의 처분위험과 관련하여, 매각시점의 미국 경제 및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동 부동산의 매각가격

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변화를 주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외화로 표시되는 투자자산에 대해 별도의 환헤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투자에 따른 환

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개별적으로 환헤지 수단을 

강구하시어야 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함에 따라 미국달러와 관련한 환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익을 환율 변동으로 잃을 수 있으며 환율 변동이 부동산투자에 따른 손실을 확대시킬 수도 있기에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해외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인 오피

스빌딩의 공실률, 임대료 수준의 변동 및 오피스빌딩의 매각가격 등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이 결정됩니다. 또한,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으로 인해서도 투자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4.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18.11.30)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수 

운용자산 

규모 

최창훈 1969 사장 45개 69,088억원 

오하이오 주립대 경영학과 

현)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투자부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규모: 46,282억원 개수: 28개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등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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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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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실적 추이 

연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기간 17.12.01~'18.11.30 17.07.10~'17.11.30 - - - 

투자신탁 23.05 - - - -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

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위험 

부동산 경기 및 수급 상황, 거시경제 환경 등 부동산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변수의 변화등으로 임대수익률 및 매각가격이 변동하여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외국통화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

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

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환율 인

하),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러한 환율변

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금액을 고려하시어 이 집합투자기구와는 

별도로 환헤지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함에 따라 미국통화(미국달러)와 관련한 환위험

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에 따른 이익을 환율 변동으로 잃을 수 있으며(환율 

인하에 따른 손실), 환율 변동이 부동산투자에 따른 손실을 확대시킬 수도 있기에 환위

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기변동 위험 

급격한 거시경제환경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의해 실제 투자기간이 기본 투자기

간인 7년 6개월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청산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신탁 해지 후 신탁재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권리

와 의무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투자신탁 해지 이후 해지 전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사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집합

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량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이 투

자신탁도 상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실위험 
부동산 시장상황 등의 변화 및 임대료 수준변화에 따른 공실률의 증가로 투자손실이 발

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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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지연 위험 

보유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환경의 변화, 거시경제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

으로 인하여 신탁계약기간 내에 매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매각이 지연된다는 것은 투

자금을 기한 내에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자금운용을 계획시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매각손실위험 
현지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실패 또는 매각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

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조기상환 위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부동산의 매각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은 예정보다 빨리 상환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자금운용 계획시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집합투자증권 

설정취소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집(판매)이 예정된 규모 이하인 경우 또는 부동산시장 및 환율 등이 급

변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거래 

무산에 따른  

조기 해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투자대상 부동산 매입 거래가 무산되어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매입 거래를 위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전 납입한 계약금에 대한 손실이 발

생합니다. 또한 미국으로의 송금을 위해 환전해 놓은 투자원금은 원-미국달러 환율 변

동에 따라 가치가 변하게 되어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신용위험 

투자대상 오피스빌딩 임차인에게 신용등급 하락 등의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미지급 등으로 인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하락 및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은 임차인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중도해지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 조항 

등에 따라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

하여 수취하게되는 경우 일부금액 미수취 또는 수취 지연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상장거래에 따른 

가격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증권시장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

우 거래가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기준가격(NAV)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여 임대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으로 위험등급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나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잘 인지하고 투자신탁의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함에 따라 미국달러와 관련한 환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에 따른 이익을 환율 변동으로 잃을 수 있으며 환율 변동이 부동산투자에 따른 손실을 확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환변동성을 잘 인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분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20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자산의 매입 / 운용 / 처분관련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위험 관리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내국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

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과세 및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실물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제도의 변

경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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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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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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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

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

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설정일 이후 90일 이내)합니다.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

합투자기구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

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은 최초설정일로부터 7년 6개월이지만 본 투자대

상 부동산의 매각은 이보다 빨리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실제 매각시점에 따라 

신탁계약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신탁계

약기간이 연장되어 상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시장 상황에 따

라 매각 실패 또는 매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부동산을 약 3,583억

원으로 매각진행할 경우 매각이익 및 매각손실 없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

지만 해당 금액은 제반 가정변경에 따라 추후 변동이 가능합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함에 따라 미국달러와 관련한 환위험에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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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에 따른 이익을 환율 변동으로 잃을 수 있으며 환율 

변동이 부동산투자에 따른 손실을 확대시킬 수도 있기에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은 임차인에게 신용등급 하락 등의 크레딧 이

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가 미지급 되는 등의 임차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동산 시장상황 등의 변화 및 임대료 수준변화에 따른 공실률 증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 회계기간 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

탁입니다. 다만,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부동산 임차인의 

사업성과 등 영업환경과 신용도, 다양한 경제변수 등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아 안

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사유 및 향후 처리 계획을 관련 법령과 이 집합투자

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14. 모집예정금액 미달 시 오피스빌딩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법률적 결함/건물 

자체결함 및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인해 오피스빌딩 인수가 불가

능하거나 지체될 수 있어 투자 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15. 오피스빌딩 매각이 지연될 경우, 선순위 대출 만기 도래에 따른 리파이낸싱

(Refinancing) 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

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미합중국 또는 그 영토, 속령 혹은 관할지에서 또는 이러한 지역들 및 미합중

국의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의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특별지정제재대상국(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으로 지정한 국가에 속

하는 지역들의 국민이나 거주자들에게 모집되거나 매도되지 않기에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투

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합중국 또는 그 영토, 속령 혹은 관할지 또는 이러한 지역들의 국민이나 거주자들이 이 투자신탁

에 투자 시 현지 원천징수세율이 상향조정되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Citizens or residents whose country is designated as a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23 

by the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under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 or 

those of the United States, its land, territory, or region of jurisdiction cannot subscribe, 

redeem or trade shares of this investment trust so foreign nationals who fall under the 

aforementioned criterion should be aware that they are unable to invest in this investment 

trust. 

If the citizens or the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its land, territory, or region of jurisdiction 

invest in this investment trust, there exists a risk that the investment trust’s profits fall due 

to a rise in the local withholding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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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BR37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투자신탁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폐쇄형(환매가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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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판매)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47,000,000좌(1,470억원 상당액)를 모집할 예정이며, 판매단위는 1좌 단위입니다. 다만, 최초설

정시점의 환율 등에 따라 모집 좌수 및 금액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모집(판매)기간 이후에는 추가모집

을 하지 않습니다.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모집예정금액인 1,470억원 미만 등)인 경우 또는 부동산

시장 및 환율 등이 급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정이 취소되는 경우 투자자가 기납입한 수익증권 매입금액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

를 통해 환급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판매)기간 

판매회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2017년 7월 10일까지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판매)하

며, 모집(판매)기간 이후에는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 모집(판매)금액 조기 모집완료시 모집예정기간은 예정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모집(판매)장소 

판매회사 본ㆍ지점(미래에셋대우)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창구에서 직접 매

입 신청하셔야 하며, 1좌 단위(1좌당 가격은 1,000원)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가입 가능금액은 판매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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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의 상장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일로부

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의 거래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

게 됩니다. 

 

나. 상장요건 

(1) 규모요건: 신탁의 원본액이 3억원 이상일 것 

(2) 발행요건: 당해 수익증권이 모집 또는 매각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3) 1좌당 원본액: 1좌당 원본액이 500원 이상일 것 

 

다. 상장폐지요건 

(1) 규모요건: 신탁의 원본액이 3억원 미만이 되어 시장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전액 중도환수: 수익증권의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전액 환수된 경우 

(3) 기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9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

가 수익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상 장 시 장  명 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 장 예 정 일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 

거 래 방 법 증권시장을 통한 경쟁매매 

 

※ 상기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상장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장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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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BR37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17.07.10 최초설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7년 6개월간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각 그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투자신탁 해지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투

자대상 부동산 매입 거래가 무산되어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에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

다) 

▶ 신탁계약서 제17조제1항1제1호에 의한 보유 부동산등의 전부매각 등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의 전액 회수

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전액회수일(외국납부세액 환급금 회수일 포함)까지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

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직위 운용현황(18.11.30)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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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수 

운용자산 

규모 

최창훈 1969 사장 45개 69,088억원 

오하이오 주립대 경영학과 

현)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투자부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규모: 46,282억원 개수: 28개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등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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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기 간 (책임)운용전문인력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폐쇄형, 단위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임대수익 및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부동산등 60% 이상 

법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 

② 지분증권 4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

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채권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및 이와 유사

하거나 동일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

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하며,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

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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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하며, 이와 유사하거

나 동일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음등”

이라 한다) 

⑤ 집합투자증권 40% 미만 
법 제9조제21항에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⑥ 파생상품 

파생상품 위

험평가액 기

준 10% 미

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부동산∙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

으로 하는 것 

⑦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⑧ 

단기대출, 금융

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

하는 것을 말함. 

⑨ 자금의 차입 
순자산총액 

200% 이내 

법 제94조 및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

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

니다. 

1) 차입금의 규모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집합투자자총회

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한 한도 

2)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

에게 차입할 것.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금전을 차입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

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서는 안됩니다. 다만, 차입한 금전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투

자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

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

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6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

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

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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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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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

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

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

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

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동일종목 

투자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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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

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ㆍ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

우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부동산개발회사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

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동일법인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회사 또는 동일한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 

집합투자기

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

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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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주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처분행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

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

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

하여 이 투자신탁이 합병∙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전대여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대여금 한도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

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동일종목투자”, “동일법인 발행주

식”,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파생상품 매매”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미국 애틀랜타(Atlanta)에 위치한 오피스빌딩에 투자하여 임대수익과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1) 투자대상건물의 개요 및 임대현황 (2017년 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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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으로부터 약
30분 거리

400번
고속도로

스테이트팜

던우디역

메디컬센터역

Buckhea
d

벅헤드역

메디컬센터역

던우디역

5분
소요

2분
소요

Central 
Perimete

r

 

구분 내용 

투자대상 미국 애틀랜타 오피스빌딩(Park Center 1) 

위치 236 Perimeter Center Pkwy NE, Atlanta, GA 30346 

준공연도 2016년 12월 

대지면적 151,992 sqf (약 4,271평) 

임대면적 

590,926 sqf (약 16,607평)  

- 업무시설: 569,778 sqf (약 16,012평) 

- 상업시설: 14,985 sqf (약 421평) 

- 기타
1)
: 6,163 sqf (약 173평) 

층수 지상 21층 / 지하 4층 

주차대수 2,291대 

임차인 

업무시설: 스테이트팜(State Farm Mutual) 단독 임차 

(총 임대면적의 약 96.5%) 

상업시설: 콤파스 그룹 4,895sqf 임차 

(총 임대면적의 약 0.5%) 

임차료 
업무시설: USD 27.56/sqf/year 

상업시설: USD 13.25/sqf/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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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타: 관리사무실, 경비실 및 창고 등 

 

* 부동산 입지에 관한 사항 

미국 애틀랜타 광역지역의 Central Perimeter Submarket에 소재한 프라임급 캠퍼스형 신축 오피스빌딩입니다. 

애틀랜타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14마일 거리에 위치한 투자대상 오피스빌딩은 285번 고속도로 및 400번 고

속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고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부터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또한 애틀랜타의 금융 및 

상업, 주거 중심지인 Buckhead 지역으로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요 임차인에 관한 사항 

[신용등급 및 재무현황] 

스테이트팜 개요 

설립연도 1922년 

본사 소재지 일리노이 주 블루밍턴 

신용등급 S&P기준 ‘AA’ / A.M. Best 기준 ‘A++’ 

주요 업무 분야 자동차보험 

직원 수 18,000명 (에이전트) / 65,000명(직원) 

(Source: https://www.statefarm.com/insurance/auto/resources/financial-strength-and-insurance-ratings) 

1922년 설립된 스테이트팜은 S&P 기준으로는 ‘AA’ 등급, A.M. Best 기준으로는 최고 등급인 ‘A++’의 신용

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수취보험료 기준 북미 손해보험사들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Fortune 500 기업 중 35위, Global 500 기업 중 93위에 랭크된 세계적인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이 투자신탁

의 투자대상 오피스 면적 100%(전체 면적의 약 96%)를 2017년부터 2037년까지 20년간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수취 보험료 기준 북미 Top10 손해보험사 - 2015년 기준] 

순위 손해보험사 
수취 보험료 

(십억달러)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 

개인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1 스테이트팜 59.4 10.09% 18.31% 

2 올스테이트 30.2  5.13% 10.04% 

3 버크셔 해서웨이 30.0  5.09% 11.43% 

4 리버티 뮤추얼 보험 29.8  5.07% 4.98% 

5 트래블러스 보험 23.2  3.94% 1.69% 

6 프로그레시브 보험 21.3  3.63% 8.78% 

7 네이션와이드 보험 19.6  3.33%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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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머스 보험 19.1  3.24% 5.00% 

9 AIG 19.0  3.23% N/A 

10 USAA 16.7  2.85% 5.29% 

 

[스테이트팜 재무현황] 

재무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자산 (십억 달러) $114.93 $129.34 $138.80 $138.50 $147.70 

순 보험료 수입
 
(십억 달러) $33.21 $34.62 $36.30 $37.09 $39.59 

YoY 증가율(%) 1.75% 4.25% 4.84% 2.20% 6.74% 

(Source: https://www.statefarm.com/about-us/company-overview/company-profile/annual-reports) 

 

[업무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 주요 사항] 

스테이트팜 임대차계약 주요 사항 

임차인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mpany 

임대차 개시일 거래종결일 

임대차 만기일 임대차 개시일(거래종결일)로부터 20년 

임대기간 20년 

연장 옵션 a) 5년*4회 또는 b) 10년*2회 / 행사 시 누적 임대차기간 총 40년  

연장 옵션 통지 기간 임대차기간 종료일 30개월 전에서 임대차기간 종료일 24개월 전까지 6개월 

중도해지 옵션 중도해지 옵션 없음 

임차 면적 569,778 sqf (16,012평) 

임대료 $27.56/sqf/yr (연 고정 임대료 상승률: 2.0%) 

지급 방법 

• 매월 초 선급(연 12회) 

• NNN
1)

 

• 현 임대면적
2)
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임차인 부담 

• 빌딩 전체 공용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비율(전체 임대면적의 약 96%)을 적용하여 

부담 

임차인 EOD 발생 시 

임대인 보상책 

• 임차인의 점유 권리는 박탈되며, 임차인은 재임대를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일체 부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점유 권리 박탈 시점으로부터 임대만

기까지의 잔여 임대료를 임차인이 지급  

 신규 임차인을 확보한 경우: 점유권리 박탈 시점으로부터 임대만기까지의 신규 임

차인의 임대료가 동기간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료에 미달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  

• 손해배상 조항 등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추가 보상액 수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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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점유 권한 
임차인 및 관계사가 오피스 면적의 50% 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인은 50,000sqf 이상

의 면적을 주요 보험사들에게 임차인의 사전동의 없이 임대할 수 없음 

독점적 주차 권한 24시간: 총 2,291대 중 2,164대 

*스테이트팜 임대차 계약 및 기타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을 SPC1을 통해 승계 예정
 

1)
 NNN(Triple Net): 임대료와 더불어 부동산세, 보험료 및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차 형태  

2) 
임대면적: 미국의 임대면적(Net Rentable Area)은 전용면적 및 일부 공용면적의 합을 의미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 주요 사항] 

콤파스 그룹 임대차계약 주요 사항 

임차인 Compass Group (스테이트팜 구내 식당 서비스 제공) 

임차인 소개 
• 구내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제 급식업체  

• 50여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500,000여명의 임직원 근무 중 

임대차 개시일 2017년 01월 02일 

임대차 만기일 2022년 01월 01일 

임대기간 5년 

연장 옵션 5년*1회 / 행사 시 누적 임대차기간 총 10년  

연장 옵션 통지 기간 임대차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임차 면적 3,365 sqf (95평) 

임대료 
• 기본임대료 : $13.25/sqf/yr (연 임대료 상승률 3.0%) 

• 매출액 연동 임대료: 총 매출의 2.2% 지급(US$ 2,000,000 상회 시) 

지급 방법 

• 기본임대료 : 매월 초 선급(연 12회) 

• 매출액 연동 임대료 : 매년 말 후급(연 1회) 

• NNN
 
(보험료, 부동산세,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 

• 현 임대면적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임차인 부담 

• 빌딩 전체 공용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비율(전체 임대면적의 약 0.57%)을 적

용하여 부담 

 

2) 자금조달 구조 

오피스빌딩 투자에 필요한 총 금액은 3,368억원 수준이며, 세부 조달구조 및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조달 사용계획 

맵스미국부동산11호 
1,470억원 

(USD 127.8M) 
부동산매입가액 

3,248억원 

(USD 282.4M) 

이 투자신탁 이외 투자자 
81억원 

(USD 7.0M) 

매입관련부대비용 및 

 자본적지출 등 주2) 

120억원 

(USD 10.4M) 

부동산담보대출 주1) 
1,817억원 

(USD 158M) 
- - 

합 계 
3,368억원 

(USD 292.8M) 
합 계 

3,368억원 

(USD 292.8M)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36 

※ 위 자금조달규모 및 내용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시장상황, 환율 등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시장상황,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자금조달 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 부동산담보대출 주요 사항 (2017년 6월 현재) 

선순위 담보대출의 금리는 본건 거래종결일 및 대출 실행일에 고정이 될 예정입니다(2017년 7월 13일 예정). 

다만, Interest Rate Swap을 통해 사전에 고정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제반 비용 및 실익을 고려

하여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주 Column Financial, Inc. (Credit Suisse 자회사) 

차주  CORPORATE PROPERTIES TRUST II SPE #1, LLC (“SPC 3”) 

대상자산 미국 애틀랜타 오피스빌딩 (Park Center 1) 

대출 형태 선순위 담보대출 

대출 금액 $158,000,000 

대출 만기 7 년 

상환 방식 원금 만기 일시상환 

이자 지급 매월 이자 지급(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이자율 
이자율 고정시점에 다음의 금리로 7 년 고정금리 확정 예정 

- 7Y Treasury Rate + 124bps (Floor: 3.06%) 

대출취급수수료 없음 

조기상환 

- 대출만기일로부터 6 개월이 이전 시점(인출 후 6 년 6 개월) 이후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금지기간(대출실행일로부터 3 년 또는 유동화 완료일로부터 2 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이 지난 시점부터인출 후 6 년 6 개월이 되는 시점 이전에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아래의 방식으로 조기 상환 가능함.  

1. Yield Maintenance: 아래 금원의 지급을 통해 조기 상환 가능 

(1) 대출원금 

(2) 조기상환 시점에 해당되는 미지급 발생이자 

(3) 조기상환수수료: 미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이자금액을 

조기상환시점으로 할인한 금액(단, 조기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되는 대출원금의 

1% 하회할 수 없음) 

2. Defeasance:  

(1) 조기상환 시점에 해당되는 미지급 발생이자 

(2) 대주에게 기존 대출의 이자율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국채를 제공함으로써 

담보교체 

기한이익 

상실사유 

- State Farm 의 임대차계약에 의거한 디폴트 사유 발생 시 

- State Farm 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하로 하락할 경우 

- State Farm 의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할 경우 

- State Farm 의 현 임차면적이 50%이상 감소할 경우 

- State Farm 의 자발적, 비자발적 파산신청 시 

*이 투자신탁의 차입비율(=부채총액/순자산)은 약 1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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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매입관련 부대비용 및 자본적지출 등 관련 사항 

사용 목적 지급처 지급 예정액 (단위: 억원) 

현지 매입자문 수수료 Transwestern 4.6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관련 행정기관 9.8  

경계 및 구획 검토 자문 TerraMark 0.3  

물리환경 실사비용 AEI 0.3  

공동투자자 현지 법률실사비용 King & Spalding 5.8  

회계 및 세무 구조 자문비용 Ernest & Young 0.9  

감정평가비용 CBRE 0.5  

현지 기타 실사비용 미정 1.3  

대주 실사 비용 (법률실사 등) 대주 6.1  

대출 주선 수수료 Eastdil 7.8  

자산운용 매매보수 미래에셋자산운용 46.0  

당사 현지 법률실사비용 Baker & Mckenzie 1.7  

당사 현지 재무실사비용 FTI Consulting 0.5  

당사 국내 법률실사비용 세종 법무법인 2.0  

당사 국내 재무실사비용 PwC 삼일 0.4  

예비비 예비비 32.0  

합계 120 

* 작성일 현재 예상되는 내역이며, 추후 업무범위 추가/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3) 투자구조 

이 투자신탁은 현지 파트너인 Transwestern Investment Group과 공동 투자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지분증권 취득을 통해 오피스빌딩을 소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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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투자구조 및 투자/지분 비율 등은 자산, 법률, 회계 실사 결과에 따라 추후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리츠 주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자 1인당 $1,000씩, 125인의 우선주 투자자를 모집 예정이며, 미국 현지 

판매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위탁 회사를 통해 모집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우선주 주주의 경우, 배당 우선 수취 

권한 외 별도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투자구조 관련 기관들의 역할 및 지급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eneral Partner : Corporate Properties Trust II GP, L.L.C. 

- 업무: 일반적인 현지 부동산관리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의 경우 펀드의 승인 

필요 

2) Sponsor LP : Transwestern Corporate Properties II Investor, L.P. 

- 업무: 5.5% 지분에 대한 배당 및 매각차익 수취 권한(주요 의사결정 권한 없음) 

3) TCPA : Transwestern Corporate Properties Advisor L.P. 

- 업무: 현지 REIT의 전반적인 일상 관리 업무를 위하여 Transwestern에서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이며, 

본 REIT의 자금통제 계획 및 관리는 co-sign 형태로 진행할 예정임. 일상 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납입액의 0.35%/연(LP 지분의 0.40%) 지급 예정임 

4) TCS : Transwestern Commercial Services, L.L.C. 

- 업무: 현지 SPC의 전반적인 일상 관리 업무를 위하여 Transwestern에서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이며, 

본 SPC의 자금통제 계획 및 관리는 co-sign 형태로 진행할 예정임 

 

※ 본건 합자회사의 부동산투자목적회사 해당 여부 관련 검토 

- 부동산투자목적회사란,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되고, 해당 회사와 그 종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인 회사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사목) 

- 본건 Limited Partnership(이하 ‘SPC 1’)의 Amended and Restated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에 

따르면, 본건 SPC의 목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본건 REITs(이하 ‘SPC 2’) 및 본건 Property 

Co.(이하 ‘SPC 3’))를 통해 (a) 본건 부동산을 취득, 소유, 관리, 임대, 자금 조달, 개발, 투자목적 보유 및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이러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해당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b) GP 및 LP 

지분, limited liability company member의 지분(본건 SPC 2의 지분 포함), 주식, 워런트(신주인수권), 옵

션 또는 기타 지분권 및 채권을 취득, 소유, 투자목적 보유 및 궁극적으로 처분하고, 상기 (a)의 목적을 달

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권리의 소유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

시 말하여, 본건 SPC1는 본건 SPC2 및 본건 SPC3 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본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본건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첫째, 본건 SPC1은 본건 SPC2 및 본건 SPC3를 통하여 본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둘째, 본건 부동산은 본건 SPC1및 그 종속회사인 본건 SPC2 및 본건 SPC3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으로서 총 자산의 100분의 9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 SPC 1는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동산이란, (i)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ii)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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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및 운영,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

리의 취득 및 이와 관련된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x) 부동산 및 (y) 부동산이 신탁재산 또는 집

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합

니다(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40조 제4항 및 제5항).  

** 종속회사란, 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합니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의3제1항). 

 

위의 투자 구조에 따른 각 주체별 권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결정사항(Major Decisions): LP 단독 결정사항입니다. 

주체 주요 결정사항 

General Partner 의결권 없음 

Sponsor LP 본건 자산을 3년 이내 매각할 경우 동의권 보유 

LP ⑪  본건의 매각 

⑫  연간 운영 예산 

⑬  파이낸싱 또는 리파이낸싱 

⑭  신규 LP 참여 또는 신규 지분 발행 

⑮  추가 Capital Call 실행 

16  지분 상환 및 소각 

17  파트너쉽과 General Partner간의 거래 

18  파트너쉽의 권리보호를 위해 요청되는 법적절차 진행 또는 합의 시

($1,000,000 초과) 

19  LP 또는 제3자 대출 

20  파트너쉽에 의해 승인된 감사인의 교체 

우선주 주주 의결권 없음 

- 중대한 주요 결정 사항(Material Major Decisions): 전원동의 결정 사항입니다. 

주체 중대한 주요 결정사항 

General Partner 

Sponsor LP 

LP 

⑥  본건 이외의 자산 매입 

⑦  State Farm 임대차계약 수정 또는 해제 

⑧  현지 자산운용업체(Investment Manager)와 체결된 계약서의 수정 또는 해제 

⑨  합병, 청산 등 

⑩  파트너쉽 또는 REIT의 tax classification 변경 

우선주 주주 의결권 없음 

- 전반적인 관리 업무: GP 단독 결정 사항입니다. 

주체 전반적인 관리 업무 

General Partner Day-to-day operation에 대한 권한 보유 

Sponsor LP 의결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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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의결권 없음 

우선주 주주 의결권 없음 

- 배당 수취 권한: LP 및 Sponsor LP가 동순위 권한을 가지며,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잔여재산에 대

하여도 균등한 분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 배당 수취 권한 

General Partner 권한 없음 

Sponsor LP 5.5%에 대한 배당수취 

LP 94.5%에 대한 배당수취 

우선주 주주 투자자 1인당 $1,000씩, 125의 우선주 투자자를 모집 예정이며, 연 12.5%의 배

당에 대해 우선 수취 권한 보유 (125인 기준 연 $15,625) 

 

※ 부동산 매입 일정(예정) 

- SPC1, SPC2, SPC3 설립: 6월 중 예정 

- 계약금 등 약 $5M (변동 가능) 지급: 7월 초순 예정 

- 잔금 약 $277.4M (변동 가능) 지급 및 소유권 이전: 7월 중순 예정 

 

※ 부동산 매도인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매도인 
Atlanta Office Investment Phase I, L.L.C., 

(스테이트팜이 본건 오피스 개발/보유 목적으로 설립한 SPC) 

매매대금 USD 282,400,000 

기타 

본건의 경우, Sales and Leaseback 형태의 거래이며, 스테이트팜이 매도인

인 동시에 주요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매도인이 본건 자산 100%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상의 주요 계약해지 요건(조율 및 협의 중) 

1. 매도인 해지 요건 

- 매수인이 계약 요건(예: 매매대금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고, 

- 매도인이 해당 시점에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며, 

- 시정 요구 통지 시점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계약불이행 사유를 치유하지 못한 경우 

→ 매도인의 구제 수단: 계약금 몰취(손해배상) 

 

2. 매수인 해지 요건 

- 매도인이 계약 요건(예: 기존 설정 근저당권 해지)을 이행하지 못하고, 

- 매수인이 해당 시점에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며, 

- 시정 요구 통지 시점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계약불이행 사유를 치유하지 못한 경우 

→ 매수인의 구제수단: 계약금 및 이에 대한 발생이자 그리고 제3 관계자들에게 발생한 실제 경상비용 반환청

구 가능 (한도: USD 3.5M)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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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종결일(Closing) 이후 위반사항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거래종결일 이후 이행하여야 하는 행위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거래

종결일 이후부터 계약 후 유효기간(Survival Period) 이내에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측면에서 정확하

지 않으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짐. 다만, 

-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가 총 $50,000.00 미만인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 거래종결일 이후 손실에 대한 매도인의 총 채무는 매수가격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 제3자로 하여금 매도인에 대한 대위권을 허용할 수 없으며,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징벌적 또는 간접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 

 

4) 부동산 매각(Exit) 전략 

- 대상 부동산에 대한 7년 6개월의 신탁계약기간을 감안하여 만기 1~2년 전부터 자산매각을 추진할 예

정입니다. 

- 신탁계약기간 만기 전이라도 우호적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자본차익 가능성 등이 있다면 자산의 중도

매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금 중도 상환수수료, 환율 및 기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약 3,583억원으로 매각을 진행할 경우, 매

각이익 및 매각손실 없이 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해당 금액은 제반 가정변경에 따라 

추후 변동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하여 자산매입 이후 현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적절한 

매각가격 및 시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자산가치 하락, 환율 등 비우호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 실패 혹은 지연 시 자본시장법상의 

조치(수익자총회)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매각이 

지연되더라도 장기 임차계약과 안정적인 임대료 수취(연 2% 상승)는 가능합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적절히 비교할 수 있는 비

교지수를 선정하기 곤란하여 비교지수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미국 경제 현황 (자료출처: CIA 및 Bloomberg 기준)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집합투자기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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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아래와 같이 자산의 매입 / 운용 / 처분관련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투자신탁의 위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1) 부동산 자산의 매입관련 위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동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세무관련, 경제적 및 물

리적 위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사는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위험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법률적/세무관련 위험: 미국 현지 법무법인 Baker & Mckenzie(법률/세무) 및 국내 법무법인 세종(법률) 

및 법무법인 율촌(세무)을 통해 대상 자산 매입에 필요한 미국 현지 법률/세무실사 및 제반 서류관련 

업무를 진행 예정하였으며, Ernst & Young을 통하여 현지 REIT 설립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한 용

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경제적 위험: 현지 감정평가법인 CBRE로부터 대상 자산의 시장가치 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현지 재무컨설팅업체인 FTI Consulting 및 국내 안진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대상 자산의 현금흐름 분석 

및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파악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물리적/환경적 위험: 현지 물리/환경 실사 법인 AEI Consultants를 통해 대상 자산의 현황, 관리상태, 예

상 수리비용 등 검토 및 위험물질 존재 여부 등 대상 자산의 환경조건(recognized environmental 

conditions)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실사보고서 주요 내용 

▶ 부동산 거래가격/거래비용 

① 부동산 거래가격의 경우, 최근 실제 거래사래 및 애틀랜타 오피스 시장상황을 통해 검토를 수행

하였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현지 법무법인(B&M)의 세무

검토를 통해 발생 여부 및 예상 금액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 실사자 

① 감정평가: CBRE 

② 재무실사: FTI Consulting Inc.  

③ 물리/환경실사: AEI Consultants 

④ 법률실사: Baker & Mckenzie  

⑤ 세무실사: Baker & Mckenzie 

⑥ REIT실사: E&Y 

 

[감정평가] 

- 최종 감정평가가액: USD 287,000,000 

- 평가 방법: 자본환원율 접근법 및 현금흐름할인법의 2가지 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입지: 본건 자산이 소재한 Central Perimeter 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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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대료 및 임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uckhead, Midtown 및 Downtown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 주거 단지가 점차적으로 북쪽으로 형

성되어가는 점 및 State Farm 및 Mercedez Benz와 같은 우량 기업이 본사 지역으로 선점한 점은 

본건 소재지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실사] 

- FTI Consulting이 수행한 절차는 제공된 자료 및 가정 등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경

제상황이나 재반 가정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매도인 제공 재무모델과 실제 임대차계약상의 예상 임대료와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별도로 수정이 필

요한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건 오피스 면적의 100%를 사용하는 스테이트팜은 실제로 triple net lease인 점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발생 영업비용 기준으로 매년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영업비용과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리실사] 

- 실사결과 요약표 

항목 양호 보통 불량 N/A 
수리 즉시 예상 비용 

필요 수리  (~12년차) 

3.1.1 지형, 배수시설 및 옹벽 √             

3.1.2. 포장, 주차 및 출입 √       교체   $45,820  

3.1.3 인도, 연석 및 경사로 √             

3.1.4. 조경/울타리/간판/조명 √             

3.1.5. 제반 시설 
 

    √        

3.1.6. 설비 √       

3.1.7. 기타 구조물       √       

3.2.1 토대 √             

3.2.2 프레이밍 √             

3.2.2 클래딩 √          

3.2.4 옥상 √             

3.2.5 건물 부속물 √      
 

      

3.2.6 문 및 창 √             

3.2.7 공용공간 내 편의시설       √       

3.2.8 공용공간 및 마감 √             

3.3.1 배관 및 급탕 장치 √             

3.3.2 광열 및 환풍 
 

    √        

3.3.3 전기 √             

3.3.4 수직이동수단 √      
 

      

3.3.5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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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화재 및 방재 √             

3.4.2 Down Units       √       

3.4.3 임차인 유닛 마감 √             

3.4.4 임차인 주방 및 화장실 √             

3.4.5 임차인 설치시설 √     
 

      

4.1 습기 및 공팡이 √             

6.1 건축법규 위반사항 √             

6.2 화재법규 위반사항 √             

6.4 에너지 효율 √             

7.0 진입성 √      
 

      

합  계   $0  $45,820 

                  

즉시 수리 예상 비용 $0  $0/SF   

총 예상비용의 현재가치 $45,820  $0.08/SF $0.01/SF/YR 

총 예상비용의 가치(연 2.5% 물가상승 연동) $52,585  $0.09/SF $0.01/SF/YR 

 

[환경실사] 

- 개요: AEI Consultants는 Georgia주 Central Perimeter 소재 스테이트팜 지역본사 빌딩에 대한 환경 

실사(Phase I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를 완료하였으며, 본 실사의 주 목적은 대상 자산 관

련 환경조건(recognized environmental conditions)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ASTM Practice E 

1527-13 및 EPA Standards and Practices 기준에 따라 환경 조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 실사 결과 및 의견: 위험 물질 존재 여부, 석유물질 방출 여부 및 과거 방출내역에 해당하는 

REC(recognized environmental conditions) 및 CREC(Controlled Recognized Environmental 

Concerns)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action을 취해야 할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법률실사] 

- 개요: 투자대상 부동산 취득과 주요 계약 및 소송 등에 관한 법률실사를 수행한 업체는 Baker & 

Mckenzie입니다. 본 실사는 대상자산에 한정하여 법무법인이 제공받은 자료에 의존하여 법률적인 측

면에서만 조사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소유권 및 조사 사안(Property Title and Survey Matters):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

여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권 약정(title commitment) 및 조사(survey)에 대한 검토를 수행

하였습니다. 본건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중대하거나 부당한 방해 또는 위험을 구성하는 사항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소송: Data Room 또는 등기부상 소송에 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차 계약: 본건과 관련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State Farm 및 Compass Group 두 건이며, 해당 

임대차계약들은 표준적이고 상당히 임대인 친화적인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르

면 임차인은 SNDA 및 금반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시장의 관행대로 각자의 세금 및 운

영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들은 일반적으로 해지권, 독점권 조항 또는 그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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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우려할만한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사 결과 및 의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실사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본건 부동산은 투자등급의 부동산

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건 부동산에 관계된 임대차, 계약들 및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

다. 

 

[세무실사] 

- 본건 부동산 취득단계:  

 본건 취득 단계에서 Georgia주 거래세가 매입가의 0.1%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조지아 주 세법상 

거래세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거래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

니다. 

- 본건 부동산 운용단계:  

 Corporate income tax(Georgia 주): 해당사항 없음 

 Net worth tax(Georgia 주): 본건 REIT 단계에서 최대 $5,000까지 부과될 가능성 존재 

 Business and occupation tax(Georgia 주): (i) 행정 수수료 $75, (ii) 임대수입 $10,000미만까

지는 $50, $10,000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2.15% 부과될 가능성 존재 

 본건 REIT의 경상배당에 대한 원천세: 15% 과세 

- 본건 부동산 처분단계:  

 양도차익배당에 대한 연방소득세 35% 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한국): 최대 14% 

 

[REIT실사] 

- 개요: 본 REIT 실사의 목적은 미국 현지 SPC의 설립을 통해 대상자산을 매입할 경우, 대상자산이 창

출하는 수익이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상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여 SPC가 REIT로서의 

세제혜택(Tax Benefit)을 향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 및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자산이 REIT 요건 부합을 위한 수익 테스트(Income Test)와 자산 테스트(Asset Test)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제공받은 임대차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 수익 테스트 (Income Testing) 관련 사항: IRS  856(c)(2) 및 (c)(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적격 수

익으로 간주될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운용 기간에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산 테스트 (Asset Testing) 관련 사항: IRS  856(c)(4)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적격 자산으로 간주

될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운용 기간에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동산 거래가격/거래비용 

③ 부동산 거래가격의 경우, 최근 실제 거래사래 및 애틀랜타 오피스 시장상황을 통해 검토를 수행

하였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④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현지 법무법인(B&M)의 세무

검토를 통해 발생 여부 및 예상 금액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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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익 영향 요소 등 

재무실사 업체인 FTI Consulting을 통해 영업현금흐름(임대수입 및 영업비용)에 대한 실사를 수행

한 바, 관련 임대차 계약서 및 서비스 계약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실제 영업비용 지급 증빙 

확인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자산의 운용관련 위험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가장 큰 위험은 임대료 및 공실 위험, 임차인의 신용위험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부동산 자산은 글로벌 최고수준의 기업으로 구성된 높은 신용도의 임차인과 장기계약

을 맺고 있어 임차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자산의 처분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7년 6개월간입니다. 하지만 본 투자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변수, 시장여건 등에 따라 매각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매각이 지연되어 신

탁계약기간의 만기가 연장되거나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자산의 처분위험과 관련하여, 매각시점의 미국 경제 및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동 부동산의 매각가격

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변화를 주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외화로 표시되는 투자자산에 대해 별도의 환헤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투자에 따른 환

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개별적으로 환헤지 수단을 

강구하시어야 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함에 따라 미국달러와 관련한 환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익을 환율 변동으로 잃을 수 있으며 환율 변동이 부동산투자에 따른 손실을 확대시킬 수도 있기에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해외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인 오피

스빌딩의 공실률, 임대료 수준의 변동 및 오피스빌딩의 매각가격 등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이 결정됩니다. 또한,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으로 인해서도 투자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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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기술되었으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에서 현재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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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

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

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위험 

부동산 경기 및 수급 상황, 거시경제 환경 등 부동산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변수의 변화등으로 임대수익률 및 매각가격이 변동하여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외국통화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

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

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환율 인

하),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러한 환율변

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금액을 고려하시어 이 집합투자기구와는 별

도로 환헤지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함에 따라 미국통화(미국달러)와 관련한 환위험

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에 따른 이익을 환율 변동으로 잃을 수 있으며(환율 인

하에 따른 손실), 환율 변동이 부동산투자에 따른 손실을 확대시킬 수도 있기에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연재해•화재 위험 

투자신탁 자산의 대부분이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구성되어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

성상, 예상치 못한 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에 의해 해당 투자신탁 자산의 가

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테러위험 
테러 위험을 고려한 재산보험에 가입하여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 할 예정이

나, 부보(Coverage)를 초과하는 피해 및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법률적 

위험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부동산의 가격은 한국 및 미국 정부의 정책 및 관련 법령의 

변경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

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중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

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수익은 해당 시장의 금리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은 미국의 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

다. 

- 매입시점: 거래종결 시점 이전에 현지 선순위 대출 이자율을 고정시킬 예정이나, 이

자율 고정시점까지 이자율 변동위험이 존재함 

- 상환시점: 담보대출의 연장 또는 신규대출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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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위험 

법률 실사를 통해 계약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고 계약불이행시 보상방안과 관련하여 점

검할 예정이나,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계약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사보고서  

관련위험 

투자대상 물건의 투자관련 실사보고서(감정평가, 법률실사, 물리실사 등)에서 고려하지 

못한 사실이나 위험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기변동 위험 

급격한 거시경제환경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의해 실제 투자기간이 기본 투자기

간인 7년 6개월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청산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신탁 해지 후 신탁재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권리

와 의무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투자신탁 해지 이후 해지 전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사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

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

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등

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

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위험 

투자대상이 해외 소재 부동산으로서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현지 관리회사를 통하여 현장 실사 조율, 부동산 관리, 임

차인 협의, 임차인 신용도 평가, 신규임대 협의, 현지 특수목적회사의 회계/세무/법무 관

리 등 다방면의 자산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지 관리회사  

위험 

현지관리회사 등의 부도 혹은 인원 변동 등으로 부동산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

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집합

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국

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량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이 투자

신탁도 상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실위험 
부동산 시장상황 등의 변화 및 임대료 수준변화에 따른 공실률의 증가로 투자손실이 발

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매각지연 위험 

보유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환경의 변화, 거시경제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

으로 인하여 신탁계약기간 내에 매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매각이 지연된다는 것은 투

자금을 기한 내에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자금운용을 계획시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매각손실위험 
현지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실패 또는 매각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

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조기상환 위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부동산의 매각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 경

우 투자신탁은 예정보다 빨리 상환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자금운용 계획시 이 점

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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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취소 위험 

모집예정금액 미달 시 오피스빌딩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법률적 결함/건물 자체결

함 및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인해 오피스빌딩 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지체

될 수 있어 투자 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리파이낸싱 

위험 

오피스빌딩 매각이 지연될 경우, 선순위 대출 만기 도래에 따른 리파이낸싱

(Refinancing) 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률 

하락 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지출 위험 
부동산 시설의 노후 및 파손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자본적 지출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요인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차입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금전을 

차입할 예정인데 임대수익이나 매각차익이 사업계획 대비 현저히 미달할 경우 부채가 전

혀 없는 경우보다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차입을 위해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설정취소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집(판매)이 예정된 규모 이하인 경우 또는 부동산시장 및 환율 등이 급

변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거래 

무산에 따른  

조기 해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투자대상 부동산 매입 거래가 무산되어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매입 거래를 위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전 납입한 계약금에 대한 손실이 발

생합니다. 또한 미국으로의 송금을 위해 환전해 놓은 투자원금은 원-미국달러 환율 변동

에 따라 가치가 변하게 되어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공정가액 산정 

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공정가액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임차인 

신용위험 

투자대상 오피스빌딩 임차인에게 신용등급 하락 등의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미지급 등으로 인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하락 및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은 임차인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중도해지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 조항 

등에 따라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

여 수취하게되는 경우 일부금액 미수취 또는 수취 지연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반대수익자의 매수청

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처분 위험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 등 집합투자규약 제38조에 정

한 사항에 따라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기 위해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등을 처분하는 방

법으로 매수 자금을 확보해야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부

동산등의 매각 대금이 결정되기에 매각 손실에 따른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원천징수 세율 

및 외국납부세액 

환급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적용 받을 현지 원천징수 세율 및 외국납부세액 환급 금액은 집합투자업

자의 예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법적 이슈 등으로 인해 현지 원천징수 

세율 및 외국납부세액 환급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익분배금 감소나 투자손

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미국 현지의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세

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미국 리츠(REIT) 구조를 활용하나 리츠에 대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

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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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거래에 따른 

가격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증권시장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

우 거래가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기준가격(NAV)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

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

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

보다 더 높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한국 또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

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

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

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

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

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주식 배당수익, 채권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잠재적 

 이해상충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

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

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

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

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

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

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 3 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

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

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

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 

(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

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

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기구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

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자산운용회사가 증권회

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

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해외납세 의무자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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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위험 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투자

제한 및 해외 원천징

수세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합중국 또는 그 영토, 속령 혹은 관할지 또는 이러한 지역들 및 미합중

국의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의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특별지정제재대상국(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으로 지정한 국가에 속하는 지역들의 국민이나 거주자들에게 모집되거나 매도

되지 않기에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미합중국 또는 그 영토, 속령 혹은 관할지 또는 이러한 지역들의 국민이나 거주자들이 이 

투자신탁에 투자 시 현지 원천징수세율이 상향조정되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하락할 위

험이 있습니다. 

Citizens or residents whose country is designated as a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by the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under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 or those of the United States, its land, territory, or region 

of jurisdiction cannot subscribe, redeem or trade shares of this investment trust so 

foreign nationals who fall under the aforementioned criterion should be aware that 

they are unable to invest in this investment trust. 

If the citizens or the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its land, territory, or region of 

jurisdiction invest in this investment trust, there exists a risk that the investment 

trust’s profits fall due to a rise in the local withholding tax rate.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여 임대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으로 위험등급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나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잘 인지하고 투자신탁의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함에 따라 미국달러와 관련한 환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익을 환율 변동으로 잃을 수 있으며 환율 변동이 부동산투자에 따른 손실을 확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환변동성을 잘 인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분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예시) 

1 매우 높은 위험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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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은 위험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다소 높은위험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보통 위험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낮은 위험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매우 낮은위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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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함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발행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후 최초로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나)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2) 수익증권 매입방법 및 판매가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1좌 단위로 매입이 가능하며, 최초 설정시 수익증권 1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모집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를 취소 또는 정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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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

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하며,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000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ㆍ판매회사ㆍ한국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

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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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산 평가방법 

부동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

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매 1년 단위로 평가함. 투자대상 건물

의 공정가액은 공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대상 자산이 소재한 오피스 평가 시장 점유율

이 높아 시장 이해도가 높은 현지 감정평가 업체를 통해 산출함. 

상장 지분증권 

(주식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은 평가 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

된 최종시가에 의함. 

(예상배당금의 추정은 증권사 추정 예상배당금과 당사가 추정한 예상배당금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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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지분증권 

(주식 등) 

비상장지분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 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함. 

시가형성전 

지분증권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

득한 지분증권의 시가형성 전까지의 평가는 기 상장지분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전환 또는 행사 기준일을 영업년도말로 보는 경우에는 기 상장지분증권의 평가액에서 

예상배당액을 차감하여 평가. 

최초공모 지분증권의 경우 시가가 형성되는 날까지는 취득가액으로 평가.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이 발표하는 가격에 의함.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

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함.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함)의 평가는 평가 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산술 평균한 가격에 의함.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산술 평균한 가격에 

의함. (위 상장채무증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쟁채권을 포함) 

외화표시상장증권 외화표시 상장증권은 당해 증권이 상장된 증권시장의 최종시가에 의함.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의함. 

외국집합투자증권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에 의함.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의함. 

기업어음과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기업어음증권, 기업어음증권이 아닌 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 증서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함.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한 가

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의함. 다만 그러한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타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거나 매각이 제한되는 등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투

자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2% 

매입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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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일시적 발생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비고(지급시기) 

자산운용매매보수 부동산등 매매가액
주1)

의 1.5% 
부동산등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산운용매각보수 부동산등 매각가액
주2)

의 1% 
부동산등 매각에 따른 대금수취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주1) 부동산등 매매가액은 제반 부대비용을 제외한 본건 부동산 매매가액($282.4M)을 의미하며 이 투자신탁

의 보유 비율(94.51%)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산운용매매보수는 USD 4.0M(=매입가(USD 

282.4M)*1.5%*94.5%)로 미국달러당 1,150원 환율 적용시 약 46억원입니다. 납입금액 대비 매입보수

는 약 3.1%입니다. 

주2)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매각차익(매각차익 = [부동산등 매각가액 

– 매각부대비용(매각보수 제외) 및 세금] – [매입가액 + 취득세 + 자본적지출 + 부대비용 등 매입 총비

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각차익의 50%를 한도로 합니

다. 매각보수 산식에 의하면 약 3,583억원(약 USD 311.6M) 이상에 매각을 할 경우 매각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작성일기준 현재 시점에 예상되는 제반 가정 기준으로 산출된 금

액으로, 추후 매각가정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2) 지속적 발생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비고(지급시기) 

자산운용관리보수 납입금액의 연 0.35% 

매 회계기간 후급 

/투자신탁 해지시 

판매회사보수 연평균가액의 연 0.25% 

신탁업자보수 납입금액의 연 0.01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납입금액의 연 0.01% 

기타비용 
납입금액의 연 0.35% 

(LP지분의 0.40%) 
매 분기 후급 

총보수·비용 
납입금액의 연 0.725% 

+ 연평균가액의 연 0.25% 
- 

※ 연평균가액은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주1) "기타비용"이라 함은 부동산 자산 관리 등을 위해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위의 기

타비용 비율은 Transwestern이 제공하는 일상 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리츠(SPC 2)에서 지급하며 

납입금액의 연 0.35%(LP지분의 0.40%)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기간

의 실적을 기준으로 갱신될 수 있으며,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

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28 

금융비용 - 

발행분담금 - 

주2) "총보수• 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자산운용관리보수,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납입금액기준으로 산출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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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 

종류 

투자기간 

구 분 
1년후 3년후 5년후 7년후 

투자신탁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96 791 991 1,48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96 791 991 1,486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ᆞ비용을 누계
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ᆞ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
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부동산 매각금액에 따른 자산운용매각보수 예시> 

[단위: 억원] 

구분 
기준금액(3,583.41 억원) 

98.00% 99.00% 100.00% 101.00% 102.00% 

매각가액 3,511.75  3,547.58  3,583.41  3,619.25  3,655.08  

매각차액 (52.82) (26.41) 0.00  26.41  52.82  

매각가액*자산운용매각보수율 35.12  35.48  35.83  36.19  36.55  

자산운용사매각보수 0.00  0.00  0.00  13.20  26.41  

(주1) 부동산 매각가액 기준금액 3,583.41억원은 최초 부동산 매입가액 3,248억원, 매입부대비용 120억원(예
비비 30억원은 매각 시 회수 가정) 및 매각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및 세금 약 215억원 합산액으로 가정하였습
니다. 
(주2) 자본적 지출금액은 물리실사 결과 대비 소폭 보수적인 69백만원 수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매입 부대비
용에 포함).  
(주3) 자산운용매각보수는 매각가액의 1.0%로 하나, 매각차익(매각차익=[부동산등 매각가액-매각부대비용
(매각보수 제외) 및 세금]-[매입가액+취득세+자본적지출+부대비용 등 매입총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각차익의 5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주4) 자산운용매각보수가 매각차익의 50%를 한도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가액이 
3,583.41억원 이상일 경우 매각차익 분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중 기타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의 내

역을 포함합니다. 

1.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회계자문, 세무자문, 사업성평가, 시장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신탁계약서 제21조 부동산업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 

3. 차입금의 이자 및 자금 차입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과 기타 제반 비용 

4. 부동산 및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5. 부동산의 관리, 증축 및 개발에 관계된 보수 및 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8.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9.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 자산관리를 위해 자산관리회사에 지불하는 보수 

11. 이 투자신탁의 설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12. 수익증권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상장수수료 또는 등록수수료, 연부과금 및 제비용 

13.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1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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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동산 및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16.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7.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제반 비용 

18. 부동산의 매입 또는 매각 및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자문, 중개 비용, 부동산의 유지 보수, 임대 중

개 등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 기타 제반 비용 

1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하 “이익분배금”이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합니다. 이 경우 이익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

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일: 매 회계기간 종료일 

- 지급 시기: 매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2)이익분배금 등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3)상환금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부동산의 매각, 부동산관련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상환 및 자본거래 등에 따라 잉여현금

이 발생하는 경우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해

당 내용을 수익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

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4)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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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

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

징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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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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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실물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제도의 변

경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

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

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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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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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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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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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

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

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

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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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

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1기 ('17.07.10~'18.03.31) 적정 

2기 ('18.04.01~'18.09.30)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    목 2기 ('18.09.30) 1기 ('18.03.31) - 

   운용자산                                           163,090  141,864  -  

      증권                                               154,715  132,726  -  

      파생상품                                           0  0  -  

      부동산/실물자산                                    0  0  -  

      현금 및 예치금                                     8,375  3,837  -  

      기타운용자산                                       0  5,300  -  

   기타자산                                           694  446  -  

자산총계                                           163,784  142,310  -  

   운용부채                                           0  0  -  

   기타부채                                           5,425  5,750  -  

부채총계                                           5,425  5,750  -  

         원본                                               146,999  146,999  -  

         수익조정금                                         0  0  -  

         이익잉여금                                         11,359  -10,439  -  

자본총계                                           158,359  136,560  -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1기 ('18.04.01~'18.09.30) 1기 ('17.07.10~'18.03.31) - 

운용수익 27,218  -4,585  -  

       이자수익 26  39  -  

       배당수익 5,198  6,244  -  

       매매/평가차익(손) 21,993  -10,888  -  

       기타수익 0  18  -  

운용비용 458  766  -  

       관련회사보수 453  656  -  

       매매수수료 0  1  -  

       기타비용 4  109  -  

당기순이익 26,759  -5,352  -  

매매회전율 (%) 0  0  -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

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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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상태표(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    목 2기 ('18.09.30) 1기 ('18.03.31) - 

   운용자산 163,090  141,864  -  

      증권 154,715  132,726  -  

         주식 0  0  -  

         ETF 0  0  -  

         채권 0  0  -  

         매입어음 0  0  -  

         수익증권 0  0  -  

         외화유가증권 154,715  132,726  -  

         기타유가증권 0  0  -  

      파생상품 0  0  -  

         주가지수매입옵션 0  0  -  

         ELS 0  0  -  

         ELW 0  0  -  

         DLS 0  0  -  

      부동산/실물자산 0  0  -  

         부동산 0  0  -  

      현금 및 예치금 8,375  3,837  -  

         예금 5,500  766  -  

         외화예금 74  70  -  

         CD 0  0  -  

         정기예금 2,800  3,000  -  

         위탁증거금 0  0  -  

         청약증거금 0  0  -  

      기타운용자산 0  5,300  -  

         콜론 0  5,300  -  

         환매조건부채권 0  0  -  

   기타자산 694  446  -  

         미수이자 32  9  -  

         미수배당금 0  0  -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0  0  -  

         선물정산미수입금 0  0  -  

         선납(선급)원천세 550  0  -  

         기타 111  436  -  

자산총계 163,784  142,310  -  

   운용부채 0  0  -  

         매도유가증권 0  0  -  

         미지급주식 0  0  -  

         미지급채권 0  0  -  

         미지급ETF 0  0  -  

         주가지수매도옵션 0  0  -  

   기타부채 5,425  5,750  -  

         미지급보수 453  656  -  

         미지급해지금 0  0  -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  

         미지급원천세 0  0  -  

         기타부채 4,971  5,093  -  

부채총계 5,425  5,750  -  

         원본 146,999  146,999  -  

         수익조정금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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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잉여금 11,359  -10,439  -  

         당기순이익 0  0  -  

         감자차익/차손 0  0  -  

자본총계 158,359  136,560  -  

 

다. 손익계산서(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    목 2기('18.04.01~'18.09.30) 1기 ('17.07.10~'18.03.31) - 

운용수익 27,218  -4,585  -  

   투자수익 5,224  6,302  -  

         이자수익 26  39  -  

         배당수익 5,198  6,244  -  

         기타수익 0  18  -  

   매매이익 21,994  117  -  

         주식매매이익 16,272  0  -  

         파생상품매매이익 0  0  -  

         채권매매이익 0  0  -  

         외환거래이익 5,721  117  -  

         유동자산매매이익 0  0  -  

         ETF매매이익 0  0  -  

         수익증권매매이익 0  0  -  

         기타매매이익 0  0  -  

   매매손실 0  11,005  -  

         주식매매손실 0  0  -  

         파생상품매매손실 0  0  -  

         채권매매손실 0  0  -  

         외환거래손실 0  11,005  -  

         유동자산매매손실 0  0  -  

         ETF매매손실 0  0  -  

         수익증권매매손실 0  0  -  

         기타매매손실 0  0  -  

운용비용 458  766  -  

         위탁보수비 257  373  -  

         판매보수비 177  255  -  

         수탁보수비 11  16  -  

         사무관리보수비 7  10  -  

         자문보수비 0  0  -  

         매매수수료 0  1  -  

         기타비용 4  109  -  

당기순이익 26,759  -5,352  -  

         비용 459  11,771  -  

         수익 27,218  6,419  -  

천좌당 순이익(원) 182,038  -36,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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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17.07.10~

'18.03.31 
146.9  

146,999.

9  
0.0  0.0  0.0  5,087.1  146.9  141,912.8  0 

18.04.01~

'18.09.30 
146.9  

136,560.

4  
0.0  0.0  0.0  4,960.5  146.9  131,599.8  146.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

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

실적을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

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  

연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이후 

 (기간) 17.12.01~'18.11.30 17.07.10~'18.11.30 - - 

투자신탁 23.05 - - - 13.63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 

연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기간 17.12.01~'18.11.30 17.07.10~'17.11.30 - - - 

투자신탁 23.0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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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단위 : 백만, %, 2018.09.30 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한국) 

0  0  0  0  0  0  0  0  0  8,333  662  8,99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9  0.40    

USD 

(미국) 

154,716  0  0  0  0  0  0  0  0  75  0  154,790  

94.4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5  0.00    

합계 
154,716  0  0  0  0  0  0  0  0  8,408  662  163,784  

94.4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13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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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

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

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

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홈 페 이 지 주 소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자 본 총 계 1조 3,994억원 (2017년 12월 31일기준) 

주 요 주 주  현 황 박 현 주 外 

회 사 연 혁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0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집합투자기구 관련회

사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현황 

-신탁업자: 우리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일반사무관리회사 : 미래에셋펀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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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

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

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

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2017.12.31 2016.12.31 항    목 17.01.01~17.12.31 16.01.01~16.12.31 

현금 및 예치금 80,022 83,185 영업수익 269,406 248,840 

유가증권 1,933,210 1,876,141 영업비용 194,938 174,975 

대출채권 2,155 2,312 영업이익 74,468 73,865 

유형자산 3,576 1,112 영업외수익 90,757 134,677 

기타자산 71,133 85,738 영업외비용 40,754 48,457 

자산총계 2,090,096 2,048,488 법인세차감전이익 124,471 160,085 

예수부채 17,354 4,663 당기순이익 106,368 111,475 

기타부채 673,307 704,449    

부채총계 690,661 709,112    

자본금 67,861 67,861    

자본잉여금 246,633 246,633    

기타포괄손익누계 4,885 44,828    

이익잉여금 1,080,056 980,054    

자본총계 1,399,435 1,339,376    

 

라. 운용자산 규모(2018.09.30 현재 / 단위: 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 

자산 
PEF 

투자 

일임

기타 

총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소계 

수탁고 24,055 4,363 3,997 31,411 63,826 1,680 5,892 8,645 25,160 3,311 869 - 10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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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농협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 02-2080-5017 

홈 페 이 지  참 조 www.nonghyup.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

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

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

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

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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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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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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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

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DMCC빌딩 12층 

☏ 02-769-7800 

홈 페 이 지  참 조 fs.miraeasset.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

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 삼환빌딩 4층 

☏ 02-2251-1300 

홈 페 이 지  참 조 www.koreaap.com 

 

회  사  명 나이스피앤아이㈜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0 

http://www.korea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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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페 이 지  참 조 www.nicepni.co.kr 

 

회  사  명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33 

홈 페 이 지  참 조 www.bond.co.kr 

 

회  사  명 에프앤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 02-721-5300 

홈 페 이 지  참 조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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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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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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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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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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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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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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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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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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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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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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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

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

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

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ㆍ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

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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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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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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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으 기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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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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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법 시행령92조3항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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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

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

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

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

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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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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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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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 경우 신

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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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

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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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

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

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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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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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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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포함)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

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9)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

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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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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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 간 매매처명 거래구분 자산구분 거래금액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3724&efYd=20170508#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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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선정방법 등 

- 매매업무 담당부서, 운용부서 및 리서치부서의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투자중개

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

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의 거래>의 경우와 같음 

<부동산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 거래> 
해당 시장 내 유사 거래 중개 실적을 보유하고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주체 : 미래에셋자산운용 

- 투자목적 :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 

- 투자시기: 최초설정일 

- 투자금액 : 2억원 

- 투자기간 : 집합투자기구 만기시점까지 

- 투자금 회수계획 : 만기시점까지 투자하므로 회수계획 없음 

주1)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를 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성과에 대한 보장이나 확신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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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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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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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형펀드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펀드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로서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혼합/채권혼합형 

펀드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서, 주식에 최대 50%이상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주식혼합형, 주식에 최대투자 가능비율이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상장지수펀드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ㆍ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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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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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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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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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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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하거나 가능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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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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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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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