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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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1. 투자대상자산: 법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임대수익 및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2. 투자전략: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위치한 시티라인(Cityline)내 오피스 4개 동에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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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판매) 
기간 

2016년 9월 19일~2016년 9월 28일 
모집(매출) 

총액 
최대 5억좌 

효력발생일 2019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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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투자신탁 - 납입금액의 2% - - 

 

 
보수 

판매회사 운용 등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투자신탁 연 0.35% 연 0.38% 0.02% 연 0.75% 

자산운용 
매매보수 

부동산등 매매가액의 1.5% 

※ 주석사항 

* 부동산등 매매가액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매입가액과 

당해 부동산등의 부동산담보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을 합한 가액을 의미하며, 이 투자신탁의 보유 비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산운용매매보수는 부동산등의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합니다. 

* '총보수•비용'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각 보수의 지급 시기: 매 회계기간 후급/투자신탁 해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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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퉁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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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투자설명서 >                               (작성기준일 : 2019년 04월 08일)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 
[펀드코드 : BH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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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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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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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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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임대수익 및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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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미국 텍사스(Texas) 댈러스(Dallas)에 위치한 시티라인(Cityline) 내 오피스 4개 동에 투자하여 임대

수익과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1) 투자대상건물의 개요 (2016년 8월 현재) 

 

 

투자대상자산 오피스 4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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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라인(Cityline) 내 오피스 4개동> 

* 매입대상자산(총 임대면적 기준, 2,262,902 sqf)은 오피스 4개동(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및 부속건물(상업시설)

이며, 부속 건물은 오피스 3동 전면 및 후면 등에 위치한 상업시설입니다. 

* 임대면적: 미국의 임대면적(Net Rentable Area)은 전용면적 및 일부 공용면적의 합을 의미합니다. 

 

2) 임대현황(2016년 8월 현재) 

*주요 임차인에 관한 사항 

1922년 설립된 스테이트팜(S&P 기준 AA 등급)은 2015년 수취보험료 기준 북미 손해보험사들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Fortune 500 기업 중 35위, Global 500 기업 중 127위에 랭크된 세계적인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이 투자신탁의 투

자대상 오피스 면적 100%(전체 면적 94%)를 가중평균 임차기간 기준 2016년부터 2037년까지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

태입니다. 

구분 내용 

투자대상 텍사스 댈러스 북부 소재 복합단지 시티라인(Cityline) 내 오피스 4개동 

위치 1251 State St, Richardson, TX 75082 

 오피스1동 오피스2동 오피스3동 부속건물 오피스4동 합계 

준공연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10월(예

상) 
- 

대지면적 
14,257 acres 

(17,453평) 

5,555 acres 

(6,800평) 

19,812 acres 

(24,253평) 

임대면적 
397,265 sqf 

(11,164평) 

748,816 sqf 

(21,044평) 

482,389 sqf 

(13,557평) 

59,499 sqf 

(1,672평) 

574,933 sqf 

(16,157평) 

2,262,902 sqf 

(63,594평) 

층수 지상 15층 지상 21층 지상 13층 - 지상 17층 - 

주차대수 1,331대 2,991대 2,505대 - 2,305대(예상) 약 9,200대 

 오피스1동 오피스2동 오피스3동 부속건물 오피스4동 

업무시설 
374,934 sqf 

(10,537평) 

727,541 sqf 

(20,446평) 

458,561 sqf 

(12,887평) 
- 

544,697 sqf 

(15,308평) 

상업시설 
22,331 sqf 

(628평) 

21,275 sqf 

(598평) 

23,828 sqf 

(670평) 

59,499 sqf 

(1,672평) 

30,236 sqf 

(850평) 

총임대면적 
397,265 sqf 

(11,164평) 

748,816 sqf 

(21,044평) 

482,389 sqf 

(13,557평) 

59,499 sqf 

(1,672평) 

574,933 sqf 

(16,157평) 

단독임차인 

(업무시설) 

스테이트팜(State Farm Mutual) 

(업무시설의 100% 임차) 

기타임차인 
스타벅스 등 총 11개 업체 임차 

(상업시설의 55.7% 임차, 잔여 면적에 대한 임대마케팅 진행 중) 

임차료 

- 업무시설: 평균 임차료 약 $20.66/sqf/year (잔여 임차기간 약 20.8년간, 연 2% 상승 확정) 

- 상업시설: 약 $20/sqf ~ $35/sqf/year 

* 임대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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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조달 구조 

시티라인 오피스 4개동 투자에 필요한 총 금액은 9,786억원이며, 세부 조달구조 및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

다. 

자금조달 사용계획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 3,000억원 부동산매입가액 9,457억원 

이 투자신탁 이외 투자자 1,539억원 자본적지출 및 매입관련부대비용 등 329억원 

부동산담보대출 주1) 5,247억원 - - 

합 계 9,786억원 합 계 9,7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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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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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부동산담보대출 (2016년 8월 현재) 

- LTV : 55% 수준 예정 

*LTV(Loan to Value): 담보자산가치 대비 대출의 비율 = 대출금액 / 담보자산 가치 

- 대출금액 : 약 USD 452M (환율 1,160원 기준, 5,247억원) 

- 대출금리 : 7년 만기 기준 3.75%(고정) 이내에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 국고채 금리에 따라 변동되며, Deposit 납입 이후 고정 가능 

- 대출만기 : 7년 또는 10년 

- 상환방식 : 거치기간 이자 지급, 원금 만기 일시 상환 

- 조기상환수수료 및 기타 조건 : 추후 대주 선정 후 협의 예정 

 

4) 투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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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증권 취득을 통해 오피스빌딩을 소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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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Partner : Corporate Properties Trust I GP,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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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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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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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투자구조 및 투자/지분 비율 등은 자산, 법률, 회계 실사 결과에 따라 추후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Sponsor LP 가 보유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일부 지분을 2018년 12월 12일에 매입할 

예정이며, 위의 투자 구조도는 매입 후 변경될 지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Sponsor LP는 제3자에게 잔여 지분을 매각 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지분 취득 시 LP로서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 부동산 매입 일정 

- SPC1(Limited Partnership) 및 SPC2(REIT) 설립: 9월 중 예정 

- SPC3 설립: 9월 8일 설립 완료 

 

- 9월29일~9월30일: 환전 및 송금 

- 9월30일: 계약금 등 약 $23M (변동 가능) 지급 예정 

- 10월24일: 잔금 약 $325M (변동 가능)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예정 

 

5) 부동산 매각(Exit)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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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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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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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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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31)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

자기구수 

운용자산 

규모 

최창훈 1969 대표 45개 
68,300억

원 

(97년~00년) 삼성에버랜드 부동산투자관리 

(02년~02년) 교보생명 미국부동산투자 

(03년~05년) BHPK 부동산투자 

(05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부동산투자부문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부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규모: 44,695억원 개수: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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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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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투자실적 추이  

연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기간 18.04.01~'19.03.31 17.04.01~'18.03.31 ’16.09.28~’17.03.31   

투자신탁 16.12  3.32 1.95 - -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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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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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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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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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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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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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이 급변하

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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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율 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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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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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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자 

투자제한 및 

해외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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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한 국가에 속하는 지역들의 국민이나 거주자들에게 모집되거나 매도되지 않기에 이에 해

당하는 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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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에 투자 시 현지 원천징수세율이 상향조정되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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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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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통화(미국달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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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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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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

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

합과세 됩니다. 과세 및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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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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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