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등급 :
2등급
[ 높은 위험 ]

칸서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
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
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칸서스 하베스트 멀티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
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서스
하베스트 멀티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
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멀티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
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0년 4월 2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년 5월 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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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문서 : 칸서스자산운용(주)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
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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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
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
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
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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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명칭

칸서스 하베스트 멀티 증권 투자신탁1호(주식) (55125)

(종류) 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클래스 A
55126

클래스 A3 클래스 A5 클래스 A7
92609
92610
92611

클래스 B
55127

클래스 C
55741

2. 모집예정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 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을 합니다.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
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
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
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
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Ⅱ

칸서스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 02-2077-500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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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1

2

3

4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60% 이상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
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
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
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합니다.

4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신용
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
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
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
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으
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
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펀드 운용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요약
비교지수 : KOSPI*100%
-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펀드 자산을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 합니다.
- 운용스타일 : 철저한 기업분석을 바탕으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선정하여 합리적
소수의 Contrarian적 사고에서 운용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 주식투자전략
- 벤치마크(KOSPI)와는 다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철저한 기업분석에 기초한 종목선정을 하므로 Market Timing 운용전략을 지양합니다.
- 따라서 투자자가 자산배분을 사전에 한 다음 당해 펀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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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주식투자전략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 및 유동성자산 투자전략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가 발행
한 채권과 신용등급 A2(-) 이상의 어음에 주로 투자합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 매수를 위한 유동성 자산으로 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파생상품 투자전략
- 주식, 채권 등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
하는 헷지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매매차익 추구 목적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다. 위험관리
-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목표수익률 달성을 목적으로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 조절 및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당해 펀드의 운용성과가 반드시 시장성과와 연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당해 펀드가 추구하는 목표 및 스타일은 단기적인 투자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자에게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
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
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재산에 속
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위험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
다.
종류

세부구분

주요내용

개별위험

발행회사
위험

채권, 주식 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
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위험

주식가격변동
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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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자율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외화표시 자산을 투자할 경우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도위험

채권, 주식 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
히 악화되거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
탁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종류

세부구분

주요내용

운용성향
위험

적극적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
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통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으
며,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습니다.

투자원금손실
위험

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
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신탁
위험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에 따른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또한 주식가격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개인, 법인에게 알맞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시장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제
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금액,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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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
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
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등급 5등
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6. 투자운용인력
운용현황
성명

생년

유승우 1962

직위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다른 운용
집합투자기구수 자산규모

주식∙채권
운용본부장

12개

10,504억

대신투신 주식운용팀장(5년8개월)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채권운용본부장(5년8개월)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1개, 687억원(2010.3월말 기준)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
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투자운용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펀드전체
비교지수
클래스 A
비교지수
클래스 B
비교지수
클래스 C
비교지수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9.4.1~‘10.3.31) (‘08.4.1~‘10.3.31) (‘07.4.1~‘10.3.31) (‘05.4.1~‘10.3.31) (‘06.03.06~‘10.3.31)
45.76%
2.40%
11.10%
9.37%
40.34%
-0.33%
5.24%
6.12%
44.63%
1.62%
10.30%
8.58%
40.34%
-0.33%
5.24%
6.12%
46.07%
2.64%
11.41%
9.66%
40.34%
-0.33%
5.24%
6.12%
7.40%
-11.60%
-0.94%
0.27%
40.34%
-0.33%
5.24%
6.12%

주1) 비교지수 : KOSPI*10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투자신탁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4) 아래의 그래프는 개별 클래스가 아닌 펀드전체의 실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0.00%

40.00%

30.00%
투자신탁
20.00%
비교지수
10.00%

0.00%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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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펀드전체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09.4.1~‘10.3.31) (‘08.4.1~‘09.3.31) (‘07.4.1~‘08.3.31) (‘06.4.1~‘07.3.31) (‘05.4.1~‘06.3.31)
45.76%
-28.07%
30.79%
2.37%
-

비교지수

40.34%

-29.21%

17.31%

6.84%

-

클래스 A

44.63%

-28.60%

29.96%

1.62%

-

비교지수

40.34%

-29.21%

17.31%

6.84%

-

클래스 B

46.07%

-27.87%

31.24%

2.64%

-

비교지수

40.34%

-29.21%

17.31%

6.84%

-

클래스 C

7.40%

-27.24%

24.39%

2.64%

-

비교지수

40.34%

-29.21%

17.31%

6.84%

-

주1) 비교지수 : KOSPI*10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투자신탁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4) 아래의 그래프는 개별 클래스가 아닌 펀드전체의 실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5.00%
45.00%
35.00%
25.00%
15.00%

투자신탁

5.00%
-5.00%

비교지수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5.00%
-25.00%
-35.00%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관리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
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클래스B

클래스C
납입금액의
0.5% 이내

후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환매수수료

클래스A (A3, A5, A7)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선취판매수수료

클래스A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집합투자업자 보수

지급비율(연간, %)
클래스A

클래스B
연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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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
0.71%

판매회사 보수

연 0.71%

신탁업자 보수

연 0.03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16%

기타비용

연 0.71%

연 0.037%
연 2.327%~
1.537%

총 보수․비용

사유발생시

연 1.537%

증권 거래비용

연 1.537%

연 1.09%

사유발생시

⋇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
써 2009.03.05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
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2009.03.05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
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별 판매보수
클래스 A
클래스 A3
클래스 A5
클래스 A7

연 1.50%

클래스 B

연 0.71%

클래스 C

연 0.71%

클래스 B

연 1.537%

클래스 C

연 1.537%

연 1.31%
연 1.01%
연 0.71%

총보수․비용 비율
클래스 A
클래스 A3
클래스 A5
클래스 A7

연 2.327%

연 2.137%
연 1.837%
연 1.537%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클래스A

235

740

1,297

2,952

클래스B

251

579

940

2,014

클래스C
203
532
895
1,974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
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
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가.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나.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
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
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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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외국납부세액×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
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
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
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
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
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
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
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
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증권의 과표기준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
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
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
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
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립식 투자자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 2009.12.31 까지의 가입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
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
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
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
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대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
액과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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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대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
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
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
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
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
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매일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기준가격의 공시는 집합투자업자(http://www.consu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게시
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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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입 및 환매 절차
(1) 매입
①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
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종류별 가입자격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1. 클래스 A 수익증권 : 적립식 투자자,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2. 클래스 A3 수익증권 : 클래스 A3 수익증권 보유자
3. 클래스 A5 수익증권 : 클래스 A5 수익증권 보유자
4. 클래스 A7 수익증권 : 클래스 A7 수익증권 보유자
5. 클래스 B 수익증권 : 임의식·거치식 투자자, 납입금액 100만원 이상
6. 클래스 C 수익증권 : 임의식·거치식 투자자, 납입금액 5억원 이상
③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①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
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
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②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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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
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
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 클래스 B 및 클래스 C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수익증권 전환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기간중에 한번이라도 일부환매를 한 경우에는 클래스 전환을 하지 아니합니다.
※ 환매신청 클래스가 전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클래스 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환매청구된 클래스에서 환매합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대차대조표
항

운용자산
증권

목

제 3 기
2009.03.05
26,253,830,703
25,355,2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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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
2008.03.05
14,358,127,093
14,071,886,900

제 1 기
2007.03.05
12,924,299,877
12,305,930,450

칸서스 하베스트 멀티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기타 운용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www.consus.co.kr

1,035,639,382
27,289,470,085

186,240,193
100,000,000
913,348,282
15,271,475,375

18,369,427
600,000,000
164,320,074
13,088,619,951

운용부채
기타부채

927,522,517

4,298,115,692

224,292,187

부채총계

927,522,517

4,298,115,692

224,292,187

40,743,358,188

10,973,359,683

12,998,655,567

원본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898,558,293

(14,381,410,620)

자본총계

26,361,947,568

(134,327,803)
10,973,359,683

12,864,327,764

손익계산서
항목
운용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기타 수익
운용비용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기타 비용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2008.03.06~2009.03. (2007.03.06~2008.03. (2006.03.06~2007.03.
05)
05)
05)
(15,770,541,752)
3,947,498,665
18,565,172
92,200,788
29,287,034
34,367,132
337,677,700
220,774,100
175,694,650
(16,218,381,512)
3,679,642,444
(196,585,888)
17,961,272
17,795,087
5,086,278
508,423,766
500,659,783

261,601,374
256,401,753

206,640,134
202,354,663

7,763,983

5,199,621

4,285,471

당기순이익

(16,278,965,518)

3,685,897,291

(188,074,962)

매매회전율

377.5%

374.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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