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대비표] 
 

1. 펀드명 : 타임폴리오위드타임증권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 작성기준일 : 2021.03.10 

3. 정정사유 :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단축(1년->6개월),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관련 조항 삭제 

4. 효력발생일 : 2021.03.23 

 

<신탁계약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11조 

(수익증권의 양도) 

최소투자금액(500만

원) 관련 조항 삭제 

①수익권을 -<생략>-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양도의 결과 제3조의3 

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범 

위에서만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① 수익권을 -<이하동일>- 추정한다. 

<삭제> 

 

 

②~③ <이하동일> 

제39조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단축  

(1년->6개월) 

①<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1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2.00% 

 

2. 1년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시 : 해당사항 없음 

③ <생략> 

① <이하동일> 

②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6개월 미만 환매 시:환매금액의 2.00% 

 

2. 6개월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시 : 해당사항 없음 

③ <이하동일> 

 

<일괄신고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동종유형평균보수)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단축  

(1 년->6 개월) 

A, A-e, AG, C, C-e, CG, C-I, S, C-s, 

 C-w, C-P, C-Pe, S-P :  

-1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2.00% 

-1년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 시: 해당사항 없음 

A, A-e, AG, C, C-e, CG, C-I, S, C-s, 

 C-w, C-P, C-Pe, S-P :  

-6개월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2.00% 

-6개월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 시: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추가> 2021.03.23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단축

(1 년->6 개월) 

5. 운용전문인력에 관

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

조 

[종류형 구조] 

수수료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단축  

(1 년->6 개월) 

1 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2.0% 

1 년 경과 후 환매 시: 없음 

 

6 개월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2.0% 

6 개월 경과 후 환매 시: 없음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9)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단축  

(1 년->6 개월) 

이 집합투자기구는-<생략>-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

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1. 1 년 미만 환매 시: 환매대금의 2% 

2. 1 년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 시: 해당사항 없음 

이 집합투자기구는-<이하동일>-편입됩

니다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

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1. 6 개월 미만 환매 시: 환매대금의 2% 

2. 6 개월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 시: 해당사항 없음 

13.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단축  

(1 년->6 개월)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수수료율 

환매수수료 

1. 1 년 미만 환매 시: 환매대금의 2% 

2. 1 년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 시: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율 

환매수수료 

1. 6 개월 미만 환매 시: 환매대금의 2% 

2. 6 개월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 시: 해당사항 없음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수익률 

나. 연도별수익률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 현황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