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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1년 12월 02일 ~ 2022년 03월 01일

공지사항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모자형 구조로서 이 자산운용보고서의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이 가입하신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이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자산운용회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신한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발생한 펀드 수시공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 해당사항없음

※ 각종 보고서 확인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http://www.timefolio.co.kr),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펀드의 설정일, 운용기간, 펀드의 특징 등 펀드의 기본 사항입니다.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주식형/추가형/개방형/모자형/종류형

고난도 펀드 해당없음

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없습니다.

운용기간 2021년 12월 02일 ~ 2022년 03월 01일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자산운용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일반사무관리회사 미래에셋펀드서비스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신한은행

판매회사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한국포스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
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상품의특징
이 투자신탁은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흐름에 맞는 종목을 발굴하여 신성장
섹터의 대형주 위주에 집중 투자하며, 시장의 각종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장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투자전략을 병행합니다.

펀드명 최초설정일 협회코드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0.12.02 DC791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0.12.02 DC792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e 2020.12.02 DC794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e 2020.12.02 DC797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G 2021.08.25 DC798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I 2020.12.02 DC799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s 2020.12.02 DC801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Pe 2020.12.02 DC804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 2020.12.02 DC793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 2020.12.02 DC796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P 2020.12.02 DC803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S 2020.12.02 DC800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w 2021.02.02 DC802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S-P 2020.12.02 DC805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P2 2020.12.29 DC806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P2e 2020.12.16 DC807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S-P2 2020.12.04 DC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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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1년 12월 02일 ~ 2022년 03월 01일

※ 펀드의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dis.kofia.or.kr), 당사 홈페이지 (http://www.timefolio.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펀드 순자산 총액과 펀드 기준가격의 추이입니다. (단위 : 백만원, 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자산총액 154,858 153,491 -0.88

부채총액 9,844 130 -98.67

순자산총액 145,014 153,361 5.76

기준가격 1,320.56 1,310.86 -0.73

종류A-e 기준가격 1,320.19 1,306.66 -1.02

종류C-e 기준가격 1,320.18 1,306.08 -1.07

종류CG 기준가격 940.81 930.32 -1.11

종류C-I 기준가격 1,320.27 1,307.63 -0.96

종류C-s 기준가격 1,320.69 1,308.11 -0.95

종류C-Pe 기준가격 1,320.18 1,306.33 -1.05

종류A 기준가격 1,320.23 1,305.71 -1.10

종류C 기준가격 1,317.00 1,301.36 -1.19

종류C-P 기준가격 1,318.87 1,303.70 -1.15

종류S 기준가격 1,321.27 1,307.75 -1.02

종류C-w 기준가격 1,045.72 1,035.78 -0.95

종류S-P 기준가격 1,320.16 1,306.81 -1.01

종류C-P2 기준가격 1,253.70 1,239.60 -1.12

종류C-P2e 기준가격 1,294.26 1,280.85 -1.04

종류S-P2 기준가격 1,311.26 1,298.04 -1.01

※ 자산총액 : 펀드운용자금 총액입니다.
※ 부채총액 : 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의 총액입니다. 단, 미지급해지대금을 포함하는 값입니다.
※ 순자산총액 : 자산-부채로서 순수한 펀드자금의 총액입니다.
※ 기준가격 :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펀드의 구성
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 각각의 투자비중입니다.

모펀드명칭 투자비중

(단위 : %)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100

※ 투자비중은 자펀드가 보유한 모펀드의 수익증권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운용경과]  [운용계획]

●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3달간의 운용펀드 수익률은 -0.95%를 기록하였습니다. 인플레
이션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연준의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의 조정세가 나타났습니
다. 특히 일부 성장주 컬러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켓리더 펀드는 인플레이
션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엔터 섹터와 새로운 정권의 정책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설
섹터에 대한 포지션을 바탕으로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그 외 올해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의료기기를 편입함으로써 추가적인 알파 수익을 추구했습니
다.

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양적긴축(QT)이 시작되는
5월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 구간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따라서
지수의 상단 레벨을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운용할 계
획입니다. 양적긴축(QT)이 시작되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환경 속에서는 바텀-업으로 실
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과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정책적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종
목 산업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운용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증시변동성이 크고 스
타일 체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시장흐름을 쫓아 가지 않을 것입니
다.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단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가
지고 종목별 대응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 맞춘 분석을 강화하여 연간
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 발굴에 집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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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1년 12월 02일 ~ 2022년 03월 01일

펀드명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2021.12.01~
2022.03.01

2021.09.01~
2022.03.01

2021.06.01~
2022.03.01

2021.03.01~
2022.03.01 - - -

● 기간 수익률
(단위 : %)

운용펀드 -0.73 -7.00 0.56 4.90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19) (+8.84) (+16.78) (+15.31) (  -  ) (  -  ) (  -  ) 2020.12.02

비교지수* -6.92 -15.84 -16.22 -10.41 - - -

종류(Class)별 현황

종류A-e -1.03 -7.55 -0.31 3.69 - - - 2020.12.02

종류C-e -1.07 -7.63 -0.44 3.51 - - - 2020.12.02

종류CG -1.11 -7.72 - - - - - 2021.08.25

종류C-I -0.96 -7.42 -0.11 3.97 - - - 2020.12.02

종류C-s -0.95 -7.41 -0.10 3.99 - - - 2020.12.02

종류C-Pe -1.05 -7.59 -0.39 3.59 - - - 2020.12.02

종류A -1.10 -7.69 -0.54 3.38 - - - 2020.12.02

종류C -1.19 -7.85 -0.80 3.02 - - - 2020.12.02

종류C-P -1.15 -7.78 -0.69 3.17 - - - 2020.12.02

종류S -1.02 -7.54 -0.31 3.70 - - - 2020.12.02

종류C-w -0.95 -7.41 -0.09 4.00 - - - 2021.02.02

종류S-P -1.01 -7.52 -0.27 3.75 - - - 2020.12.02

종류C-P2 -1.13 -7.74 -0.61 3.28 - - - 2020.12.29

종류C-P2e -1.04 -7.57 -0.35 3.64 - - - 2020.12.16

종류S-P2 -1.01 -7.51 -0.26 3.76 - - - 2020.12.04

비교지수(벤치마크) -6.92 -15.84 -16.22 -10.41 - - - ..

* 비교지수 : KOSPI * 10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 : 해당사항 없음
※ 추적오차란 일정 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추종하는 특정 비교지수의 변동을 얼마나 충실히 따라 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비교지수 수익률 대비 해당 인덱스 펀드의 일간 수익률 차이의 표준편차
   로 기재합니다. 추적오차의 수치가 적을수록 해당 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비교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였음을 의미합니다.

3. 자산 현황

● 주요 자산보유 현황

펀드자산총액에서 전체 보유자산(주식, 채권, 단기대출 및 예금 등)의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파생상품의 거래 발생 시 모두 기재되며, 통화선물 및 통화선물환 등 헤지목적의 파생상품의 거래 발생내역은 생략됩니다.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투자비중

국가 투자비중

(단위 :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별 투자비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100

※ 펀드의 국가별 비중은 해당 증권이 발행된 국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부 해외 종목의 경우 거래소 상장국가와 실제 발행국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국가별 투자비중은 단기대출 및 예금을 제외한 비중입니다.

-3-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1년 12월 02일 ~ 2022년 03월 01일

≫ 자산별 투자비중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별

합계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141,816
( 92.39 ) - - 7,257

( 4.73 ) - - - - - 564
( 0.37 )

3,854
( 2.51 )

153,491
( 100.00 )

※ 구성 비중 : 위의 자산구성현황은 투자자가 가입한 자펀드의 실제 자산구성내역이 아니고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과 해당 자집합투자기구가 각 모집합투자기구에서 차지하
   고 있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선물, 스왑거래의 경우 비중에서 생략됩니다.

(단위 : 주, 백만원, %)≫ 주식
종목명/업종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비고

삼성전자 / 정보 기술 424,118 30,579 19.92 자산 5%초과

F&F / 임의소비재 16,968 15,102 9.84 자산 5%초과

GS건설 / 산업재 348,490 14,933 9.73 자산 5%초과

DL이앤씨 / 산업재 114,238 14,680 9.56 자산 5%초과

SK하이닉스 / 정보 기술 71,763 8,863 5.77 자산 5%초과

루트로닉 / 헬스케어 227,029 4,813 3.14

LG에너지솔루션 / 산업재 10,288 4,239 2.76

에스엠 / 커뮤니케이션서비스 54,474 4,042 2.63

에코프로비엠 / 산업재 8,505 3,191 2.08

≫ 기타 (단위 : 백만원, %)

구분 종목명 취득가액 비중 비고

기타자산 미수입금 9,486 6.18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
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효과 - 환율 하락(원화강세) : 펀드 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율 상승(원화약세) : 펀드 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투자설명서상의 목표 환헤지비율 기준일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기준일 현재 환헤지로 인한 손익

- - -

(단위 : %, 원)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억원)

성명 연령 직위 운용
개시일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 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수 운용규모 펀드수 운용규모

강현담 34 책임운용역 2020.12.02 16 25,028 15 19,333 2114000888

이찬휘 36 부책임운용역 2020.12.02 - - - - 2117000088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 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투자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 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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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1년 12월 02일 ~ 2022년 03월 01일

5. 비용 현황

● 총보수 비용 비율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기타비용 및 매매중개 수수료를 연간단위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단위 : 연환산, %)

펀드 구분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운용펀드
전기 0.006 1.074 1.080

당기 0.006 1.074 1.080

종류A-e
전기 1.165 0.545 1.710

당기 1.164 0.538 1.702

종류C-e
전기 1.335 0.548 1.883

당기 1.334 0.540 1.874

종류CG
전기 1.521 0.547 2.068

당기 1.521 0.542 2.063

종류C-I
전기 0.895 0.504 1.399

당기 0.894 0.540 1.434

종류C-s
전기 0.875 0.548 1.423

당기 0.874 0.542 1.416

종류C-Pe
전기 1.265 0.549 1.814

당기 1.264 0.535 1.799

종류A
전기 1.465 0.543 2.008

당기 1.464 0.537 2.001

종류C
전기 1.815 0.538 2.353

당기 1.814 0.541 2.355

종류C-P
전기 1.665 0.541 2.206

당기 1.664 0.541 2.205

종류S
전기 1.155 0.549 1.704

당기 1.154 0.544 1.698

종류C-w
전기 0.865 0.545 1.410

당기 0.864 0.534 1.398

종류S-P
전기 1.105 0.549 1.654

당기 1.104 0.540 1.644

종류C-P2
전기 1.565 0.548 2.113

당기 1.564 0.536 2.100

종류C-P2e
전기 1.215 0.545 1.760

당기 1.214 0.527 1.741

종류S-P2
전기 1.094 0.548 1.642

당기 1.094 0.539 1.633

*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
  한 총보수, 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 보수 및 비용지급 현황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기타비용, 매매중개수수료 및 증권거래세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회사 293.362 0.199 291.589 0.197

판매회사

종류A-e 5.254 0.004 5.853 0.004

종류C-e 6.804 0.005 7.650 0.005

종류CG 0.048 0.000 0.047 0.000

종류C-I 1.488 0.001 1.57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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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1년 12월 02일 ~ 2022년 03월 01일

판매회사

종류C-s 0.017 0.000 0.017 0.000

종류C-Pe 3.022 0.002 3.280 0.002

종류A 97.347 0.066 94.483 0.064

종류C 53.325 0.036 43.535 0.029

종류C-P 3.006 0.002 3.279 0.002

종류S 5.022 0.003 4.277 0.003

종류C-w - - - -

종류S-P 0.374 0.000 0.364 0.000

종류C-P2 3.399 0.002 3.702 0.003

종류C-P2e 3.828 0.003 4.444 0.003

종류S-P2 0.176 0.000 0.181 0.0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1.000 0.007 10.934 0.007

일반사무관리회사 11.000 0.007 10.934 0.007

보수  합계 498.473 0.339 486.141 0.329

조사분석등  서비스비용 - - - -

매매체결 서비스비용 592.147 0.402 588.670 0.398

증권거래세 408.097 0.277 449.948 0.304

기타비용* 4.482 0.003 4.082 0.003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며,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비율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

6. 투자자산매매내용

* 매매회전율(해당분기)이란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매매회전율이 높으면 매매거래수수료 및 증권거래세가 발생
  해 투자자의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수량 매매금액 수량 매매금액

3,036,842 210,388 2,536,986 202,285 138.16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해당기간의 매매량, 매매금액, 매매회전율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최근 3분기의 매매회전율 추이입니다. (단위 : %)

기간 매매회전율

2021.06.02 ~ 2021.09.01 214.17

2021.09.02 ~ 2021.12.01 128.36

2021.12.02 ~ 2022.03.01 138.16

7. 동일한(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

투자 대상 집합투자기구 현황
발행 총 수(A)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보유수(B)
보유비중

(=A/B*100(%))집합투자기구명 협회표준코드 협회분류코드

TIMEFOLIO K컬처액티브 K553J1DP1767 12111Z12044011511 1,300,000 152,769 11.8

TIMEFOLIO Kstock액티브 K553J1DJ0270 12111Z12044011111 7,900,000 207,779 2.6

TIMEFOLIO BBIG액티브 K553J1DJ0288 12111Z12044011511 2,600,000 100,910 3.9

TIMEFOLIO 탄소중립액티브 K553J1DO1974 12111Z12044011511 1,700,000 147,989 8.7

8. 펀드 관련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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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1년 12월 02일 ~ 2022년 03월 01일

- 투자원본 손실위험, 예금자보호 위험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 적극적 매매시 비용증가 위험
- 유동성 위험(환매대응, 비시장성자산 비중 등)
- 세금 위험 (평가손실 과표 발생)

>> 환매중단 등 위험발생사유 또는 위험발생가능성 판단사유 등
- 운용사는 위기상황을 4개의 단계로 분류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발생 상황 및 당사의 위기상황 대응 계획을 관리중입니다.

- 다수의 위험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포함)의 특성, 거래
규모, 위험요인 간 상호작용,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환매청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정상: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

2) 주의: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했으나,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상태 (위기상황 징후가 포착된 상황)

3) 심각: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했고, 주가지수 등이 급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대량환매 등이 예상되는 상태

4) 위기/위급: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했고, 집합투자기구의 대량환매 등으로 환매연기가 필요한 상태

-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또는 상
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 요인 등

1) 기본 원칙
- 운용 부서와 준법감시실의 상호 점검
- 특정 부문에의 위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관리

2) 사전적 관리
- 위험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 제반 정책수립, 관련 기준 또는 지침 심의/의결, 체계상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 및 감독
- 투자 타당성, 재무구조, 회수방안 등 검토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 진행

3) 투자 집행 및 실시간 관리
- 자산배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사전 보고 및 확인 (내부 투자자산 배분 가이드라인 구축) 후 진행
- 계약날인 및 자금 집행시 관리부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부서, 신탁업자, 수탁은행 간 크로스체크로 사고 방지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사무수탁시스템, 자체 구축한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법규상 한도 및 투자의무비율 관리
- 계약시 컴플라이언스 검토 및 확인 의무화

4) 사후 관리
- 격월 단위 1회 이상 기투자자산에 대한 사후적인 리스크 관리 회의 개최 및 컴플라이언스 참석
- 사후관리 및 회수시 리스크 관리 및 통제
- 문제 발생시 자문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법적 조치 이행
- 개방형펀드 환매비율 별 유동성 현황 및 환매 가능 여부에 대한 정기적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대량 환매 발생 시 펀드 내 유동성자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하여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

>>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수단 등
- 본 펀드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자산운용보고서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증권 등 간접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간접투자를 할 경우 펀드 만기 및 펀드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여 출자여부를 결정합니다.

- LP(유한책임사원) 출자시 투자리스크등급 평가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결을 진행합니다.

- GP(업무집행사원)와의 밀접한 네트워크 및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피투자펀드의 운용사로부터 주기적인 운용보고서를 수취하고 필요시 운용 정보를 요청합니다.

- 사원/조합원총회를 통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피투자펀드의 만기 이전 유동화 필요시, 제3자 매각을 통한 LP유동화 등의 회수 방안을 고려합니다.

>> 환매중단, 상환연기 등과 관련된 환매재개, 투자금 상환 등의 방안 및 절차 등
- 본 펀드는 자산운용보고서 기준일 현재 정상적인 환매절차를 통해 환매 가능하지만, 환매중단 및 상환연기에 대비하여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가 있을 경우 그 결정 및 사유에 대하여 판매사를 통해 수익자에게 즉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관련 사항을 결의합니다.

- 대량 환매 발생 시, 펀드 내 주식 등 환금성이 풍부한 유동성자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하여 대응함으로써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 위험관리위원회: 집합투자기구별 운용전략을 제한하고 단계별 유동성 확보계획을 검토 및 실행합니다. 위급단계 진행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예상되는 필요조치 등을 논
의하고 결정합니다.

- 마케팅부서: 환매동향, 집합투자기구별 유동성 등을 점검하고 보고합니다. 주요 고객들의 자금인출계획을 점검 및 보고합니다.

- 운용부서: 발생한 이벤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벤트 관련 증권 등에 대한 포지션 축소 검토 후 필요시 실행하고, 주요 시장지표 및 특이사항을 보고합니다.

- 리스크관리부서: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상시보고 및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합니다.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 펀드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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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1년 12월 02일 ~ 2022년 03월 01일

자전거래규모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매수금액 - - - -

매도금액 - - - -

>>자전거래 사유 및 관련 펀드간 이해상충 등 방지를 위한 절차 방안 등
해당사항 없음

● 자전거래 현황

>> 자전거래규모 (단위 : 주, %)

- 예상하지 못한 위험(시장 악화로 인한 대량 환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발생 등)이 발생시 위험관리위원회를 비상대책반으로 전환하여 상황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 유동성 확보 특별방안 수립 및 실행

- 환매연기 등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결의 진행 및 유관기관과 소통

-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 등과의 업무 협의 및 자료제공은 비상대책반으로 일원화

- 위기상황 단계별 구체적 대응계획:

1) 정상: 이벤트 발생 가능성 상시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위기상황 시나리오 분석 및 모니터링, 보고 등 사전적 리스크 활동을 수행하며 환매보상비율 유지 및 비유동성 비율 유지

2) 주의: 포착된 위기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분석 실시 및 보고(비유동성 규모 및 비율 파악 후 자산매각필요성 검토 및 보고, 리스크 축소 및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유동성 확보

3) 심각: 실무회의 소집, 위기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대응전략을 모색, 경영진보고 및 대응조치결정 (위기상황에 따른 경과 및 단계별 대응전략 보고, 비유동자산 매각계획 제출 및

4) 위기/위급: 위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기대책반을 운영 (비유동자산 매각 실행 및 일일보고,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펀드정상화 노력, 시딩 투자를 통해 책임운용 강화)

● 주요 비상 대응 계획

9.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금액 및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의 방침에 따라 추가설정(환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금액 및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펀드명칭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금액 수익률 비고(투자일자)

500 31.66 2020.12.02

10. 자산운용보고서 확인방법 안내

- 이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은 펀드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의 변경은 펀드를 가입하신 판매회사 지점에 연락하시거나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메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객님께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1개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 E-mail 전환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번호 : 02-533-8940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홈페이지 : http://www.timefolio.co.kr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 http://dis.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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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1년 12월 02일 ~ 2022년 03월 01일

11. 용어정리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
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펀드자산보관회사)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 기준가 산정 등 일반 사무관리 업무를 맡는 회사입니다.

투자매매/중개업자 펀드의 매매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
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
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통용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지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
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자형 펀드
자펀드는 모펀드에서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며, 그 운용은 모펀드가 합니다. 모자형 펀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설정 및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모펀드와 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모펀드에서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자펀드만이 취득할 수
있고 자펀드는 모펀드 이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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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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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
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지리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
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기타비용 위탁매매 수수료, 회계감사 비용, 유가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 비용 등 통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를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즉, 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내는 비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율로
표시합니다. 보수의 종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지불하는 운용보수,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판매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이 있습니다.보수율은 일반적으로 상품마다 다릅니다.

매매회전율 주식 매매의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해당 운용기간에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에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
출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의 주식 매입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 규모 또한 100억원이면 매매회전율은 100%가 됩니다.

매매수수료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펀드에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등을 매매하는데 든 수수료 총액을 펀드의 순자산총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수수료는 펀드의 비용과 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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