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높은 험

1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1440호(2021.03.22)

프로는
결과로
말한다

2
등급

3

4

5

6

2020 모닝스타
펀드 어워즈
베스트 한국 주식 운용사
'교보악사자산운용'
(2020년 2월)

매일경제 증권대상
펀드부문 대상 수상
(2017년 2월)

매일경제 제14회 한국펀드대상
국내인덱스 베스트 운용사
'교보악사자산운용' (2015년 2월)

KG제로인 2014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KOSPI200인덱스 우수상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2014년 3월)

매일경제 제13회 한국펀드대상
국내 인덱스주식형 베스트펀드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2014년 2월)

1위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교보악사자산운용
국내인덱스펀드(ETF 제외)
운용규모 1위

※ 기준일 : 2021.02.01
※ 출처 : 제로인 (K200인덱스 기준)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은
KOSPI200의 구성종목에 투자하여 시장수익률을 추종하고
다양한 추가수익 전략과 저렴한 보수를 통해 고객의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인덱스펀드,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www.kyoboaxa-im.co.kr

펀드의 자세한 투자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하세요!

판매회사

집합투자회사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한국시장 전체에 분산투자하여 시장수익률을 추구하고, 추가수익 전략과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 수익에 기여하는
파워인덱스 주식파생펀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고객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가 되어드립니다.

투자포인트

국내 최대 규모의 인덱스펀드 전문가!

KOSPI200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추가수익 추구 인덱스펀드”

•	총 운용자산이 46조인 운용사로 장기자산을 인덱스로 운용한
풍부한 노하우 보유 (출처 : 한국금융투자협회, 2021.02.26 기준)
•	인덱스펀드(ETF 제외) 운용규모 1위! 설정규모 : 1조 955억원
[출처 : 제로인(K200인덱스 기준), 2021.02.01 기준]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주식파생펀드는 국내 최대 규모 인덱스펀드(ETF 제외)

•	KOSPI200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Enhanced Index Fund
(추가수익 추구 인덱스펀드)로서, 최소의 인원과 비용으로 시장 전체
에 대해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시행하여 시장수익률 추구
•포트폴리오 배당수익, SWAP 전략, 주식대차, 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운용전략을 통해 초과수익 추구

(설정규모 : 1조 3,096억원 / 출처 : 제로인, 2021.03.02 기준)

저렴한 보수로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기여

시장 흐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운용규모 확보

•	인덱스펀드는 종목 선택 및 매매에 따른 비용이 적으며, 총보수가
저렴하여 장기 투자시 비용(보수) 절감 효과로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기여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주식파생펀드 Class A는 총보수 연 0.7595% 수준으로,
장기 투자시 수수료 차이에 따른 수익률 증가에 기여. ※ 단,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 이내)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주식파생형 펀드는 보험사의 변액보험,
유니버셜보험 등 10년 이상의 장기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펀드 유지가 가능함

펀드개요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펀드명
펀드유형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운용대상

·주식 :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채권 :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 초과할수 있음

환매방법

·15시 30분 이전 환매 청구시 : 2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환매 청구시 : 3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클래스

Class A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보수
(연)

판매
운용
기타
합계

Class Ae

Class C

건별 납입금액 5억원 미만

온라인 가입 전용

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0% 이내주)

납입금액의 0.5% 이내주)

Class Ce
온라인 가입 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60%

0.14%

1.00%

0.50%

0.15%

0.15%

0.15%

0.15%

0.0095%

0.0095%

0.0095%

0.0095%

0.7595%

0.2995%

1.1595%

0.6595%

주) Class A, Ae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회사

집합투자회사

대표번호
www.kyoboax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