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
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1월   17일
 

( 대신증권 주식회사)

( 대신증권 대신 철광석 선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H) 제8호 )
( 대신증권 대신 인버스 철광석 선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H) 제9호 )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40,00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8년 01월 17일

2. 모집가액  : 40,0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18년 01월 18일

4. 납입기일 :  2018년 01월 18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대신증권주식회사 02)769-2000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대신증권 주식회사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
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상품의 매매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
련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지수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기초지수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

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
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본 ETN은 특정 단위 이상으로만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실 수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일부 내용(중도상환 등)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방식과
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8. 만기 전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
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본 ETN은 숙려제도 대상 투자자(만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투자성향 부적
합투자자)의 투자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입니다. 특별히 더 유의하셔서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 】

[종목명:대신증권 대신 철광석 선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H) 제8호]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

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목 내용

1) 거래소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
Iron Ore Futures : SGX

2) 관련거래소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
Iron Ore  Futures :  SGX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으로 해
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외환거래 포함)
를 수행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기관
-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 : SGX

7)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8) 시장교란사유

ⅰ) 거래장애(Trading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
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
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한가, 하한
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ⅱ) 거래소장애(Exchange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
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
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ⅲ) 조기폐장(Early Closure)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일에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 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
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iv)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
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9)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
산의 최종가격

10)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의 정
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1) 발행가액 최초 발행시의 1증권당 지표가치로 해당 상품의 만기까지 불변

12) 지표가치금액
총액 개념으로,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유사
기초지수가격에서 제비용 만큼 차감한 가격.

13) 일일 지표가치
(IV:Indicative 
Value)

당일지표가치(T) = 전일지표가치(iV)(T-1) X (당일기초지수종가(T)/전일기초지
수종가(T-1)) - 제비용 
*당일지표가치(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한 지표가
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전일지표가치(iV)(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ETN 1증권당 실질 가치
-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 일할 계산된 제비용, 분배금 
등을 누적하여 산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1회 산출.
- 상장지수증권의 환매기준가로 활용, 괴리율 산출.
- 한국예탁결제원 산출.

14) 실시간 지표가치
(iiV: Intraday
Indicative Value)

1) 09:00~15:30의 경우
실시간지표가치(iiV) = 전일지표가치(T-1) *[실시간 기초지수(T)/전전일기초지
수종가(T-2)]
*당일지표가치(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한 지표가
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전일지표가치(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
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실시간기초지수(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산출된 기초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지수 값
*전일기초지수종가(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
근 지수거래소 영업일의 기초지수 종가
-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장중 기초지수 변화율
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지수 산출주기와 동일하게 하되 최대 15초 이내로 설
정.
- 장중 매매시 시장가격의 프리미엄/디스카운트 판단 기준으로 활용.
- 코스콤 산출.
- 기초지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기초지수인 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으)로 산출됩니다.
● 이 기초지수는 SGX에서 거래되는 Iron Ore Futures의 실시간 가격을 반
영하여 산출된 지수로 한국시간 기준 08:25 ~ 21:05 동안 실시간 산출됩니
다.
● Iron Ore futures의 실시간 가격 확인 웹사이트 
https://www.sgx.com

15) 괴리율

-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I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장중 괴리율의 경우 지표가치(IV)가 아닌 실시간 지표가치(iiV)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16) 분배금

-기초자산에 포함되어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등의 배당수익을 증
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금액.
-지급 방식에 따라 ETF방식, 주식방식, 총수익(재투자) 방식 존재.
-자세한 내용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권리의 내용 - (4) 분배금 결제
방법 과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증권의 종류
대신증권 대신 철광석 선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H) 
제8호

기초지수 종류
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 
※해당 지수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지수입니다.

모집(매출)총액 20,000,00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 수량 2,000,000주
청약일(기간) 2018년 01월 18일

납입일 2018년 01월 18일

발행일 2018년 01월 18일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및 만기
상환금액 결정일

2023년 01월 03일(화)

만기일 2023년 01월 05일(목)

지급일 2023년 01월 09일(월)

만기시, 중도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환헤지 여부

환헤지(100%)
100% 환헤지를 통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지급합니
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해당 
ETN의 가격 변화는 나타나지 않게 합니다.

분배금 지급(재투자)
지급방식 총수익(재투자)방식

분배금지급 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지급일 해당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①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
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함. 단, 지급일이 영
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이 지급일이 되며, 이러
한 지급연기에 관하여는 추가적으로 이자 및 기타 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습니
다.
  
② 만기 가격결정일이 그 초일로부터 소급하여 15일 이전(2022년 12월 16일)
에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에 해당
하는 만기 가격결정일을 그 이전의 매매거래일로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③ 중도상환 가격결정일 및 만기 가격결정일에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
하거나 위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인하여 만기 가격 산정이 불능한 경우 
해당하는 각각의 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매거래일로 순연합니다.



  

(3)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Ⅱ.증권의 권리내용 

2.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④ 최종거래일은 만기 가격결정일로 조정하고, 조정된 최종거래일(T일)을 기준
으로 만기일은 T+2거래일, 지급일은 T+4거래일로 조정한다. 이러한 지급의 연
기에 따른 연체이자 적용은 하지 아니합니다.
  
⑤ 만기 가격결정일 지연사유가 연속된 8예정거래일 이상 해소되지 아니하거
나 기타 비정상적인 시장에 따른 조기상환 및 권리내용의 조정에 관한 내용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사항 "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⑥ 증권의 상장 관련
상장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2018년 01월 25일
상장예비심사결과: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ETN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
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을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상장예
비심사결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2 제2항 3호(공모), 4호(발행규모)
를 제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은 금번 공모 완료 후 상기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국거래소의 ETN시
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
나,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배정 절차

  

※ 본 증권은 발행사인 대신증권이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집절차 완료후 전량 발행사에서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2) 증권의 발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대권 1매를 발행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

탁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며, 보유자는 본 증권의 실물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

니다. 본 증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의 실물은 보유

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고객계좌부에

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3)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①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항목 내용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
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이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청약 및 배정에 대한 공
고도 하지 않습니다.

청약증거금 청약금액(발행가액X청약수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단위 및 청
약한도

최저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는 2,000,000증권으로 합니다.

청 약 기 간 2018년 01월 18일

배정 및 환불일 2018년 01월 18일

납입일 2018년 01월 18일

항목 내용
상장거래소명칭 한국거래소



  

② 상장예비심사 결과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상장예

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규정 제149조의2 제2항 3호(공

모), 4호(발행규모)를 제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

다. 따라서 본 증권은 금번 공모 완료 후 상기요건을 충족 하여야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9조(상장예비심사)의 제4항에 의해 상장예비심

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예정일 2018년 01월 25일

구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149조의 3의 2항(신규상장)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
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
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로서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인가가 획득되었을 것
  
나.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
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
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
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영업용순자본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이고,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
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
결재무제표에 한한다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
를 충족할 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
이 제1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
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
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
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
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단순히 나타내는 지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
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
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
행증권의 총수가 10만 증권 이상일 것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
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자본
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
행총액의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
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
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4)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①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본 증권의 본질가치는 기초지수의 가격,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

정됩니다. 그러나 본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므로, 본 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

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

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 이전의 매매방법

본 증권이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경우, 상장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지속적인 장내 매매가 가능합

니다. 따라서 보유자는 ETF(상장지수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 증권을 해당 거래

소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업무규정 제20조의 2(유동성공급회원)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대신증권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투

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대신증권 주식회사에 일괄

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상장되기 이전까지 전액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 본 증권의 유동성공

급자는 본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전량 취득 후 상장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본 증

권의 전량 혹은 상당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며, 본 증권이 상장된 이후 해당 거

래소를 통하여 정규시장(09:00~15:30) 및 시간외시장(07:30~08:30,15:40~18:00)

을 통해본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본 증권의 

(최초)매각가격은 상장일 전일 지표가치(IV)에 근거하여 결정하여 제시하게 되며, 

이는 본 증권의 발행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
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
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유동성 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

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최우선 매도

호가)와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최우선 매수호가)간 차이를 그 매수호가로 나눈 

값]이 1.5%이내로 유지되도록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

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

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면제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1조의5에 

의하여 발생하며, 해당 사유 발생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중도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조건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중도상환청구 절차가 존재합니다. 중도상

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 권리의 내용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 본 증권의 보유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

하게 되며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본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권리내용의 변경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유동성공급자의 의무 및 공급계획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149조의 3(신규상장)에 

따른 본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발행인인 대신증권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본 증권에 

대하여 해당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에 대한 이러한 유동

성공급 기능은 주식연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헤지거래를 수행하는 부서내의 담당

자(Trader 2명, System담당 1명, M/O 1명)를 지정하여 수행합니다.

  

유동성공급자는 해당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의 주문을 일정

수량 이상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

가치에서 벗어나 괴리가 발생할 시,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하여 가

격 괴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도, 매수주문의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경우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매도, 매수양방향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절의2(유동성공급호가)에 따라 유동성 공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증권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적절한 스프레드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

록 의무를 다할 것이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한 최대호가스프레드비율(1.5%)을 

초과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매수호가별로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이상으로 유

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유동성공급자 및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의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

*100(%)"를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을 위한 수동주문 및 자동주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

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장모니터링 및 헤지주문 시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유동성공급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자체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

행하기 위한 운용 조직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

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신

증권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

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내역을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통하여 알 수 있으

며, 한국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언제든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내역을 공

시할 것입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

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헤지자산/LP전용계좌 구분 관리, 만기/조기 

상환 시 불공정거래 매매 방지, ETN발행대금의 헤지자산 운용 외 용도제한, ETN의 

기초자산과 헤지자산 간 불일치 최소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및 이를 위한 내

부 승인 절차, 헤지거래의 시장충격 완화, 발행사가 백투백 헤지 또는 제 3자 유동

성공급자 이용 시, 운용지침 마련 여부 등 헤지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운용

지침을 제정하여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

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08:0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

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1.5%)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산기관

본 증권의 가치산출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계산기관"이라 함)은 발행인과 일반사무

관리 계약을 맺은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계산기관 명칭 : 한국예탁결제원

계산기관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동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몰

  

② 지급대리인 및 수탁대리인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만기 지급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바 에 따른 지

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42 우리은행

  

③ 유동성공급자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할 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

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배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동성공급자 명칭 : 대신증권 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ETN상품에 관한 사항
  

(1) 상품개요

  

  

(2) ETN 시장 구조

ETN은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발행회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

항목 내용

증권명 대신증권 대신 철광석 선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H) 제8호

기초지수명
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수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지수입니다.

투자목적
본 ETN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SGX가 
산출하여 발표하는 "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를 기
초지수로 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전략
환전수수료 없이 Iron Ore Future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철광석 선물 강세가 
나타날 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반면 철광석 선물이 위와 다르게 움
직일 경우 손실 위험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본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하여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Iron Ore 
Futures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 시장으로, 개

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데, 이때 유동성공급자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돕습니다.

  

(3) 시장참가자별 역할

  

  

  

2. 예상손익구조
  

  (1) 제비용

.

구분 주요 역할
발행사 ETN 발행 주체

유동성공급자(LP) 시장에서 호가제공 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 역할 수행

일반사무관리회사
발행사를 대신하여 ETN 사무처리 업무수행.(IV계산, ETN 환매 
정산 금액 산출)

지수산출기관 ETN상품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

iiV산출기관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제공되는 iiV를 산출하는 기관

투자자 ETN 매매(개인 및 법인 투자자)

구분 내용 연간비율(%)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사보수
발행 관련 비용(상장예비심사수수료, 상장수
수료, 예탁수수료, 증권발행대행수수료, 발행
분담금 등) 포함

0.30



  

  

(2) 예상손익구조

  

  

* 해당 상품은 지표가치(IV,기초지수 수익률에서 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 세금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

다. 단,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일별로 본 증권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상품이 해당 날짜에 발행되어 만기까지 투자하였을 경우 얻는 

투자수익률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승후 하락

라이센스 기초지수 라이센스 비용 0.20

위탁사무보수 한국예탁결제원 0.10

기타비용 헤지거래 관련 유관 기관 수수료 및 거래비
용

1.30

소계 - 1.90
기초지수 반영 비용 해당사항 없음.   

소계 - 0.00
합계 - 1.90

제비용(%) 일수 투자원금 기초지수 가격승수
1.90 365 100만원 100.00 1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0 100.00 - 0.00 0.00 100.00
1 104.00 4.00% 1.97 1.97 102.02
2 116.00 11.54% 2.20 4.18 111.59
3 106.00 -8.62% 2.01 6.19 99.96
4 98.00 -7.55% 1.86 8.05 90.55

만기 93.00 -5.10% 1.76 9.82 84.17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7.00%
연률화 -2.33%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15.84%
연률화 -5.28%



   

② 하락후 상승

③ 지속 상승

  

④ 지속 하락

연도
기초지

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0 100.00 - 0.00 0.00 100.00
1 96.00 -4.00% 1.82 1.82 94.18
2 92.00 -4.17% 1.75 3.57 88.50
3 81.00 -11.96% 1.54 5.11 76.38
4 96.00 18.52% 1.63 6.75 79.46

만기 104.00 8.33% 1.98 8.72 94.12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4.00%
연률화 1.33%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5.88%
연률화 -1.96%

연도
기초지

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0 100.00 - 0.00 0.00 100.00
1 101.00 1.00% 1.92 1.92 99.08
2 107.00 5.94% 2.03 3.95 102.93
3 111.00 3.74% 2.11 6.06 104.67
4 121.00 9.01% 2.30 8.36 111.80

만기 125.00 3.31% 2.38 10.74 113.13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5.00%
연률화 8.33%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13.13%
연률화 4.38%

연도
기초지

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0 100.00 - 0.00 0.00 100.00
1 96.00 -4.00% 1.82 1.82 94.18
2 89.00 -7.29% 1.69 3.52 85.62
3 86.00 -3.37% 1.63 5.15 81.10
4 81.00 -5.81% 1.54 6.69 74.84

만기 80.00 -1.23% 1.52 8.21 72.4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0.00%
연률화 -6.67%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7.60%
연률화 -9.20%



  

3. 권리의 내용
  

(1) 본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본 증권은 기초지수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구조이므로 본 증권의 

보유자는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 및 중도상환 지급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증권 보유자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 절차는 별도의 의사표

시나 통지 없이도 만기일에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본 증권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

율 연 6%(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률)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2) 만기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의 1증권당 만기시 지급액은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계산되

어 지급됩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합니다.

③ 발행인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의된 만기지급액 평가산식에 의하여 본 증권의 만

기지급액을 산출하고, 아래의 지급대리인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증권의 지

급사무를 의뢰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대리

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기지급액 (세전)=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지표가치 X 보유증권 수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42 우리은행

④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지급이 완료됩니다.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

조건에서 정하여진 발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②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

으며, 그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

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

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평가가격의 99% 가

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일자별 프로세스

  

  

※ 중도상환 세부 내용

  T일
T+1일(의무) T+3~5일

T+4~14일T+2~9일(시장교란 시) T+4~13일(시장교란시)
구분 중도상환 신청일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투자자
중도상환신청

(처분제한조치)
- 중도상환 대금 수령 -

발행사
중도상환 내역확

인/승인

평가(당일 종가로 산출
되는 IV적용) or 연기

(시장교란 시)
변경상장 신청 -

예탁원
신청내역취합 발

행사 통지
상환대금 산출

증권 소각
거래소에 중도상환내역 통

보
-

거래소 - -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구분 해당사항

중도
상환

신청방법
본 증권 보유자는 중도상환신청가능일에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를 통해 중도환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일
발행일 익 거래소 영업일로부터 만기상환액 결정일 이전 5거래소영업
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

신청불가능일 만기상환액 결정일 이전 4영업일부터 중도상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단위

200,000증권(20억원, 발행가격 기준)
※ 헤지 물량으로 인한 기초자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일 최
대 중도상환 신청한도를 800,000증권(80억원,발행원본액 기준)으로 제
한합니다.



※ 중도상환단위 예외
해당 ETN의 상장폐지사유 발생(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
의 7), 발행사 영업중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내매도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중도상환단위 수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철회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중도상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사별로 별도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정일(평가일)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거래소 영업일(기초자산이 2개 이상의 거래소에
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 이후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 
영업일)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 : T일
중도상환금 지급일 : T+4 일

가격결정방법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거래소 영업일(기초자산이 2개 이상의 거래소에
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 이후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 
영업일)에 산출될 지표가치
*중도상환 가격의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거래소 영업일 종가로 산
출되는 지표가치(IV)를 의미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 가격의 2.0%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각 회원사별 
마감시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겨 철회 신청이 이
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신청 시부터 해당 증권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신청 
철회 시까지 유지됩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격결정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동성에 심각한 제
약이 있다고 선의로 판단한 경우 중도상환요청을 취소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행인이 판단
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이 없는 경우
에 한하여 발행인은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 단축하거나 본 증
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본 증
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4) 분배금 결제방법과 절차

- 본 ETN 상품의 경우 분배금 재투자 상품으로 구분의 총수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상환

결정일 최종거래일

지급일
만기일 : T일
만기 지급일 : T+2일 

가격결정방법
최종거래일 지표가치.
*만기상환가격은 최종거래일 종가로 산출되는 지표가치(I.V.)를 의미합
니다.

구분 내용

지급
(주식형, 
채권형)

시장가격
지수

① ETF방식 : 지표가치에 예상배당금 반영

분배금
지급기준일

ETF와 동일하게 설정
Ex) 국내외주식형 : 1,4,7,10월 마지막 영업일
채권형 : 12월 마지막 영업일 or 이자발생시기
상품형/혼합형 등 : 12월 마지막 영업일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분배금지급일 분배금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10영업일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 락조치 실시

② 주식방식 : 지표가치에 배당금 미반영
*국내주식형 ETN만 적용가능

분배금
지급기준일

상장법인의 결산월별 배당기준일

분배금신고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분배금지급일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7~10영업일 이
내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없는 락조치 실시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조정 및 계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있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의 변경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증권의 어떠

한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 적용한 연

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의 조기상환 또는 권리내용의 변경에 열거하지 못하거나 유가증권시장 해당규

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조기상환 사유

①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

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 조기상환 방법"에 따라 보유자에게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

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조기상환일은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만, 사유발생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거래소영

업일)을 의미합니다.

총수익
 (재투자) 

지수

분배금
지급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은 지수에 재투자)

*투자자는 ETN 매도시 분배금 실현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일

분배락조치

미지급(commodity형, 선물형)
배당금, 채권이자 등 분배할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 유형

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폐지)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
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천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
업규정」제3-2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
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제3-2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
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
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
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
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기상환 등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하거나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유동성 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
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
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
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
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
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증권의 상장법인에게 유동성 개선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
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2. 상장지수증권의 반기의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일평균거래대
금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



  

②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일 이전이라도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 발생사실,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상환은 발행인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써 발행인이 조기상환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되거나, 발행인에게 본 증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

유가 발생하여 본 증권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조기상환 방법

①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지급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

여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지정된 조기상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

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본 증권에 대하여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

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상환

의무나 금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

여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상환가격결정일의 지표가치(IV)에 따라 조기상환금액

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증권 기초

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

우에 따라 투자금액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

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

을 게시합니다.

  

가 인정하는 경우



○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조기상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의 변경사유

○ 지수 산정의 오류 등 :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및 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

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

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지 않습니다.

  

○ 기초자산의 가격이 폐지, 단절되는 경우 :

①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에서 기초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적으로 8예정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거나 예정되는 경우로써, 발행인이 본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며 발행인은 "(2)

조기상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증권 보유자에게 만기 전에 상환

하게 됩니다.

②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확정이 필요한 날(만기 가격결정일,중도상환 가격결

정일)에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 증권의 발행

인이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각각의 가격결정일 및 지급일 등의 권리내용을 재지

정할 수 있으며 아래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ⅰ) 각각의 가격결정일에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하거나 위 ②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로 인하여 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가격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

매거래일로 순연한다.

ⅱ) 최종거래일은 만기 가격결정일로 조정하고, 조정된 최종거래일(T일)을 기준으로 

만기일은 T+2거래일, 지급일은 T+4거래일로 조정한다. 이러한 지급의 연기에 따른 

연이자 적용은 하지 아니한다.

ⅲ) 위의 ⅰ) 또는 ⅱ)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만기 가격결정일 지연사유가 연속된 8

예정거래일 이상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며 발

행인은 "(2)조기상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 보유자에게 만

기 전 상환하게 됩니다.

  

○ 기타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에서 증권의 권리를 변

경 할 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단,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거래소를 포함)에 통보합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한국거래소(www.krx.co.kr)를 통

하여 공시를 할 것입니다.

  

(4)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① 본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

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의 관리절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장 소정의 

청산 및 파산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② 본 증권에 대하여 이러한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파산법,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인이 관계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제한되

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준거법과 재판관할

①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에 관

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

라 본 증권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②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
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
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
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
산의 부도, 매도 시 음의 괴리율, 투자시점 대비 중도상환 또는 만기
상환 시점의 기초지수 보합 또는 상승 시에도 누적된 제비용 등에 따
른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괴리율 위험

본 증권의 경우 추가발행 제한/발행 재개, 발행회사 신용상태, LP호가 
스프레드 확대/유동성공급 제한, 가격제한폭/시차 등으로 유동성공급
자의 유동성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유동성 호가
제출면제 시간대에 일반 투자자들 간의 거래로 인해 본 ETN증권의 가
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할증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ETN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단기
간 내에 급등락 할 경우, 기초지수의 산출 주기로 인해 ETN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할인/할증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의 문제로 인해 기초지수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구성종목
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생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2. 발행회사위험

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
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 가격결정일에는 기초 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
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으로 인한 위험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
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
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
는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
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
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
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
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
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해
도 본 증권의 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
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
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
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
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3. 상장관련위험

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본의 50/100으로 ETN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 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2017년 11월 14일자로 제
출된제57기 3분기보고서(2017.01.01 ~ 2017.09.30)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결제지연 위험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된 해당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
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6%(상법 제54조에 따
른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본 증권신
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상장폐지)에 따른 ETN 
상장폐지로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 상환가격 결정일 등)의 변경, 
평가 손실의 확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해, 기초지수가 이를 초과하여 변
동하더라도 ETN 가격은 ±30% 이내에서 변동합니다.(레버리지는 
±60% 내에서만 변동합니다.)

거래정지/관리종목 
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해당 ETN 종목의 거래가 중지되
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사유
○ 발행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익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 발행자 신용위험 등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
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거래 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간까지



   

4. 중도상환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 상장일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증권의 상장법인에게 유동성 개선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1.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이 50억원 미만
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장지수증권의 반기의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일평균거래대금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
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환청구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상환청
구일로부터 상환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상장지수증권의 가치변동
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위험

조기상환 위험
만기 전 ETN의 상장폐지로 조기에 상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는 상장관련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금성 위험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의 매매, 혹은 중도상환 요청을 통해 만
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
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
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이 1.5%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
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
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도 있습니
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시 환금성
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
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
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 법률상 위험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초과소득(매도시점의 과표
기준가 -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
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
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
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



  

6.상품내용에 관한 사항

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동성 공급 실무 위
험

본 증권의 유동성 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유동성 공급 시 오류를 최
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나, 유동성공급 시스템
의 부득이한 오류로 인해 유동성공급 업무 수행상 오류가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
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
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
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LP보유량 정보 공시
에 관한 사항

발행사가 사실상 단일 LP가 되고 신규상장 시 100% 보유 상태에
서 배출되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ELW와 같이 LP보유량을 매
일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
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
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지수의 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
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
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
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지수
  

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누적수익률 괴리 위
험

ETN의 경우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품이나, 
발행사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 각종 제반비용으로 인해 기초지
수의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별 복리화 효과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로, 기초지수 자체에 
일별 복리화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보다 긴 기간동안
의 기초자산(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 각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 1. 기초지수’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 위험

본 증권은 철광석 산업의 위험인 생산, 정책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
습니다. 정치적 분쟁, 기후와 같은 요소에 의한 생산량 변동, 정부의 생
산량 제한, 운용과 관련한 폭발 및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전 철광석산업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롤오버(Roll-Over) 
위험

본 증권은 선물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근월물에서 차월물로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
니다.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이런 롤오버 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자체의 가격, 현물가격의 움직임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
음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기관 및 관련 
규정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은 싱가폴거래소 또는 싱가폴통화
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MAS)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들 기관은 비상상황 발생 시 투기적인 포지션 제한에 대한 소급적용, 
증거금 인상, 일일가격 변동제한 및 거래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미리 예측 불가능하며, 이
로 인해 당 증권에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1배수의 수익률로 추적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 지수에 포함된 Iron 

Ore Futures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 기초지수 소개

항목 내용
지수명 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

지수개요
SGX에 상장되어 있는 Iron Ore Futures의 일일 수익률을 1배수로 추적하는 
전략을 지수화

유니버스 해당사항 없음.
편입대상

종목 선정기준
Iron Ore Futures 최근월물

구성종목수 1종목 (2017.10.기준)
비중결정 방식 100%

종목교체 
비중조정 기준

해당사항 없음.

교체(Roll-over)방법

해당 기초지수는 매월 마지막 5영업일부터 1영업일까지(싱가폴 영업일 기준) 
일별 20%씩 최근월물에서 차근월물로 롤오버를 시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발
행사 홈페이지(www.daishin.com) 혹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ily Rebalancing 
방법

해당사항 없음.

정기변경일 해당사항 없음.
CAP비율 해당사항 없음.

비중조절을 위한 수
시변경 체계

해당사항 없음.

지수산식

지수 산출 방식

- t : 지수산출시점
- t-1 : 해당 선물 시장의 직전거래일
- Indext: t시점일 때의 지수값
- F : 요인 (인버스/레버리지)
- Pt: t시점에서의 기초자산 선물의 가중값
- It: t시점에서의 한국은행 콜금리 일일수익률
  
1)위 공식에서의 F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표1: F (수익 계산 시)

2) I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Iref,t-1: 전 영업일의 준거금리 (한국은행 콜금리)
- Δt : 현재와 이전 영업일 사이의 달력일자 수
  
3)SGX 철광석 선물 지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준거금리는 싱가폴 시간으로 
오후 2~3시 사이에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4)기초 선물의 가중값인 Pt와 Pt-1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CWy,t:t시점의 최근월물 기초자산 선물 비중
- CWz,t:t시점의 차근월물 기초자산 선물 비중
- FPy,t:t시점의 최근월물 선물 정산가격
- FPz,t:t시점의 차근월물 선물 정산가격
- wroll,t:t시점의 롤오버 가중치
  
5)t 시점에서의 해당 기초지수에 대한 준거가격은 다음 둘 중 하나가 됩니다:
  
i. 일일 정산가격; 혹은
ii. T-session의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종가)
  
6)일일 정산가격은 SGX-DC Clearing Rules에 따라 결정되며, 유동성이 충분

지수 요인 설명
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

1 선물의 롱포지션을 통한 가격변동(일일수익률)을 
1배로 반영하여 지수를 산출합니다.

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

-1 선물의 숏포지션을 통한 가격변동(일일수익률)을 
-1배로 반영하여 지수를 산출합니다.

.

.



  

- 지수 산출방법 세부 내용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선물의 롤오버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IndexER(Excess Return)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은행 콜금리의 수익률을 지

급하는 IndexTR(Total Return) 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ndexTR 산출 방법:

- t : 지수산출시점

- t-1 : 해당 선물 시장의 직전거래일

- Indext: t시점일 때의 지수값

- F : 요인 (인버스/레버리지)

- Pt: t시점에서의 기초자산 선물의 가중값

- It: t시점에서의 한국은행 콜금리 일일수익률

  

1)위 공식에서의 F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한 경우 정산가격은 pre-close auction 에서 결정됩니다.
  
7)선물이 거래되지 않아, 위의 두 경우가 불가하다면, 전일 가격(체결가보다 정
산가에 우선권이 있음)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가격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무한히 계속됩니다.

기준시점 2013.04.08

기준지수 1000

산출주기
10초
○ 일반적인 KRX 산출지수의 산출주기 유지

산출시간 08:25 ∽ 21:05 
○ 한국시간 기준/ 서머타임시 시간 포함

지수산출기관 SGX

.



  

표1: F (수익 계산 시)

  

 2) I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Iref,t-1:전 영업일의 준거금리 (한국은행 콜금리)

- Δt : 현재와 이전 영업일 사이의 달력일자 수

  

3)SGX 철광석 선물 지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준거금리(한국은행 콜금리)

는 싱가폴 시간으로 오후 2~3시 사이에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4).기초 선물의 가중값인 Pt와 Pt-1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CWy,t: t시점의 최근월물 기초자산 선물 비중

- CWz,t: t시점의 차근월물 기초자산 선물 비중

- FPy,t: t시점의 최근월물 선물 정산가격

- FPz,t: t시점의 차근월물 선물 정산가격

- wroll,t: t시점의 롤오버 가중치

지수 요인 설명
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

1 선물의 롱포지션을 통한 가격변동(일일수익률)을 1배로 반영
하여 지수를 산출합니다.

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

-1 선물의 숏포지션을 통한 가격변동(일일수익률)을 -1배로 반
영하여 지수를 산출합니다.

.

.

  
해당 월의 마지

막 5영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4영

해당 월의 
마지막 3영

해당 월의 
마지막 2영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

그 외 다른 
날



5)t 시점에서의 해당 기초지수에 대한 준거가격은 다음 둘 중 하나가 됩니

다:

i. 일일 정산가격; 혹은

ii. T-session의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종가)

  

6)일일 정산가격은 SGX-DC Clearing Rules에 따라 결정되며, 유동성이 충

분한 경우 정산가격은 pre-close auction 에서 결정됩니다.

  

7)선물이 거래되지 않아, 위의 두 경우가 불가하다면, 전일 가격(체결가보다 

정산가에 우선권이 있음)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가격을 사용할 수 있

을 때까지 무한히 계속됩니다

  

  

- 구성종목 선정/교체 기준 세부 내용 

  *대상종목: SGX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Iron Ore futures 최근월물 

  *거래시장: SGX 

- 종목 교체(Roll-over) 방법

해당 기초지수는 매월 마지막 5영업일부터 1영업일까지(싱가폴 영업일 기준) 일별 20%씩 

최근월물에서 차근월물로 롤오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 2016년 철광석선물 롤오버 스케쥴

업일 업일 업일 일 
wroll,t 20% 20% 20% 20% 20% 0%

  
해당 월의

마지막 
5영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4영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3영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2영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

최근월물 비중 80% 60% 40% 20% 0%
차근월물 비중 20% 40% 60% 80% 100%

1월 2016.01.25 2016.01.26 2016.01.27 2016.01.28 2016.01.29
2월 2016.02.23 2016.02.24 2016.02.25 2016.02.26 2016.02.29
3월 2016.03.25 2016.03.28 2016.03.29 2016.03.30 2016.03.31
4월 2016.04.25 2016.04.26 2016.04.27 2016.04.28 2016.04.29
5월 2016.05.25 2016.05.26 2016.05.27 2016.05.30 2016.05.31
6월 2016.06.24 2016.06.27 2016.06.28 2016.06.29 2016.06.30
7월 2016.07.25 2016.07.26 2016.07.27 2016.07.28 2016.07.29
8월 2016.08.25 2016.08.26 2016.08.29 2016.08.30 2016.08.31
9월 2016.09.26 2016.09.27 2016.09.28 2016.09.29 2016.09.30



※ 해당 기초자산의 롤오버 스케쥴은 매년 1월 중 당사 ETN(www.daishin.com)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2) 기초지수 수익률(%, '17.11.30. 기준)

                                                    (단위 : %)

※ 롤오버 비용(or 수익) 누적으로 인한 기초자산과 기초지수 간의 괴리율

10월 2016.10.25 2016.10.26 2016.10.27 2016.10.28 2016.10.31
11월 2016.11.24 2016.11.25 2016.11.28 2016.11.29 2016.11.30
12월 2016.12.23 2016.12.26 2016.12.27 2016.12.28 2016.12.29

기간
기준일 : 2017.11.30.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연초이후

수익률

해당
기간

기초지수 -3.84% 28.37% 23.48% 153.51% 12.79%

비교지수 5.04% 6.78% 27.92% 28.20% 25.09%

연평
균

기초지수 -15.34% 56.75% 23.48% 51.17% 2.30%

비교지수 20.15% 13.57% 27.92% 9.40% 4.52%

변동성
기초지수 27.35% 27.24% 30.68% 33.62% 29.92%
비교지수 8.68% 8.48% 8.30% 9.94% 8.28%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1배만큼 추종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 시 롤오버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

자산과 기초지수간의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탱고 상황에서 기초자산(Iron Ore Futures) 의 롤오버 효과는 

본 증권처럼 정방향 지수 [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 의 경우, 롤오버 비용으로 나타납니다.(마이너스 효과) 반면에, 백

원데이션 상황에서는 롤오버 수익으로 나타납나다.(플러스 효과) 

따라서, 투자자는 기초자산인 선물 롤오버가 진행될 경우에 콘탱고인지 또는 

백워데이션인지에 따라 기초지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더

불어 이러한 효과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됨에 따라 기초자산과 기초

지수 간의 괴리율이 확대될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별 복리화 효과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1배만큼 추종하고 있지만, 기초지수 자체에 일별 

복리화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을 하루 이상 보유할 경

우, 투자자의 투자결과는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누적하여 결정되는데, 이결과

는 해당기각동안의 기초자산 수익률을 단순히 1배 한 것과는 같을 수 없으

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증권이 추구하는 운용전략은 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증권에 적용되는 '일일', '일간' 또는 '하루'라 함은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

래되는 거래소 기준으로 전 날 장 마감시점으로부터 다음날 장 마감시점까

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루보다 짧게 보유할 경우에도 본래 의도하

는 투자목적과는 다른 투자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을 위해서 정의하는 '하루'의 기간과 다르게 보유할 

경우 본래의 투자목적과는 다른 투자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기초자산의 변동성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철광석 선물 (Iron Ore Futures) 가격 변동

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지수 구성종목 및 거래소
  

(1)Iron Ore Futures

  

3. 기초지수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 정보 취득 방

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가. 기초자산이 상장되어 있는 SGX 홈페이지(https://www.sgx.com)에서 기

초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대신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

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발행인의 직접모집으로 발행되므로 인수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

에 대한 분석 및 가격결정 등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항목 내용
거래시장 SGX
거래단위 100MT/ USD

거래통화 USD

거래시간
[한국시간 기준]
월~금 
개장 시간 08:25 / 폐장 시간 익일 01:00

결제주기 매월 마지막 영업일

최종거래일자 만기일의 2거래일 전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의 개요

                                          (단위: 원)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에 미달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 제비용 내역

                                          (단위: 원)

※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과 관련된 일부 비용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공모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

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장외옵션매입계약 혹은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같이 위험회피거래에 사용할 계획

이며, 이는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

록 발행인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 것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항목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예정)(1) 20,000,000,000

발행제비용(2) 7,333,300

순수입금[(1)-(2)] 19,992,666,700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000,000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

규정제5조1항제4호

예탁원수수료 4,000,000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한 
ETN수수료 약정서에 의함

상장수수료 333,300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예비심사수수료 2,000,000 유가증권상장규정

합계 7,333,300 -



(올해 및 과거 3년치, 2017년 12월 3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17년 12월 3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S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4
건 673 853 1526 63 63 126 93 83 176 12 10 22

금액
2113

3
1875

9
3989

3
816 385

120
1

329
0

360
6

689
6

153
136
3

151
6

2015
건 732 1034 1766 578 759

133
7

104 93 197 76 44 120

금액
2738

8
2024

8
4763

5
205
55

135
92

341
47

323
6

380
5

704
1

244
2

294
6

538
8

2016
건 656 708 1364 742 849

159
1

106 39 145 75 63 138

금액 7212 9402
1661

4
189
19

144
78

333
97

693
148
8

218
1

126
8

104
84

117
52

2017
건 471 420 891 318 293 611 76 73 149 7 95 102

금액
1888

7
7535 

2642
2

113
32

532
1

166
53

598
294
8

354
6

369
903
5

940
4

합계
건 2532 3015 5547

170
1

196
4

366
5

379 288 667 170 212 382

금액
7462

0
5594

4
1305
64

516
22

337
76

853
98

781
7

118
47

196
64

423
2

238
28

280
60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4
건 159 84 243 41 24 65 5 62 67 1 23 24

금액
571
9

700
5

127
24

107
6

913
199
0

73
575
6

582
9

50
292
3

297
3

2015
건 74 52 126 70 42 112 23 34 57 21 31 52

금액
200
7

374
0

574
7

180
8

156
8

337
5

711
720
5

791
6

672
690
7

757
9

2016
건 32 7 39 61 29 90 9 13 22 10 32 42

금액
207
6

66
214
2

261
7

808
342
5

2
175
8

176
0

52
485
7

490
9

2017
건 25 8 33 33 13 46 7 9 16 7 26 33

금액
206
7

460
252
7

197
8

503
248
1

4
232
7

233
1

4
567
8

568
2

합계 건 290 151 441 205 108 313 44 118 162 39 112 151



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17년 12월 3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라. 신용환산액 (2017.12.31 기준, 단위: 백만원)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삼성자산운용 113,596백만원)

주1)*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향후 당해 부외자산에 대해 추가로 가능한 평가익(potential future 

exposure)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BIS에서 결정한 수치임.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금액
118
69

112
71

231
40

747
9

379
2

112
71

790
170
46

178
36

778
203
65

211
43

구분

ELW ETN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4
건 399 28 427 0 0 0 0 0 0 0 0 0

금액
403
8

26
406
4

0 0 0 0 0 0 0 0 0

2015
건 164 21 185 107 21 128 0 0 0 0 0 0

금액
163
8

10
164
8

108
4

10
109
4

0 0 0 0 0 0

2016
건 570 40 610 133 40 173 0 0 0 0 0 0

금액
179
13

25
179
38

339
9

25
342
4

0 0 0 0 0 0

2017
건 166 48 214 0 48 48 7 0 7 7 0 7

금액
511
0

27
513
7

0 27 27 780 0 780 780 0 780

합계
건

129
9

137
143
6

240 109 349 7 0 7 7 0 7

금액
286
99

88
287
87

448
3

62
454
5

7 0 780 780 0 780

구분 ELS ELB ELW DLS DLB 기타 계

합계 244,473 6,590 0 5,502 13,882 747,729 1,018,176

잔존기간 거래 종류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

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

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

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

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

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

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

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1) ETN세제 현황

① 증권거래세 : 비과세【증권거래세법】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 제외)
기타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② 배당소득세【소득세법】

  

  

※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 산출주기 : 매 영업일 국내 장종료 후 1회 산정.

- 산출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과세표준 계산 방식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Min(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
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매매차익

환매
(중도,
 만기
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
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장내매
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2항】

배당소득세 과세
- Min(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
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매도가-매수가±과
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
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
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
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
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
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
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
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
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
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종 보수·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
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

자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관련

세법에 따라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

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

니다.

* ETF의 경우 원천징수【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3)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및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

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

화를 본 증권의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상품 및 발행자 관련 주요 투자지표를 신고

○ (일일신고) 지표가치(IV),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

*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월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 수시공시

  
국내 개인, 외국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ETF와 동일)

내국법인* 
(ETF와 상이)

외국법인** 
(ETF와 동일)

원천징수여부
O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

항】

Δ
【법인세법 제93조】



- 상품 및 발행자 신용위험 등 관련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

○ 발행자(보증인)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정기변경, 수시변경)

○ 발행자(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경우

○ 기초지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기초지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5%를 초과하는 지수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정정의 경우

○ 유동성공급계약(계획) 체결, 변경, 해지 등의 경우

○ 괴리율이 일정비율(국내자산:1%,해외자산:2%)을 초과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익금 분배의 경우(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전)

  

(3) 상장폐지 예고

-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공시

○ 만기 1개월 전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교체기준에 해당한 경우

○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발행자에게 해명 요구 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의 다른 부문에 기
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

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
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상품의 매매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
련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지수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기초지수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

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
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본 ETN은 특정 단위 이상으로만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실 수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일부 내용(중도상환 등)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방식과
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8. 만기 전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
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본 ETN은 숙려제도 대상 투자자(만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투자성향 부적
합투자자)의 투자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입니다. 특별히 더 유의하셔서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 】

[종목명:대신증권 대신 인버스 철광석 선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H) 제9호]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

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목 내용

1) 거래소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
Iron Ore Futures : SGX

2) 관련거래소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
Iron Ore Futures :  SGX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외환거래 포
함)를 수행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기관
-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 : SGX

7)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
가 발생한 날

8) 시장교란사유

ⅰ) 거래장애(Trading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한
가, 하한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ⅱ) 거래소장애(Exchange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
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
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



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
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ⅲ) 조기폐장(Early Closure)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일에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 시
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iv)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
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9)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
자산의 최종가격

10)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1) 발행가액 최초 발행시의 1증권당 지표가치로 해당 상품의 만기까지 불변

12) 지표가치금액
총액 개념으로,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유사
기초지수가격에서 제비용 만큼 차감한 가격.

13) 일일 지표가치
(IV:Indicative 
Value)

당일지표가치(T) = 전일지표가치(iV)(T-1) X (당일기초지수종가(T)/전일기
초지수종가(T-1)) - 제비용 
*당일지표가치(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한 지표
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전일지표가치(iV)(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
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ETN 1증권당 실질 가치
-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 일할 계산된 제비용, 분배금 
등을 누적하여 산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1회 산출.
- 상장지수증권의 환매기준가로 활용, 괴리율 산출.
- 한국예탁결제원 산출.

14) 실시간 지표가치
(iiV: Intraday
Indicative Value)

1) 09:00~15:30의 경우
실시간지표가치(iiV) = 전일지표가치(T-1) *[실시간 기초지수(T)/전전일기초
지수종가(T-2)]
*당일지표가치(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한 지표
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전일지표가치(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한
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실시간기초지수(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산출된 기
초지수 값
*전일기초지수종가(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지수거래소 영업일의 기초지수 종가
-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장중 기초지수 변화
율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지수 산출주기와 동일하게 하되 최대 15초 이내
로 설정.
- 장중 매매시 시장가격의 프리미엄/디스카운트 판단 기준으로 활용.
- 코스콤 산출.
- 기초지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
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기초지수인 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으)로 산출됩니다.
● 이 기초지수는 SGX에서 거래되는 Iron Ore Futures의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된 지수로 한국시간 기준 08:25 ~ 21:05 동안 실시간 산출됩
니다.
● Iron Ore futures의 실시간 가격 확인 웹사이트 
https://www.sgx.com

15) 괴리율

-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I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장중 괴리율의 경우 지표가치(IV)가 아닌 실시간 지표가치(iiV)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16) 분배금

-기초자산에 포함되어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등의 배당수익을 
증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금액.
-지급 방식에 따라 ETF방식, 주식방식, 총수익(재투자) 방식 존재.
-자세한 내용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권리의 내용 - (4) 분배금 결
제방법 과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증권의 종류 대신증권 대신 인버스 철광석 선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H) 제9호

기초지수 종류
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
※해당 지수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지수입니다.

모집(매출)총액 20,000,00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 수량 2,000,000주
청약일(기간) 2018년 01월 18일

납입일 2018년 01월 18일

발행일 2018년 01월 18일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및 만기
상환금액 결정일

2023년 01월 03일(화)

만기일 2023년 01월 05일(목)

지급일 2023년 01월 09일(월)

만기시, 중도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환헤지 여부

환헤지(100%)
100% 환헤지를 통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지급합니
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해당 
ETN의 가격 변화는 나타나지 않게 합니다.

분배금 지급(재투자)
지급방식 총수익(재투자)방식

분배금지급 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지급일 해당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①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6%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함. 단, 지급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이 지급일이 되
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관하여는 추가적으로 이자 및 기타 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② 만기 가격결정일이 그 초일로부터 소급하여 15일 이전(2022년 12월 16일)



  

(3)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Ⅱ.증권의 권리내용 

2.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에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에 해당
하는 만기 가격결정일을 그 이전의 매매거래일로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③ 중도상환 가격결정일 및 만기 가격결정일에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
하거나 위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인하여 만기 가격 산정이 불능한 경우 
해당하는 각각의 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매거래일로 순연합니다.
  
④ 최종거래일은 만기 가격결정일로 조정하고, 조정된 최종거래일(T일)을 기
준으로 만기일은 T+2거래일, 지급일은 T+4거래일로 조정한다. 이러한 지급의 
연기에 따른 연체이자 적용은 하지 아니합니다.
  
⑤ 만기 가격결정일 지연사유가 연속된 8예정거래일 이상 해소되지 아니하거
나 기타 비정상적인 시장에 따른 조기상환 및 권리내용의 조정에 관한 내용
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사
항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⑥ 증권의 상장 관련
상장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2018년 01월 25일
상장예비심사결과: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ETN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
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을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상
장예비심사결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2 제2항 3호(공모), 4호(발행
규모)를 제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따
라서 본 증권은 금번 공모 완료 후 상기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국거래소의 
ETN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
게 되거나,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배정 절차

  

※ 본 증권은 발행사인 대신증권이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집절차 완료후 전량 발행사에서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2) 증권의 발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대권 1매를 발행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

탁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며, 보유자는 본 증권의 실물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

니다. 본 증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의 실물은 보유

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고객계좌부에

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3)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항목 내용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한 후 발
행되는 간주 공모 형태이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청약 및 배정에 대한 공
고도 하지 않습니다.

청약증거금 청약금액(발행가액X청약수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단위 및 청
약한도

최저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는 2,000,000증권으로 합니다.

청 약 기 간 2018년 01월 18일

배정 및 환불일 2018년 01월 18일

납입일 2018년 01월 18일



①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② 상장예비심사 결과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상장예

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규정 제149조의2 제2항 3호(공

모), 4호(발행규모)를 제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

다. 따라서 본 증권은 금번 공모 완료 후 상기요건을 충족 하여야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9조(상장예비심사)의 제4항에 의해 상장예비심

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상장거래소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2018년 01월 25일

구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149조의 3의 2항(신규상장)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
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
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로서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인가가 획득되었을 것
  
나.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
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
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
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영업용순자본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이고,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
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
결재무제표에 한한다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
를 충족할 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
이 제1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
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
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
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
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단순히 나타내는 지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
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
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
행증권의 총수가 10만 증권 이상일 것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
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자본
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
행총액의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
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
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4)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①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본 증권의 본질가치는 기초지수의 가격,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

정됩니다. 그러나 본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므로, 본 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

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

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 이전의 매매방법

본 증권이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경우, 상장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지속적인 장내 매매가 가능합

니다. 따라서 보유자는 ETF(상장지수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 증권을 해당 거래

소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업무규정 제20조의 2(유동성공급회원)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대신증권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투

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대신증권 주식회사에 일괄

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상장되기 이전까지 전액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 본 증권의 유동성공

급자는 본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전량 취득 후 상장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본 증

것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
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
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유동성 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권의 전량 혹은 상당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며, 본 증권이 상장된 이후 해당 거

래소를 통하여 정규시장(09:00~15:30) 및 시간외시장(07:30~08:30,15:40~18:00)

을 통해본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본 증권의 

(최초)매각가격은 상장일 전일 지표가치(IV)에 근거하여 결정하여 제시하게 되며, 

이는 본 증권의 발행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

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최우선 매도

호가)와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최우선 매수호가)간 차이를 그 매수호가로 나눈 

값]이 1.5%이내로 유지되도록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

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

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면제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1조의5에 

의하여 발생하며, 해당 사유 발생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중도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조건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중도상환청구 절차가 존재합니다. 중도상

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 권리의 내용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 본 증권의 보유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

하게 되며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본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권리내용의 변경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유동성공급자의 의무 및 공급계획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149조의 3(신규상장)에 

따른 본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발행인인 대신증권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본 증권에 

대하여 해당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에 대한 이러한 유동

성공급 기능은 주식연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헤지거래를 수행하는 부서내의 담당

자(Trader 2명, System담당 1명, M/O 1명)를 지정하여 수행합니다.

  

유동성공급자는 해당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의 주문을 일정

수량 이상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

가치에서 벗어나 괴리가 발생할 시,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하여 가



격 괴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도, 매수주문의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경우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매도, 매수양방향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절의2(유동성공급호가)에 따라 유동성 공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증권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적절한 스프레드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

록 의무를 다할 것이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한 최대호가스프레드비율(1.5%)을 

초과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매수호가별로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이상으로 유

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유동성공급자 및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의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

*100(%)"를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을 위한 수동주문 및 자동주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

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장모니터링 및 헤지주문 시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유동성공급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자체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

행하기 위한 운용 조직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

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신

증권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

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내역을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통하여 알 수 있으

며, 한국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언제든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내역을 공

시할 것입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

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헤지자산/LP전용계좌 구분 관리, 만기/조기 



상환 시 불공정거래 매매 방지, ETN발행대금의 헤지자산 운용 외 용도제한, ETN의 

기초자산과 헤지자산 간 불일치 최소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및 이를 위한 내

부 승인 절차, 헤지거래의 시장충격 완화, 발행사가 백투백 헤지 또는 제 3자 유동

성공급자 이용 시, 운용지침 마련 여부 등 헤지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운용

지침을 제정하여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

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한편, 오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08:0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

(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

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1.5%)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산기관

본 증권의 가치산출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계산기관"이라 함)은 발행인과 일반사무

관리 계약을 맺은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계산기관 명칭 : 한국예탁결제원

계산기관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동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몰

  

② 지급대리인 및 수탁대리인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만기 지급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바 에 따른 지

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42 우리은행

  



③ 유동성공급자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할 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

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배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동성공급자 명칭 : 대신증권 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ETN상품에 관한 사항
  

(1) 상품개요

  

  

(2) ETN 시장 구조

항목 내용
증권명 대신증권 대신 철광석 선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H) 제9호

기초지수명

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해당 지수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지수입니다.

투자목적
본 ETN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SGX
가 산출하여 발표하는 "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 를 기초지수로 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전략
환전수수료 없이 Iron Ore Future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철광석 선물 약세가 
나타날 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반면 철광석 선물이 위와 다르게 
움직일 경우 손실 위험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본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하여 기초지수의 구성종목Iron 
Ore Futures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N은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발행회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 시장으로, 개

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데, 이때 유동성공급자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돕습니다.

  

(3) 시장참가자별 역할

  

  

  

2. 예상손익구조
  

  (1) 제비용

.

구분 주요 역할
발행사 ETN 발행 주체

유동성공급자(LP) 시장에서 호가제공 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 역할 수행

일반사무관리회사
발행사를 대신하여 ETN 사무처리 업무수행.(IV계산, ETN 환매 
정산 금액 산출)

지수산출기관 ETN상품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

iiV산출기관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제공되는 iiV를 산출하는 기관

투자자 ETN 매매(개인 및 법인 투자자)

구분 내용 연간비율(%)



  

  

(2) 예상손익구조

  

  

* 해당 상품은 지표가치(IV,기초지수 수익률에서 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 세금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

다. 단,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일별로 본 증권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상품이 해당 날짜에 발행되어 만기까지 투자하였을 경우 얻는 

투자수익률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승후 하락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사보수
발행 관련 비용(상장예비심사수수료, 상장수
수료, 예탁수수료, 증권발행대행수수료, 발행
분담금 등) 포함

0.30

라이센스 기초지수 라이센스 비용 0.20

위탁사무보수 한국예탁결제원 0.10

기타비용 헤지거래 관련 유관 기관 수수료 및 거래비
용

1.30

소계 - 1.90
기초지수 반영 비용 해당사항 없음.   

소계 - 0.00
합계 - 1.90

제비용(%) 일수 투자원금 기초지수 가격승수
1.90 365 100만원 100.00 -1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0 100.00 - 0.00 0.00 100.00
1 104.00 4.00% 1.97 1.97 102.02
2 116.00 11.54% 2.20 4.18 111.59
3 106.00 -8.62% 2.01 6.19 99.96
4 98.00 -7.55% 1.86 8.05 90.55

만기 93.00 -5.10% 1.76 9.82 84.17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7.00%
연률화 -2.33%



   

② 하락후 상승

③ 지속 상승

  

④ 지속 하락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15.84%
연률화 -5.28%

연도
기초지

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0 100.00 - 0.00 0.00 100.00
1 96.00 -4.00% 1.82 1.82 94.18
2 92.00 -4.17% 1.75 3.57 88.50
3 81.00 -11.96% 1.54 5.11 76.38
4 96.00 18.52% 1.63 6.75 79.46

만기 104.00 8.33% 1.98 8.72 94.12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4.00%
연률화 1.33%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5.88%
연률화 -1.96%

연도
기초지

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0 100.00 - 0.00 0.00 100.00
1 101.00 1.00% 1.92 1.92 99.08
2 107.00 5.94% 2.03 3.95 102.93
3 111.00 3.74% 2.11 6.06 104.67
4 121.00 9.01% 2.30 8.36 111.80

만기 125.00 3.31% 2.38 10.74 113.13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5.00%
연률화 8.33%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13.13%
연률화 4.38%

연도
기초지

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0 100.00 - 0.00 0.00 100.00
1 96.00 -4.00% 1.82 1.82 94.18
2 89.00 -7.29% 1.69 3.52 85.62
3 86.00 -3.37% 1.63 5.15 81.10
4 81.00 -5.81% 1.54 6.69 74.84

만기 80.00 -1.23% 1.52 8.21 72.4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20.00%
연률화 -6.67%



3. 권리의 내용
  

(1) 본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본 증권은 기초지수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구조이므로 본 증권의 

보유자는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 및 중도상환 지급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증권 보유자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 절차는 별도의 의사표

시나 통지 없이도 만기일에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본 증권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

율 연 6%(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률)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2) 만기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의 1증권당 만기시 지급액은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계산되

어 지급됩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합니다.

③ 발행인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의된 만기지급액 평가산식에 의하여 본 증권의 만

기지급액을 산출하고, 아래의 지급대리인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증권의 지

급사무를 의뢰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대리

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기지급액 (세전)=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지표가치 X 보유증권 수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42 우리은행

④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지급이 완료됩니다.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7.60%
연률화 -9.20%



조건에서 정하여진 발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②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

으며, 그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

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

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평가가격의 99% 가

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일자별 프로세스

  

  

※ 중도상환 세부 내용

  T일
T+1일(의무) T+3~5일

T+4~14일T+2~9일(시장교란 시) T+4~13일(시장교란시)
구분 중도상환 신청일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투자자
중도상환신청

(처분제한조치)
- 중도상환 대금 수령 -

발행사
중도상환 내역확

인/승인

평가(당일 종가로 산출
되는 IV적용) or 연기

(시장교란 시)
변경상장 신청 -

예탁원
신청내역취합 발

행사 통지
상환대금 산출

증권 소각
거래소에 중도상환내역 통

보
-

거래소 - -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구분 해당사항

중도
상환

신청방법
본 증권 보유자는 중도상환신청가능일에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를 통해 중도환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일
발행일 익 거래소 영업일로부터 만기상환액 결정일 이전 5거래소영업
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

신청불가능일 만기상환액 결정일 이전 4영업일부터 중도상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단위
200,000증권(20억원, 발행가격 기준)
※ 헤지 물량으로 인한 기초자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일 최
대 중도상환 신청한도를 800,000증권(80억원,발행원본액 기준)으로 제



한합니다.
※ 중도상환단위 예외
해당 ETN의 상장폐지사유 발생(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
의 7), 발행사 영업중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내매도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중도상환단위 수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철회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중도상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사별로 별도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정일(평가일)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거래소 영업일(기초자산이 2개 이상의 거래소에
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 이후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 
영업일)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 : T일
중도상환금 지급일 : T+4 일

가격결정방법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거래소 영업일(기초자산이 2개 이상의 거래소에
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 이후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 
영업일)에 산출될 지표가치
*중도상환 가격의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거래소 영업일 종가로 산
출되는 지표가치(IV)를 의미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 가격의 2.0%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각 회원사별 
마감시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겨 철회 신청이 이
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신청 시부터 해당 증권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신청 
철회 시까지 유지됩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격결정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동성에 심각한 제
약이 있다고 선의로 판단한 경우 중도상환요청을 취소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동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행인이 판단
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이 없는 경우
에 한하여 발행인은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 단축하거나 본 증
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본 증
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4) 분배금 결제방법과 절차

- 본 ETN 상품의 경우 분배금 재투자 상품으로 구분의 총수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상환

결정일 최종거래일

지급일
만기일 : T일
만기 지급일 : T+2일 

가격결정방법
최종거래일 지표가치.
*만기상환가격은 최종거래일 종가로 산출되는 지표가치(I.V.)를 의미합
니다.

구분 내용

지급
(주식형, 
채권형)

시장가격
지수

① ETF방식 : 지표가치에 예상배당금 반영

분배금
지급기준일

ETF와 동일하게 설정
Ex) 국내외주식형 : 1,4,7,10월 마지막 영업일
채권형 : 12월 마지막 영업일 or 이자발생시기
상품형/혼합형 등 : 12월 마지막 영업일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분배금지급일 분배금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10영업일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 락조치 실시

② 주식방식 : 지표가치에 배당금 미반영
*국내주식형 ETN만 적용가능

분배금
지급기준일

상장법인의 결산월별 배당기준일

분배금신고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분배금지급일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7~10영업일 이
내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없는 락조치 실시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조정 및 계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있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의 변경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증권의 어떠

한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 적용한 연

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의 조기상환 또는 권리내용의 변경에 열거하지 못하거나 유가증권시장 해당규

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조기상환 사유

①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

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 조기상환 방법"에 따라 보유자에게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

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조기상환일은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만, 사유발생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거래소영

업일)을 의미합니다.

총수익
 (재투자) 

지수

분배금
지급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은 지수에 재투자)

*투자자는 ETN 매도시 분배금 실현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일

분배락조치

미지급(commodity형, 선물형)
배당금, 채권이자 등 분배할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 유형

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폐지)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
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천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
업규정」제3-2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
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제3-2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
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
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
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
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기상환 등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하거나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유동성 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
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
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
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
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
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증권의 상장법인에게 유동성 개선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
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2. 상장지수증권의 반기의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일평균거래대
금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



  

②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일 이전이라도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 발생사실,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상환은 발행인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써 발행인이 조기상환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되거나, 발행인에게 본 증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

유가 발생하여 본 증권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조기상환 방법

①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지급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

여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지정된 조기상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

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본 증권에 대하여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

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상환

의무나 금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

여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상환가격결정일의 지표가치(IV)에 따라 조기상환금액

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증권 기초

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

우에 따라 투자금액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

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

을 게시합니다.

한 경우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
가 인정하는 경우



  

○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조기상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의 변경사유

○ 지수 산정의 오류 등 :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및 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

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

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지 않습니다.

  

○ 기초자산의 가격이 폐지, 단절되는 경우 :

①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에서 기초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적으로 8예정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거나 예정되는 경우로써, 발행인이 본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며 발행인은 "(2)

조기상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증권 보유자에게 만기 전에 상환

하게 됩니다.

②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확정이 필요한 날(만기 가격결정일,중도상환 가격결

정일)에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 증권의 발행

인이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각각의 가격결정일 및 지급일 등의 권리내용을 재지

정할 수 있으며 아래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ⅰ) 각각의 가격결정일에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하거나 위 ②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로 인하여 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가격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

매거래일로 순연한다.

ⅱ) 최종거래일은 만기 가격결정일로 조정하고, 조정된 최종거래일(T일)을 기준으로 

만기일은 T+2거래일, 지급일은 T+4거래일로 조정한다. 이러한 지급의 연기에 따른 

연이자 적용은 하지 아니한다.

ⅲ) 위의 ⅰ) 또는 ⅱ)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만기 가격결정일 지연사유가 연속된 8

예정거래일 이상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며 발

행인은 "(2)조기상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 보유자에게 만

기 전 상환하게 됩니다.

  

○ 기타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에서 증권의 권리를 변

경 할 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단,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거래소를 포함)에 통보합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한국거래소(www.krx.co.kr)를 통

하여 공시를 할 것입니다.

  

(4)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① 본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

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의 관리절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장 소정의 

청산 및 파산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② 본 증권에 대하여 이러한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파산법,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인이 관계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제한되

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준거법과 재판관할

①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에 관

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

라 본 증권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②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
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
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
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
산의 부도, 매도 시 음의 괴리율, 투자시점 대비 중도상환 또는 만기
상환 시점의 기초지수 보합 또는 상승 시에도 누적된 제비용 등에 따
른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괴리율 위험

본 증권의 경우 추가발행 제한/발행 재개, 발행회사 신용상태, LP호가 
스프레드 확대/유동성공급 제한, 가격제한폭/시차 등으로 유동성공급
자의 유동성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유동성 호가
제출면제 시간대에 일반 투자자들 간의 거래로 인해 본 ETN증권의 가
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할증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ETN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단기
간 내에 급등락 할 경우, 기초지수의 산출 주기로 인해 ETN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할인/할증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의 문제로 인해 기초지수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구성종목
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2. 발행회사위험

기관과의 장외파생생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
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 가격결정일에는 기초 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
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으로 인한 위험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
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
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
는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
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
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
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
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
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해
도 본 증권의 발행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
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
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
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
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3. 상장관련위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본의 50/100으로 ETN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 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2017년 11월 14일자로 제
출된제57기 3분기보고서(2017.01.01 ~ 2017.09.30)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결제지연 위험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된 해당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
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6%(상법 제54조에 따
른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본 증권신
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상장폐지)에 따른 ETN 
상장폐지로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 상환가격 결정일 등)의 변경, 
평가 손실의 확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해, 기초지수가 이를 초과하여 변
동하더라도 ETN 가격은 ±30% 이내에서 변동합니다.(레버리지는 
±60% 내에서만 변동합니다.)

거래정지/관리종목 
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해당 ETN 종목의 거래가 중지되
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사유

○ 발행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익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 발행자 신용위험 등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
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거래 정지 요청이 



   

4. 중도상환위험

  

  

있는 경우, 요청된 기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다만, 상장일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증권의 상장법인에게 유동성 개선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1.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이 50억원 미만
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장지수증권의 반기의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일평균거래대금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
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환청구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상환청
구일로부터 상환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상장지수증권의 가치변동
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위험

조기상환 위험
만기 전 ETN의 상장폐지로 조기에 상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는 상장관련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금성 위험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의 매매, 혹은 중도상환 요청을 통해 만
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
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
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이 1.5%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
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
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도 있습니
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시 환금성
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
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
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 법률상 위험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초과소득(매도시점의 과표
기준가 -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
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
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
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6.상품내용에 관한 사항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
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동성 공급 실무 위
험

본 증권의 유동성 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유동성 공급 시 오류를 최
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나, 유동성공급 시스템
의 부득이한 오류로 인해 유동성공급 업무 수행상 오류가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
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
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
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LP보유량 정보 공시
에 관한 사항

발행사가 사실상 단일 LP가 되고 신규상장 시 100% 보유 상태에
서 배출되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ELW와 같이 LP보유량을 매
일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
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
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지수의 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
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
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
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지수

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
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누적수익률 괴리 위
험

ETN의 경우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품이나, 
발행사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 각종 제반비용으로 인해 기초지
수의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별 복리화 효과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로, 기초지수 자체에 
일별 복리화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보다 긴 기간동안
의 기초자산(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 각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 1. 기초지수’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 위험

본 증권은 철광석 산업의 위험인 생산, 정책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
습니다. 정치적 분쟁, 기후와 같은 요소에 의한 생산량 변동, 정부의 생
산량 제한, 운용과 관련한 폭발 및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전 철광석산업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롤오버(Roll-Over) 
위험

본 증권은 선물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근월물에서 차월물로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
니다.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이런 롤오버 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자체의 가격, 현물가격의 움직임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
음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기관 및 관련 
규정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은 싱가폴거래소 또는 싱가폴통화
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MAS)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들 기관은 비상상황 발생 시 투기적인 포지션 제한에 대한 소급적용, 
증거금 인상, 일일가격 변동제한 및 거래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미리 예측 불가능하며, 이
로 인해 당 증권에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1배수의 수익률로 추적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 지수에 포함된 Iron Ore 

Futures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 기초지수 소개

항목 내용
지수명 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

지수개요
SGX에 상장되어 있는 Iron Ore Futures의 일일 수익률을 -1배수로 추적하는 
전략을 지수화

유니버스 해당사항 없음.
편입대상

종목 선정기준
Iron Ore Futures 최근월물

구성종목수 1종목 (2017.10.기준)

비중결정 방식 100%
종목교체 

비중조정 기준
해당사항 없음.

교체(Roll-over)방법

해당 기초지수는 매월 마지막 5영업일부터 1영업일까지(싱가폴 영업일 기준) 
일별 20%씩 최근월물에서 차근월물로 롤오버를 시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발
행사 홈페이지(www.daishin.com) 혹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ily Rebalancing 
방법

해당사항 없음.

정기변경일 해당사항 없음.
CAP비율 해당사항 없음.

비중조절을 위한 수
시변경 체계

해당사항 없음.

지수산식

지수 산출 방식

- t : 지수산출시점
- t-1 : 해당 선물 시장의 직전거래일
- Indext: t시점일 때의 지수값
- F : 요인 (인버스/레버리지)
- Pt: t시점에서의 기초자산 선물의 가중값
- It: t시점에서의 한국은행 콜금리 일일수익률
  
1)위 공식에서의 F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표1: F (수익 계산 시)

2)I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Iref,t-1: 전 영업일의 준거금리 (한국은행 콜금리)
- Δt : 현재와 이전 영업일 사이의 달력일자 수
  
3)SGX 철광석 선물 지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준거금리는 싱가폴 시간으로 
오후 2~3시 사이에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4)기초 선물의 가중값인 Pt와 Pt-1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CWy,t:t시점의 최근월물 기초자산 선물 비중
- CWz,t:t시점의 차근월물 기초자산 선물 비중
- FPy,t:t시점의 최근월물 선물 정산가격
- FPz,t:t시점의 차근월물 선물 정산가격
- wroll,t:t시점의 롤오버 가중치
  
5)t 시점에서의 해당 기초지수에 대한 준거가격은 다음 둘 중 하나가 됩니다:
  
i. 일일 정산가격; 혹은
ii. T-session의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종가)
  

지수 요인 설명
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

1 선물의 롱포지션을 통한 가격변동(일일수익률)을 
1배로 반영하여 지수를 산출합니다.

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

-1 선물의 숏포지션을 통한 가격변동(일일수익률)을 
-1배로 반영하여 지수를 산출합니다.

.

.



  

- 지수 산출방법 세부 내용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선물의 롤오버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IndexER(Excess Return)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은행 콜금리의 수익률을 지

급하는 IndexTR(Total Return) 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ndexTR 산출 방법:

- t : 지수산출시점

- t-1 : 해당 선물 시장의 직전거래일

- Indext:t시점일 때의 지수값

- F : 요인 (인버스/레버리지)

6)일일 정산가격은 SGX-DC Clearing Rules에 따라 결정되며, 유동성이 충분
한 경우 정산가격은 pre-close auction 에서 결정됩니다.
  
7)선물이 거래되지 않아, 위의 두 경우가 불가하다면, 전일 가격(체결가보다 정
산가에 우선권이 있음)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가격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무한히 계속됩니다.

기준시점 2013.04.08

기준지수 1000

산출주기
10초
○ 일반적인 KRX 산출지수의 산출주기 유지

산출시간 08:25 ∽ 21:05 
○ 한국시간 기준/ 서머타임시 시간 포함

지수산출기관 SGX

.



- Pt:t시점에서의 기초자산 선물의 가중값

- It:t시점에서의 한국은행 콜금리 일일수익률

  

1)위 공식에서의 F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표1: F (수익 계산 시)

  

 2) I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Iref,t-1:전 영업일의 준거금리 (한국은행 콜금리)

- Δt : 현재와 이전 영업일 사이의 달력일자 수

  

3)SGX 철광석 선물 지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준거금리(한국은행 콜금리)

는 싱가폴 시간으로 오후 2~3시 사이에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4).기초 선물의 가중값인 Pt와 Pt-1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CWy,t: t시점의 최근월물 기초자산 선물 비중

- CWz,t: t시점의 차근월물 기초자산 선물 비중

- FPy,t: t시점의 최근월물 선물 정산가격

- FPz,t: t시점의 차근월물 선물 정산가격

지수 요인 설명
SGX Iron Ore 
Futures (1X) 
Index (Total 
Return)

1 선물의 롱포지션을 통한 가격변동(일일수익률)을 1배로 반영하여 지수
를 산출합니다.

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

-1 선물의 숏포지션을 통한 가격변동(일일수익률)을 -1배로 반영하여 지
수를 산출합니다.

.

.



- wroll,t: t시점의 롤오버 가중치

5)t 시점에서의 해당 기초지수에 대한 준거가격은 다음 둘 중 하나가 됩니

다:

i. 일일 정산가격; 혹은

ii. T-session의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종가)

  

6)일일 정산가격은 SGX-DC Clearing Rules에 따라 결정되며, 유동성이 충

분한 경우 정산가격은 pre-close auction 에서 결정됩니다.

  

7)선물이 거래되지 않아, 위의 두 경우가 불가하다면, 전일 가격(체결가보다 

정산가에 우선권이 있음)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가격을 사용할 수 있

을 때까지 무한히 계속됩니다

- 구성종목 선정/교체 기준 세부 내용 

  *대상종목: SGX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Iron Ore futures 최근월물 

  *거래시장: SGX 

- 종목 교체(Roll-over) 방법

해당 기초지수는 매월 마지막 5영업일부터 1영업일까지(싱가폴 영업일 기준) 일별 20%씩 

최근월물에서 차근월물로 롤오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 2016년 철광석선물 롤오버 스케쥴

  
해당 월의 마지

막 5영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4영

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3영

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2영

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

일 

그 외 다른 
날

wroll,t 20% 20% 20% 20% 20% 0%

  
해당 월의

마지막 
5영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4영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3영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2영업일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

최근월물 비중 80% 60% 40% 20% 0%
차근월물 비중 20% 40% 60% 80% 100%

1월 2016.01.25 2016.01.26 2016.01.27 2016.01.28 2016.01.29
2월 2016.02.23 2016.02.24 2016.02.25 2016.02.26 2016.02.29
3월 2016.03.25 2016.03.28 2016.03.29 2016.03.30 2016.03.31
4월 2016.04.25 2016.04.26 2016.04.27 2016.04.28 2016.04.29
5월 2016.05.25 2016.05.26 2016.05.27 2016.05.30 2016.05.31
6월 2016.06.24 2016.06.27 2016.06.28 2016.06.29 2016.06.30
7월 2016.07.25 2016.07.26 2016.07.27 2016.07.28 2016.07.29



※ 해당 기초자산의 롤오버 스케쥴은 매년 1월 중 당사 ETN(www.daishin.com)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2) 기초지수 수익률(%, '17.11.30. 기준)

                                                   (단위 : %)

8월 2016.08.25 2016.08.26 2016.08.29 2016.08.30 2016.08.31
9월 2016.09.26 2016.09.27 2016.09.28 2016.09.29 2016.09.30
10월 2016.10.25 2016.10.26 2016.10.27 2016.10.28 2016.10.31
11월 2016.11.24 2016.11.25 2016.11.28 2016.11.29 2016.11.30
12월 2016.12.23 2016.12.26 2016.12.27 2016.12.28 2016.12.29

기간
기준일 : 2017.11.30.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연초이후

수익률

해당
기간

기초지수 1.77% -25.36% -27.60% -73.88% -19.54%

비교지수 5.04% 6.78% 27.92% 28.20% 25.09%

연평
균

기초지수 7.09% -50.73% -27.60% -24.63% -3.52%

비교지수 20.15% 13.57% 27.92% 9.40% 4.52%

변동성
기초지수 27.34% 27.22% 30.67% 33.61% 29.91%
비교지수 8.68% 8.48% 8.30% 9.94% 8.28%

.



※ 롤오버 비용(or 수익) 누적으로 인한 기초자산과 기초지수 간의 괴리율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1배만큼 추종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 시 롤오버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

자산과 기초지수간의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탱고 상황에서 기초자산(Iron Ore Futures) 의 롤오버 효과는 

본 증권처럼 역방향 지수 [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 의 경우, 롤오버 수익으로 나타납니다.(플러스 효과) 반면

에, 백원데이션 상황에서는 롤오버 비용으로 나타납나다.(마이너스 효과)

따라서, 투자자는 기초자산인 선물 롤오버가 진행될 경우에 콘탱고인지 또는 

백워데이션인지에 따라 기초지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더

불어 이러한 효과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됨에 따라 기초자산과 기초

지수 간의 괴리율이 확대될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별 복리화 효과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SGX Iron Ore Futures Inverse (1X) Index (Total 

Return)]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1배만큼 추종하고 있지만, 기초지수 

자체에 일별 복리화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을 하루 이

상 보유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결과는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누적하여 결정되

는데, 이결과는 해당기각동안의 기초자산 수익률을 단순히 -1배 한 것과는 

같을 수 없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

습니다. 

본 증권이 추구하는 운용전략은 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증권에 적용되는 '일일', '일간' 또는 '하루'라 함은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

래되는 거래소 기준으로 전 날 장 마감시점으로부터 다음날 장 마감시점까

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루보다 짧게 보유할 경우에도 본래 의도하

는 투자목적과는 다른 투자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을 위해서 정의하는 '하루'의 기간과 다르게 보유할 

경우 본래의 투자목적과는 다른 투자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기초자산의 변동성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철광석 선물 (Iron Ore Futures) 가격 변동

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지수 구성종목 및 거래소
  

(1) Iron Ore Futures

  

3. 기초지수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 정보 취득 방

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가. 기초자산이 상장되어 있는 SGX 홈페이지(https://www.sgx.com)에서 기

초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대신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

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발행인의 직접모집으로 발행되므로 인수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

에 대한 분석 및 가격결정 등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항목 내용
거래시장 SGX

거래단위 100MT/ USD

거래통화 USD

거래시간
[한국시간 기준]
월~금 
개장 시간 08:25 / 폐장 시간 익일 01:00

결제주기 매월 마지막 영업일

최종거래일자 만기일의 2거래일 전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의 개요

                                          (단위: 원)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에 미달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 제비용 내역

                                          (단위: 원)

※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과 관련된 일부 비용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공모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

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장외옵션매입계약 혹은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같이 위험회피거래에 사용할 계획

이며, 이는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

록 발행인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 것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항목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예정)(1) 20,000,000,000

발행제비용(2) 7,333,300

순수입금[(1)-(2)] 19,992,666,700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000,000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

규정제5조1항제4호

예탁원수수료 4,000,000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한 
ETN수수료 약정서에 의함

상장수수료 333,300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예비심사수수료 2,000,000 유가증권상장규정

합계 7,333,300 -



가.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17년 12월 3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17년 12월 3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S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4
건 673 853 1526 63 63 126 93 83 176 12 10 22

금액
2113

3
1875

9
3989

3
816 385

120
1

329
0

360
6

689
6

153
136
3

151
6

2015
건 732 1034 1766 578 759

133
7

104 93 197 76 44 120

금액
2738

8
2024

8
4763

5
205
55

135
92

341
47

323
6

380
5

704
1

244
2

294
6

538
8

2016
건 656 708 1364 742 849

159
1

106 39 145 75 63 138

금액 7212 9402
1661

4
189
19

144
78

333
97

693
148
8

218
1

126
8

104
84

117
52

2017
건 471 420 891 318 293 611 76 73 149 7 95 102

금액
1888

7
7535 

2642
2

113
32

532
1

166
53

598
294
8

354
6

369
903
5

940
4

합계
건 2532 3015 5547

170
1

196
4

366
5

379 288 667 170 212 382

금액
7462

0
5594

4
1305
64

516
22

337
76

853
98

781
7

118
47

196
64

423
2

238
28

280
60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4
건 159 84 243 41 24 65 5 62 67 1 23 24

금액
571
9

700
5

127
24

107
6

913
199
0

73
575
6

582
9

50
292
3

297
3

2015
건 74 52 126 70 42 112 23 34 57 21 31 52

금액
200
7

374
0

574
7

180
8

156
8

337
5

711
720
5

791
6

672
690
7

757
9

2016
건 32 7 39 61 29 90 9 13 22 10 32 42

금액
207
6

66
214
2

261
7

808
342
5

2
175
8

176
0

52
485
7

490
9

2017 건 25 8 33 33 13 46 7 9 16 7 26 33



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17년 12월 30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라. 신용환산액 (2017.12.31 기준, 단위: 백만원)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삼성자산운용 113,596백만원)

주1)*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향후 당해 부외자산에 대해 추가로 가능한 평가익(potential future 

exposure)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BIS에서 결정한 수치임.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금액
206
7

460
252
7

197
8

503
248
1

4
232
7

233
1

4
567
8

568
2

합계

건 290 151 441 205 108 313 44 118 162 39 112 151

금액
118
69

112
71

231
40

747
9

379
2

112
71

790
170
46

178
36

778
203
65

211
43

구분

ELW ETN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4
건 399 28 427 0 0 0 0 0 0 0 0 0

금액
403
8

26
406
4

0 0 0 0 0 0 0 0 0

2015
건 164 21 185 107 21 128 0 0 0 0 0 0

금액
163
8

10
164
8

108
4

10
109
4

0 0 0 0 0 0

2016
건 570 40 610 133 40 173 0 0 0 0 0 0

금액
179
13

25
179
38

339
9

25
342
4

0 0 0 0 0 0

2017
건 166 48 214 0 48 48 7 0 7 7 0 7

금액
511
0

27
513
7

0 27 27 780 0 780 780 0 780

합계
건

129
9

137
143
6

240 109 349 7 0 7 7 0 7

금액
286
99

88
287
87

448
3

62
454
5

7 0 780 780 0 780

구분 ELS ELB ELW DLS DLB 기타 계

합계 244,473 6,590 0 5,502 13,882 747,729 1,018,176



<표1>신용환산율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

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2.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

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

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

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

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

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

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1) ETN세제 현황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 제외)
기타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① 증권거래세 : 비과세【증권거래세법】

② 배당소득세【소득세법】

  

  

※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 산출주기 : 매 영업일 국내 장종료 후 1회 산정.

- 산출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과세표준 계산 방식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Min(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
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매매차익

환매
(중도,
 만기
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
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장내매
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2항】

배당소득세 과세
- Min(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
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매도가-매수가±과
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
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
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
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
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
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
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
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
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
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
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종 보수·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
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

자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관련

세법에 따라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

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

니다.

* ETF의 경우 원천징수【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3)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및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

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

화를 본 증권의 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공시제도
  

(1) 정기공시

- 상품 및 발행자 관련 주요 투자지표를 신고

○ (일일신고) 지표가치(IV),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보고

* ELW와는 달리 시간외 거래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 발생, 장전/장중 대량매매간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에 HT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월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국내 개인, 외국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ETF와 동일)

내국법인* 
(ETF와 상이)

외국법인** 
(ETF와 동일)

원천징수여부
O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

항】

Δ
【법인세법 제93조】



(2) 수시공시

- 상품 및 발행자 신용위험 등 관련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

○ 발행자(보증인)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정기변경, 수시변경)

○ 발행자(보증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경우

○ 기초지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기초지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5%를 초과하는 지수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 유동성공급 및 취득/처분 정정의 경우

○ 유동성공급계약(계획) 체결, 변경, 해지 등의 경우

○ 괴리율이 일정비율(국내자산:1%,해외자산:2%)을 초과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익금 분배의 경우(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전)

  

(3) 상장폐지 예고

-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공시

○ 만기 1개월 전

○ 유동성공급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교체기준에 해당한 경우

○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발행자에게 해명 요구 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의 다른 부문에 기
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

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