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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여,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은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 전체에 관한 내용으로, 고객님의 개인별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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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내역

2019년 아시아경제 펀드대상

퇴직연금(액티브 주식) 부문 베스트운용사

2019년 매일경제 제5회 퇴직연금대상

퇴직연금(주식(혼합)형) 부문 최우수상

2019년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국내펀드부문 최우수상

2018년 아시아경제 펀드대상

베스트운용사 국내액티브 주식부분 수상

2018년 매일경제 금융상품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8년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국내펀드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8년 헤럴드경제 펀드대상

최우수 연금펀드상 수상

2018년 서울경제 대한민국 증권대상

최우수 연금펀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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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Performance,
Better Service
펀드 베테랑

홈런타자보다는
꾸준한 3할대 타자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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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고서 확인 : 한국투자신탁운용 http://www.kim.co.kr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공지사항

1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투자

Parallel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 [지분증권]" 의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

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인  '기업은행' 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외 1개'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3
수시공시에 대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http://dis.kofia.co.kr) 및 당사홈페이지(http://www.kim.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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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레터

다음 그래프는 기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최근3개월 수익률은 펀드 -3.80%, 비교지수 0.00%
최근12개월 수익률은 펀드 -28.32%, 비교지수 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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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수익률(%)

최근 3개월 최근 12개월펀드

비교지수

운용경과

운용경과 1. 제32기 결산은 2020년 09월 3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제32기 분배금으로 1주당 25원의

분배금(원금 25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동 분배금은 Parallel社의 '20년 4월부터 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3. 상기 분배금은 삼성물산과의 운영 계약에 의해 향후 예상

비용(운영비, 개발비 및 세금 등)을 유보 후 금액입니다. 

운용계획 1. 저희 한국운용 대체투자운용팀은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Parallel유전 운영현황에 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삼성물산과 진행하고 있으며, 원유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기 자료 중 예측자료는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운용계획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자료는 향후의 결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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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현황

> 아래 표에서는 펀드의 당기말과 전기말의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  목 전 기 말 당 기 말 증 감 률

(단위: 백만원, %)

자산총액(A)

부채총액(B)

순자산총액(C=A-B)

기준가격(E=C/잔고좌수*100)
주)

164,715 157,317 -4.49

2.41193188

164,527 157,125 -4.50

-4.501,963.572,056.07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매입(입금), 환매(출금)할 때 또는 분배금(상환금 포함)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기준가격은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

(단위: 백만원, 백만좌)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기준가격

분배금 내역

(백만원) (백만원)

(원)

2020.10.05 2,001 312,078 1,963.57 1,938.57

기본정보

> 아래 표에서는 펀드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 1등급(매우높은위험)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 펀드 개요

한국투자 Parallel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 [지분증권] AE241

운용기간 존속기간2020.07.01 ~ 2020.09.30 2023-04-03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한국투자신탁운용
NH투자증권,삼성증권,한

화투자증권 외 1개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기업은행 신한아이타스

주)

펀드의 종류 최초설정일
투자회사,특별자산펀드,단위형,

폐쇄형
2012.06.13

펀드 특징

1. 동 펀드의 만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 주요 투자 자산인 Parallel Petroleum LLC의 출자지분 39%를 삼성물산의 손자회사인
Parallel Holdings 로부터 美SPC를 통해 매입하였습니다. 
3.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4.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받는 배당에 한해 원금 3억원 미만인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5.5%(주민세 포함)의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원금 3억원 초과 부분은 15.4%(주민세 포함)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5.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펀드의 자세한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dis.kofia.or.kr), 운용사 홈페이지 (www.ki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기간수익률

> 아래 표에서는 펀드의 비교지수 대비 각 기간별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펀드수익률은 펀드 전체에 관한 수익률로 고객님의 개인별 수익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고객님의 개인별 수익률은 판매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펀드 수익률

(단위:%)

펀드 명칭
(20.07.01~20.09.30)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2개월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20.04.01~20.09.30) (20.01.01~20.09.30) (19.10.01~20.09.30) (18.10.01~20.09.30) (17.10.01~20.09.30) (15.10.01~20.09.30)

-38.19-32.79-35.67-28.323.279.93-3.80한국투자 Parallel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 [지분증권]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2) 위 투자실적은 과거 운용 결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현황

> 아래 표에서는 당기와 전기의 펀드 손익현황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증권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어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집합투자증권

전기 - - - 1 -1,065 -148,089- - - -147,025 - -

당기 - - - - 147,317 -6,202- - - -153,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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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래프는 자산구성현황 당기와 전기 그래프입니다.
당기 주식0.00%
당기 채권0.00%
당기 어음0.00%
당기 집합투자증권0.00%
당기 파생상품-0.32%
당기 부동산0.00%
당기 특별자산0.00%
당기 단기대출및예금0.34%
당기 기타99.99%
전기 주식0.00%
전기 채권0.00%

자산구성현황

> 아래 표에서는 자산구성 및 통화별 금액의 구성비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90%80%70%60%50%40%30%20%10%0%-10%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0%

0%

0%

0%

-0.32%

0%

0%

0.34%

99.99%

100%90%80%70%60%50%40%30%20%10%0%-10%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0%

0%

0%

0%

-0.75%

0%

0%

0.45%

100.3%

3. 펀드 자산 구성 현황

당 기 전 기

통화별 구분
증권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어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집합투자증권

(단위: 백만원, %)

원
(KRW)

- - - 528 6,864 7,392- - - - - -

- - - (0.34) (4.36) (4.70)- - - - - -

달러
(USD)
1,169.50

- - - 3 150,432 149,925- - - -509 - -

- - - (0.00) (95.62) (95.30)- - - (-0.32) - -

합계
- - - 531 157,295 157,317- - - -509 - -

- - - (0.34) (99.99) (100.00)- - - (-0.32) - -

주 1) () : 구성 비중(%)

> 아래 표에서는 환헤지 비율 및 비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유전 소재지의 특성상 본 투자회사는 외국 통화(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며, 미래 발생할 현금흐름 또한 외국 통화(미국 달러화)로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본 투자회사가 보유하게 될자산 가치 및 미래 현금흐름은 원/달러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 가치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투자회사는 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본 투자회사로 유입될 예상현금흐름 및 전체 투자금의 50

~ 90%수준으로 달러 선도 계약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환헤지에 관한 사항

투자설명서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20.09.30) 현재
환헤지 비율

(2020.07.01 ~ 2020.09.30)
환헤지 비용

(단위: %, 원)

기준일(2020.09.30) 현재
환헤지로 인한 손익

50~90% 2.5423 0 -509,434,468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주)

종 류 기초자산 매수/매도 만기일 계약금액 취득가격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단위: 주, 백만원, %)

거래상대방(또는 발행자) 평가금액 비고

장외파생 USD 매도 2020.12.30 3 3,315 2,805 -S/S Ba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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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에서는 펀드자산 총액의 상위 10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고란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보유 내역 및 자산총액의 5% 초과 보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자산 보유 현황

종 류 기초자산 매수/매도 만기일 계약금액 취득가격

▶ 장외파생상품 (단위: 주, 백만원, %)

거래상대방(또는 발행자) 평가금액 비율

통화선도 USD 매도 2020.12.30 3 3,315 2,805 -S/S Bank1

종 류 취득일자 금액 금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원, %)

금융기관 만기일 비율

예금 . 528 0.10 . -기업은행

현금 . 3 0.00 . -USD DEPOSIT

종 류 금액 비율

▶ 기타자산 (단위: 주, 백만원, %)

주가연계증권(ELS) 150,432 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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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 펀드 매니저

> 아래 표에서는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성 명 직 위
운용중인 펀드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펀드 개수
(개)

운용규모
(억원)

펀드 개수
(개)

운용규모
(억원)

협회등록번호

장도익
책임운용
전문인력 8 6,460 - - 2101000186

운용개시일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최근5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석사
1993.12~2004.03:
동원증권 구로지점/인사부/전략기획실
2005.03~2005.06: 
한국금융지주 통합추진위원회
2005.07~2016.12:
한국투자증권 PE/대체투자부
2017.01~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 정책지원팀/상품전략본부/실물자산운용본부

2018.10.31
장도익(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사람이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 결정 등을 주도적이고 핵심적으로 수행합니다.

주)

> 아래 표에서는 2020.09월 기준 최근 3년간의 펀드 매니저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변경내역

기  간 운용전문인력

2016.12.30 ~ 2018.10.30 김왕곤

현재2018.10.31 ~ 장도익

주) 자세한 펀드매니저 변경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협회 전자공지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이 자산운용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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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 아래 표에서는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및 기타비용, 매매ㆍ중개수수료와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펀드 비용현황

(단위: 백만원, %)

펀드 명칭 구  분
전  기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주1) 주1)

당  기

자산운용회사 140.37 0.09 144.80 0.09

한국투자
Parallel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

회사1호 [지분증권]

판매회사 20.05 0.01 20.68 0.01

6.02 0.00 6.21 0.00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4.04 0.01 14.48 0.01일반사무관리회사

180.47 0.11 186.16 0.11보수 합계

723.00 0.45 543.91 0.33기타비용

0.04 0.00 0.01 0.00단순매매ㆍ중개수수료

0.00 0.00 0.00 0.00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1) 비율이란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을 의미합니다.
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 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ㆍ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매매ㆍ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2)

주

0.04 0.00 0.01 0.00합  계

0.00 0.00 0.00 0.00증권거래세

매매ㆍ중개
수수료

총보수비용 비율

> 아래 표에서는 펀드에서 부담하는 총보수ㆍ비용비율 및 매매ㆍ중개수수료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 명칭 구 분
총보수ㆍ비용

비율(A)

한국투자 Parallel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
[지분증권]

전기 2.25 0.00 2.25

당기 1.76 0.00 1.76

매매ㆍ중개
수수료비율(B)

합 계
(A+B)

주1) 주2)

(단위: 연환산, %)

1) 총보수, 총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ㆍ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2) 매매ㆍ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ㆍ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ㆍ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 아래 표에서는 해당기간동안 펀드의 매매량과 금액, 매매회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량 금 액

매    수

수 량 금 액 해당기간 연환산

매    도 매매회전율

1) 매매회전율이란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 - - - - -

주)

6. 펀드 매매내역

(단위: 주, 백만원, %)

주

최근 3분기 매매 회전율 추이

> 아래 표에서는 해당기간 이전의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0.01 ~ 2019.12.31 2020.01.01 ~ 2020.03.31 2020.04.01 ~ 2020.06.30

0.00 0.00 0.00

주)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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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펀드상품입니다. 이러한 증권 펀드는 다시 주된 투자대상의 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됩니다.
 
주식형
집합투자규약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채권형
집합투자규약상 운용대상에 주식이 편입되지 않고,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혼합주식형
집합투자규약상 채권형과 주식형에 해당되지 않고, 자산총액 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편입한도가 50%이상인 상품입니다.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규약상 채권형과 주식형에 해당되지 않고, 자산총액 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편입한도가 50%이하인 상품입니다.

증권펀드

펀드 용어 정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산이란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으로 투자대상이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새로운 분야의 신상품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대상 자산의 공정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설정해야하나, 시장성 있는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별자산펀드

 
 
펀드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장내 또는
장외)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따라 '증권-파생형',
'부동상-파생형', '특별자산-파생형' 등으로 구분합니다.

파생상품펀드

 
 
펀드에는 단위형펀드와 추가형펀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위형은
투자자(수익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 재산으로 운용하지만,
추가형은 미리 일정액을 정하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처음에 마련한 신탁재산에 추가합니다.

단위형펀드 VS 추가형펀드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 ①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펀드지분의
추가발행이 자유로운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와 폐쇄형펀드로 구분됩니다.
개방형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 후 환매청구를 할 수 있고, 펀드규모
증대를 위해서 추가로 펀드지분(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권)을
발행하는 펀드입니다.
 
반면, 폐쇄형펀드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할 수 없고, 펀드 지분의 추가발행이
제한되는 펀드로서, 펀드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폐쇄형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환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상장된 펀드지분을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구조(공모펀드의 경우만 적용)를 갖습니다.

개방형펀드 VS 폐쇄형펀드

 
 
펀드는 법적형태에 따라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은 자산운용회사(위탁자)가 수탁자인
펀드재산 보관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 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펀드를 말합니다. 반면, 투자회사란 Paper
Company로서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금 등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투자신탁 VS 투자회사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부릅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내에서
투자자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Class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Class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종류형(클래스)펀드

 
 
동일한 운용자가 설정한 여러 펀드의 재산을 하나의 펀드에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의
펀드입니다. 여러펀드의 재산을 집중하여 통합운용하는 펀드는 모펀드가 되며,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을 취득하는 펀드는 자펀드가 됩니다. 모펀드와
자펀드의 자산운용회사는 동일해야하고, 모펀드의 수익자는 자펀드만이 될 수
있으며, 자펀드는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 외의 다른 지분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모자형펀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위탁자가 되어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감위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판매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실제 주식 등의 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회사는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

 
 
펀드재산 보관회사란 펀드의 신탁자로서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은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원금은
펀드재산보관회사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자산운용회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 환매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회사(투자중개매매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