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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주식회사

대신증권 대신 S&P WTI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22호 1,000,000 증권

대신증권 대신 S&P 인버스 WTI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23호 1,000,000 증권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20,00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2년 06월 13일

2. 모집가액  : 20,000,000,000 원

3. 청약기간  : 2022년 06월 13일

4. 납입기일 : 2022년 06월 13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

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

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

rt.fss.or.kr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

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 주식회사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

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복

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

4. 기초지수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지수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 결정 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

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6.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대신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 2022년 04월 28일 NICE신용평가 , 2022년 04월 01일 한국신용평가 , 202

2년 03월 31일 한국기업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바랍니다.

7.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

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8. 본 상품은 특정 단위 이상으로만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 하실 수 있으며, 본문

에 나오는 일부 내용(중도상환 등)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방식과

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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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기 전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

상환절차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발행회사는 본 상품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고지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황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

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손

실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투자자는 본 상품을 투자하기 위해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예탁금액은 계좌개설증권사 또는 투자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

으니, 투자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

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

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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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대신증권 대신 S&P WTI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22호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상장지수증권 22 10,000,000,000
S&P GSCI Crude

 Oil TR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5년 06월 13

일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6월 13일 2022년 06월 13일 - -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 - - - -

공동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기 타】 -

대신증권 대신 S&P 인버스 WTI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23호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상장지수증권 23 10,000,000,000
S&P GSCI Inver

se Crude Oil TR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5년 06월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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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 - - - -

공동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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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대신증권 대신 S&P WTI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22호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목 내용

1) 거래소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

Crude Oil Futures : NYMEX

2) 관련거래소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

Crude Oil Futures : NY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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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

래 포함)를 수행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

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기관

-S&P GSCI Crude Oil TR : S&P Dow Jones Indices LLC 

7)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

란사유가 발생한 날

ⅰ) 거래장애(Trading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

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

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한가, 하한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

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ⅱ) 거래소장애(Exchange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

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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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장교란사유 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

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ⅲ) 조기폐장(Early Closure)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거래소 영

업일에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

가제출마감 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

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iv)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

하는 경우

9)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

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0)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

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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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수) 만큼 차감한 가격.

13) 일일 지표가치

(IV:Indicative Value)

지표가치(iV)(T) = 지표가치(iV)(T-1) × (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

종가(T-1)) × (원달러환율종가(T)/원달러환율종가(T-1)) - 제비용(

총보수) + 분배금

*지표가치(iV)(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산

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

표가치

*지표가치(iV)(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산출한 지표가치

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종가(T): 한국거래소 (T)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

초지수 종가

*원달러환율종가(T): 외국환중개소에서 확인되는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의 원달러환율 종가

*원달러환율종가(T-1): 외국환중개소에서 확인되는 한국거래소 영업

일 (T-1)일의 원달러환율 종가

- ETN 1증권당 실질 가치.

-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 일할 계산된 제비용(=

총보수), 분배금 등을 누적하여 산출.

- 매영업일 장종료 후 1회 산출.

- 상장지수증권의 환매기준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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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 산출.

14) 실시간 지표가

치

(iiV: Intraday

Indicative Value)

실시간지표가치(iiV) = 지표가치(iV)(T-1) × [실시간 기초지수(T)/기

초지수종가(T-1)] × (실시간원달러환율(T)/원달러환율종가(T-1))

*실시간기초지수(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산

출된 기초지수 값

*기초지수종가(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확인되는 가장 최

근 지수 거래소 영업일의 기초지수 종가

*실시간원달러환율(T): 외환중개소에서 확인되는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실시간 원달러환율 현재가

*원달러환율종가(T-1): 외환중개소에서 확인되는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원달러환율 종가

 

-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장중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지수 산출주기와 동일하게 하되 최대 1

5초 이내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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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GSCI Crude Oil TR (으)로 

산출됩니다.

● 이 기초지수는 NYMEX 에서 거래되는 Crude Oil Futures의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된 지수로 한국시간 기준 09:00~ 익일 04:30 

동안 실시간 산출됩니다. (서머타임 적용 시 1시간 앞당겨짐)

●Crude Oil Futures의 실시간 가격 확인 웹사이트 

http://www.cmegroup.com

15) 괴리율

       괴리율(%) = [(시장가격-지표가치)/지표가치] * 100

-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I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장중 괴리율의 경우 지표가치(IV)가 아닌 실시간 지표가치(iiV)를 기

준으로 계산됩니다.

16) 분배금

-기초자산에 포함되어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등의 배당

수익을 증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분

배하는 금액.

-지급 방식에 따라 ETF방식, 주식방식, 총수익(재투자) 방식 존재.

-자세한 내용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권리의 내용 - (4) 

분배금 결제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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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참가자별 역할

구분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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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투자자)

(3)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목 내용

증권의 종류 대신증권 대신 S&P WTI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22호

기초지수 종류 S&P GSCI Crude Oil TR

모집(매출)총액 10,000,000,000원 (예정)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 수량 1,000,000주 (예정)

청약일(기간) 2022년 06월 13일

납입일 2022년 06월 13일

발행일 2022년 06월 13일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및 만기

상환금액 결정일
2025년 06월 11일(수) (예정)

만기일 2025년 06월 13일(금) (예정)

지급일 2025년 06월 17일(화) (예정)

만기시, 중도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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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상환금액 결정

방법

(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

정됩니다. 해당 지표가치는 “ 만기상환가격” 이며 이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지표가치, 즉 “ 만기상환가격” 은 만기상환

가격 결정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초지수 종가를 사용하

여 계산되는 지표가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표가치는 만기상환가

격 결정일 새벽 시간에 결정된 WTI원유 선물 정산가를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만기상환가격과 다를 수 있

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 중에 매도를 하는 것과 만

기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 여부

환노출(100%)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100% 환노출를 통하여 USD 기준 가치

에 상응하는 KRW 기준으로 환산되어 발표되므로 ETN의 지표가치 등은 

원달러 환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여부 지급(재투자)

지급방식 총수익(재투자)방식

분배금지급 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지급일 해당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① 상기 지정된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지수 가격의 확정이 필요

한 날이 지수거래소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은 

다음 지수거래소예정거래일로 변경됩니다. 만약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

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②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하여 본 증권의 가격

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은 아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II.4(3) 권리내용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기 지정된 최종거래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8에 근

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상기 지정된 지급일을 제외하고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한국거

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한국거래소영업일에 해당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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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합니다. 

  

⑤ 1증권당 상환금액은 1원 미만 절사합니다.

⑥ 증권의 상장 관련

상장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2022년 06월 20일

상장예비심사결과: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ETN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항목(공

모 요건)을 제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

니다. 따라서 본 증권은 금번 공모 완료 후 상기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

국거래소의 ETN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

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상 손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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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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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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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한도 최저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는 1,000,000증권으로 합니다.

청약기간 2022년 06월 13일

배정일 2022년 06월 13일

납입일 2022년 06월 13일

환불일 2022년 06월 13일

납입장소 우리은행 한화기업영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

빌딩 2층)

기타사항 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현금청약, 대체청약 및 자금과 대체청약이 가

능하며 무자격청약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② 청약한도 초과의 경우 청약한도까지만 청약한 것으로 인정합니

다.

③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액으로 대체하고 청약

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며, 초과청약금에 대한 반환은

납입일에 청약계좌로 자동반환됩니다.

④ 납입일은 청약금 총액이 본 증권 발행인으로 인계되는 날을 의미

하며, 납입일로부터 본 증권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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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후 전량 발행사에서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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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의 발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

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

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3)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①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항목 내용

상장거래소명칭 한국거래소

상장 예정일 2022년 06월 20일

  

② 상장예비심사 결과 

본 증권은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지수증권 신규상장법인

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증권

은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

고 한국 거래소가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의 2항(신규상장)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

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

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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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

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순자본비율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

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

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어느 

하나를 충족할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

종목이 제1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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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이 조에서 “ 국채증

권등” 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 등으로만 구성

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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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

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 (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종목의 직전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

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

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

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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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지수

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

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

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

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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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

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

일 것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

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

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

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

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

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

을 체결할 것

(4)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①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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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나 본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므로, 본 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

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

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

여 결정될 것입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 이전의 매매방법

본 증권이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

어 매매되는 경우, 상장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지속적인 장내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자는 본 증권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본 증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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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0조의 2(유동성공급회원)에 따라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대신증권 주식회사로

 지정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대신증권 주식회사에 일괄하여 배

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상

장되기 이전까지 전액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을 발

행인으로부터 전량 취득 후 상장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본 증권의 전량 혹은 상당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며, 본 증권이 상장된 이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정규시장(09:00~15:

30) 및 시간외시장(08:30~09:00,15:40~18:00)을 통해 본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

니다.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본 증권의 (최초)매각가격은 상장일 전일 지표가치(IV)에 근거

하여 결정하여 제시하게 되며, 이는 본 증권의 발행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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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최우선 매도호가)와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최우선 매수호가)간 차이를 그 매수호가로 나눈 값]이 

2.0%이내로 유지되도록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

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

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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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 권리의 내용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

액 결제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 본 증권의 보유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며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 권리내용의 변경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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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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에 대한 이러한 유동성공급 기능은 주식

연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헤지거래를 수행하는 부서내의 담당자(Trader 1명, System담당

 1명, M/O 1명)를 지정하여 수행합니다.

  

유동성공급자는 해당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의 주문을 일정수량 이

상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벗어

나 괴리가 발생할 시,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하여 가격 괴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도, 매수주문의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경우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

해 매도, 매수 양방향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절의2(유동성공급호가)에 따라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증권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적절한 스프레드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한 최대호가스프레드비율(2.0%)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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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유동성공급자 및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의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100(%)"를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

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을 위한 수동주문 및 자동주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한 시장모니터링 및 헤지주문 시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유동성

공급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가지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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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자체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용 조직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신증권은 본 증권의 유

동성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

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내역을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한국

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언제든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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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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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환 시 불공정거래 매매 방지, ETN발행대금의 헤지자산 운용 외 용도제한, ETN의 기

초자산과 헤지자산 간 불일치 최소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및 이를 위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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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자 이용 시, 운용지침 마련 여부 등 헤지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운용지침을 제

정하여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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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09:00~09:0

5) 그리고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

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

율(2.0%)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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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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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에 따른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한화기업영업지원팀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층

  

③ 유동성공급자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서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할 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

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

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

고,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배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동성공급자 명칭 : 대신증권 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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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ETN상품에 관한 사항

(1) 상품개요

항목 내용

증권명 대신증권 대신 S&P WTI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22호

기초지수명

S&P GSCI Crude Oil TR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수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지수입니

다.

투자목적
본 ETN은 S&P가 산출하여 발표하는 "S&P GSCI Crude Oil TR"을 기초

지수로 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합니다.

투자전략

본 ETN은 환전수수료 없이 Crude Oil Future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해

당 선물 가격의 일간 수익률을 1배수로 추적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선

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 위험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투자대상

본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하여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인 

Crude Oil Futures 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ETN 시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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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은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발행

회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

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 시장으로,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유동성공급자

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돕습니다.

  

(3) 시장참가자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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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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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상손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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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비용

구분 내용 연간비율(%)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사보수 발행 관련 비용(상장예비심사수수료, 상장수

수료, 예탁수수료, 증권발행대행수수료, 발행

분담금 등) 포함
0.26

라이센스 기초지수 라이센스 비용 0.10

위탁사무보수 한국예탁결제원 0.04

기타비용 헤지거래 관련 유관 기관 수수료 및 거래비용
0.10

소계 - 0.50

기초지수 반영비용 해당사항 없음. -

소계 - -

합계 - 0.50

(2) 예상손익구조 
  

제비용(%) 일수 투자원금 기초지수 가격승수

0.50 365 100만원 1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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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

 세금, 기타 거래비용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

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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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익 사례]

- 최대손실액: 원금 전액

- 최대이익액: 지표가치에 따라 달라짐

 

[상황별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제비용은 연 0.50%이며, 투자원금 100만원을 가정

 

① 상승후 하락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0.00 0.00 100.00

1 110.00 10.00% 0.55 0.55 109.45

2 120.00 9.09% 0.60 1.15 118.80

3 135.00 12.50% 0.68 1.83 132.97

4 115.00 -14.81% 0.58 2.40 112.70

   5 109.00 -5.22% 0.55 2.95 106.27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9.00%

연률화 1.8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6.27%

연률화 1.25%

  

② 하락후 상승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0.00 0.00 100.00

1 90.00 -10.00% 0.45 0.45 89.55

2 80.00 -11.11% 0.40 0.85 79.20

3 85.00 6.25% 0.43 1.28 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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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4.00 10.59% 0.47 1.75 92.12

5 105.00 11.70% 0.53 2.27 102.37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5.00%

연률화 1.0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37%

연률화 0.47%

③ 지속 상승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0.00 0.00 100.00 

1 108.00 8.00% 0.54 0.54 107.46 

2 116.00 7.41% 0.58 1.12 114.84 

3 124.00 6.90% 0.62 1.74 122.14 

4 132.00 6.45% 0.66 2.40 129.36 

5 140.00 6.06% 0.70 3.10 136.5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40.00%

연률화 8.0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36.50%

연률화 7.30%

 

④ 지속 하락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0.00 0.00 100.00 

1 92.00 -8.00% 0.46 0.46 91.54 

2 84.00 -8.70% 0.42 0.88 83.16 

3 76.00 -9.52% 0.38 1.26 74.86 

4 68.00 -10.53% 0.34 1.60 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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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00 -11.76% 0.30 1.90 58.5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40.00%

연률화 -8.0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41.50%

연률화 -8.30%

 

3. 권리의 내용

  

(1) 본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본 증권은 기초지수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구조이므로 본 증권의 보유

자는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 및 중도상환 지급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

니다. 본 증권 보유자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 절차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도 

만기일에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

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본 증권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

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 6%(상

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2) 만기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의 1증권당 만기시 지급액은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계산되어 지급

됩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합니다.

③ 발행인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의된 만기지급액 평가산식에 의하여 본 증권의 만기지급

액을 산출하고, 아래의 지급대리인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증권의 지급사무를 의

뢰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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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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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기업영업지원팀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층

④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지급

이 완료됩니다.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

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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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

인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평가가격의 98%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

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일자별 프로세스

  

  T일
T+1일(의무) T+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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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중도상환신청

(처분제한조치)
- 중도상환 대금 수령 -

발행사
중도상환 내역확

인/승인

평가(당일 종가로 산

출되는 IV적용) or 

연기(시장교란 시)

변경상장 신청 -

예탁원
신청내역취합 발

행사 통지
상환대금 산출

증권 소각

거래소에 중도상환내역 

통보

-

거래소 - -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 세부 내용

구분 해당사항

신청방법
본 증권 보유자는 중도상환신청가능일에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를 통해 중도환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전 5영업일까지의 매 한국거래

소 영업일

신청불가능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전 4거래소영업일 ~ 만기상환

금액 결정일

신청단위 

20억원(발행가액 기준 최소금액) 이상으로 200,000증권 단

위로 가능합니다. 

※ 헤지 물량으로 인한 기초자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일 최대 중도상환 신청한도를 200,000증권(20억원,발행원

본액 기준 최소금액)으로 제한합니다.

※ 중도상환단위 예외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거래정지 등 사실상 장내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철회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중도상

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사별로 별도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한국거래소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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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상환

결정일(평가일)

중도상환 신청일이 거래소 영업일(기초자산이 2개 이상의 거래

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 이후 해당 거래소 모두

의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거래소 

영업일이 중도상환 신청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 가

격 결정일은 새로 확정된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한국거래소 영

업일이 됩니다.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 : T일

중도상환금 지급일 : T+4 일

가격결정방법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의 한국

거래소 익 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

감하여 결정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 가격의 2.0%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금액은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

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 요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습

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금액 지급

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

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각 회원

사별 마감시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겨 철회 

신청이 이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가격 결정 시, 거래소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의 사유로

 기초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하는 가격 결정일을 그 이후

의 매매 거래일로 순연합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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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격결정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동성

에 심각한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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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

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은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

 단축하거나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

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

합니다.

만기

상환

결정일 최종거래일: 2025년 06월 11일 (T)

지급일
만기일 : 2025년 06월 13일 (T+2)

만기 지급일 : 2025년 06월 17일 (T+4) 

가격결정방법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상장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지표가치는 “ 만기상환가격” 이

며 이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지표가치, 즉 “ 만기상환가격” 은 만

기상환가격 결정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초지수 종

가를 사용하여 계산되는 지표가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표

가치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새벽 시간에 결정된 WTI원유 

선물 정산가를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

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만기상환가격

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 중에 

매도를 하는 것과 만기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분배금 결제방법과 절차

- 본 ETN 상품의 경우 분배금 지급(재투자) 상품으로 구분의 총수익 부분을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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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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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금지급

일

분배금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10영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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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영업일전

까지

분배금지급

일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7~10영업

일 이내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없는 락조치 실시

총수익

 (재투자)

 지수

분배금

지급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은 지수에 재투자)

*투자자는 ETN 매도시 분배금 실현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

일

분배락조치

미지급(commodity형, 선물형)

배당금, 채권이자 등 분배할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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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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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의 변경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증권의 어떠한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최

초 예정되었던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

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의 조기상환 또는 권리내용의 변경에 열거하지 못하거나 유가증권시장 해당규정에 위

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조기상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 조기 

상환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

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

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

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지급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

여 해당 사유의 발생, 조기상환의 취지, 조기상환가격 결정일 및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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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상장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거래소가 [10] 상장거래소예정거래일 이상

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수산출기관에서 기초지수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

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마.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게 된 경우(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아래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 발생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조기청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 기초자산이나 기초지수의 장 중 또는 장 마감 가격이 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2) 조기상환 방법

위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따라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

환일(불포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합니

다. 이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통지 당시 정한 조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

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

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본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

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의 만기

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1)의 ②에 의한 조기상환 사

유 발생 후에 위 ①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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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

초지수 또는 그 구성종목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

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

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조기상환결정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

니다.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구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22.3.16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

를 신청할 수있다.

가.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

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장법인 부

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

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

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

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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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

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

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

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

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

우. 다만, 지수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상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

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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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래와 같은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

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목의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

1] 한국거래소 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거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

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조기청

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

을 할 수 없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

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 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

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

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지정 다음 제149조의6 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

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제149조의6 (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ㆍ분할 발행

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

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

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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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신고의무 위

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

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권리내용의 변경

①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 대신증권은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결정일(중도/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가격,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

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경우

, 대신증권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하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에 기재된 일

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 기초자산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나. 지수거래소, 관련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다.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i) 기

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

는 중지되거나(상· 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

단 또는 중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ii) 시장참여자들이 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에서의 기초

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 거래 또는 관련지수

거래소, 관련상장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

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지수거래소, 관련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

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마. 발행회사가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교란사유 등 발생으로 기초자산의 가격확정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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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지수거래소, 관

련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

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

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산출은 지수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및 발표의 정정,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산출기관이 정함을 따릅니

다. 따라서,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수산출기관의 기초지수 산

출,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수산출기관이 기초지수와 관련된 권리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이 조정될 수 있

습니다. 

③ 기타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되었으

나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발행회사가 정확한 기초지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발행

회사는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지수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기 지급된 금액과

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

인으로서 해당 사유 발생 전후에 본 증권의 가격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

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 병합· 분할 발행원본액” 이라 한다)

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제3항에 따라 본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

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또

한 액면분할 및 병합 사유 등으로 인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단수주

의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이나 처리방식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

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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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과 시스

템 정비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⑤ 아래 규정을 포함한 본 증권의 상장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상장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권리를 변경할 

경우, 본 신고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 변경기준 (※22.3.31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

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9제2호의3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지수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과 만기일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변

경한다.

가. 최종거래일 :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만기일 : 가목에 따라 변경된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2)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인 경우

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변

경한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을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

거래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가.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이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

기상환평가일의 직후 매매거래일

다. 그 밖에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방법이나 상장법인이 거래소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한다. 

⑥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

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상관례상 합리적으로 요청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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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

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

됩니다.

 

⑧ 본항에 따른 권리내용 변경 사유가 "(1)조기상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1)

에 따라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

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

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복수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

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①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그 내

용을 한국예탁결제원(단,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를

 포함)에 통보합니다.

② 발행인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경우, 발행인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발행인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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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를 할 것이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그 효

력이 발생합니다.

(5)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에 따른 본 증권의 법적 지위 등

발행회사가 파산절차, 회생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거

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른 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

한 순위입니다.

(6)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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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

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

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참여하

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

자의 권리구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과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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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일괄신고 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의 권리

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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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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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본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

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

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

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

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평가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지표가치가 0이 된다면, 이후 기초자산 선물

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계속 0이 되며, 

이에 따라 매매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시장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해진 날짜의 

지표가치로 상환되는데 이 때 지표가치가 0이므로 원금전액 손

실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정방향 (1X) ETN,  레버리지 (2X) E

TN, 인버스 (-1X) ETN, 인버스 레버리지 (-2X) ETN이 발행된 경

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전일 종가로부터 100% 이상 하락한 경우, 

정방향 (1X)의 기초지수 가격은 100% 하락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정방향 (1X) ETN의 가격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전일 종가로부터 50% 이상 하락한 경우, 

레버리지 (2X)의 기초지수 가격은 100% 하락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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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위험

이에 따라 레버리지 (2X) ETN의 가격은 0원이 될 수 있습니

다.

기초자산 가격이 전일 종가로부터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인버스 (-1X)의 기초지수 가격은 100%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버스 (-1X)ETN의 가격은 0원이 될 수 있습니

다.

기초자산 가격이 전일 종가로부터 50% 이상 상승한 경우, 

인버스 레버리지 (-2X) 의 기초지수 가격은 100%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버스 레버리지 (-2X)  ETN의 가격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각각의 예시와 같이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ETN의 가치가

 0으로 될 수 있다는 점(즉, 원금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 등은 본 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

며, 본 증권 투자자는 최종적인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과 같은 상장지수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가 하락했을 경우

-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선물 발행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 본 증권의 매도시 괴리율이 '음'일 경우

-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에 투자시점 대비 기초지수가 보

합 또는 상승했더라도 누적된 제비용(=총보수) 등이 큰 경우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실시간 지표가치에 비해 매우 높거나

 매우 낮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리율이 크게 벌어

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실시간 지표가치(IIV: Intraday Indicative Value)와 IIV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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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율은 투자자가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

권사 HTS,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동성공급자는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함

으로써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

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혹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하

더라도 유동성공급자는 호가를제출함으로써 비정상적 가격 형

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의 차이("괴리

율")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본 

증권 투자자는 거래 전에 반드시 시장 상황, 괴리율 및 호가상황

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가 매매 시간대, 동시호가 시간대 또는 주식시장 개장 직

후

- 유동성공급자가 보유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유동성 공

급이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상당기간

동안 지표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본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

미 과도하게 높아진 가격에 증권을 매수하였으므로 향후 기초지

수가 상승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

이 있습니다.

이론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된 종목을 현재 시장가격에 

매수할 경우, 시장가격이 이론가치로 급격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괴리율 만큼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장참여자간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매매가 활발하지 않

은 상장지수증권은 매매가 활발한 증권에 비해 매수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호가스프레드")가 크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차이

가 벌어진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

자에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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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 위험

발행회사인 대신증권은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로서 본 증

권의 시장가격이 실시간 지표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

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혹은 유동성호가 제출 면제 시간대에

는 본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 기간 할인 또는 할증

될 수 있습니다.

- 추가발행이 제한되거나 재개될 경우

-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 유동성공급 호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유동성공급이 

제한될 경우

- 가격제한폭에 의해 상승 또는 하락이 제한될 경우

- 기초자산의 거래시장과 한국거래소와의 시차가 존재할 경

우

- 기초자산의 거래가 어려운 경우 (기초자산시장의 거래중

단조치, 기초자산시장의 휴장, 기초자산의 상/하한가 도달 

등)

※ 특히, 기초자산시장이 시장교란 등의 사유로 거래중단조치가

 단행된 경우,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

니다. 또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기초자산의 상/하한가 도달 등

으로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제출은 상당기간 원활하지 않아, 장기간 

괴리율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유로 인해 괴리율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의 요청

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매수/매도세로 인하여 유동성 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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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도 불구하고 지표가치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

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ETN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단기간내에 급등락 할 경우, 기초지수의 산출 주기로 인해 본 증

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할인/할증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 등이 휴

장하는 경우 지수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열리는 날 실시간 지표가치는 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질이론가치에 해당하는 실시간 지표가치가 변동하지 않아 실

시간 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커질 수 있으며, 해당일 

종가 기준 지표가치 괴리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산출/

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

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

는 본 증권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

한 제3자의 고의, 중과실, 사기로 인하여 본 증권 투자자에게 손

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

지 않습니다.

지표가치 및 실시

간 지표가치와 유

동성 호가 괴리 

위험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기초지수인 S&P GSCI Crude Oil TR(으)

로 산출됩니다.

이 기초지수는 NYMEX에서 거래되는 Crude Oil Futures의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지수로, 한국시간 기준 09:00 ~ 익일

 04:30 동안 실시간 산출됩니다. 

이해상충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구

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

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생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기초지수를 구

성하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 

가격결정일에는 기초 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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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

동으로 인한 위험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

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

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

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이 급격

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

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

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

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해도 본 증권의 발행인과 이

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발행회사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

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

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

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

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

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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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본의 50/100으로 ETN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

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 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있습

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22년 05월 16일

자로 제출된 제62기 분기보고서(2022년 01월 01일 ~2022

년 03월 31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 위험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된 해당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

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

율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하여 연

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본 신고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

용이 변경되어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적

용하지 아니함)

  

3. 상장관련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상장폐지)에 따

른 ETN 상장폐지로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 상환가격 결정일

 등)의 변경, 평가 손실의 확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기초지수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

면(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수 가치가 0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작

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은 본 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0"이 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관련 손실은 원금 전체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해외에서 거래되는 지수이므로, 

최종거래일의 지표가치는 최종거래일 한국거래소 개장 전 

새벽 시간에 결정된 기초지수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

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상환가격 결정일(

최종거래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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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 중

에 매도를 하는 것과 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이 제한

적일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해, 기초지수가 이를 초과하

여 변동하더라도 ETN 가격은 ± 30% 이내에서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및 인버스 2X는 ± 60% 내에서 변동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본 증권의 거래가 정지

되거나 본 증권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선

물 가격 등의 변동은 실시간 지표가치 및 지표가치에 반영됩니

다. 따라서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본 증권의 가치는 계속 변동

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

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한

국거래소 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가 된 상황에서

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

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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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관리종

목 위험/투자유의

 종목 위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

병합ㆍ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

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

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

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투자유의종목 관련 규정(※20.7.23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 시행 세칙 기준)

○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적출 → 지

정예고→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 국내기초자산(국내물) 6% 이상, 해외기초자산(해외물) 12%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 호가ㆍ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물 3%, 

해외물 6% 이하인 경우

- 호가ㆍ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

우

○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

 적용

-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

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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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 괴리율 추가 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

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자동 재개

* 투자유의종목 지정단위기간이 종료되는날 괴리율이 관리범

위 3배 (국내물 9% 해외물 18%) 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

- 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

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대용증권에서 제외 및 위탁증거금 1

00% 적용

    

4. 중도상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환청구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

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상환청구일로부터 상환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상장

지수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

사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

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

다.

조기상환 위험

만기 전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조기에 상환될 위험

이 있습니다. 조기상환 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

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사유는'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상품에 관한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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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지

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

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

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

험

ETN 기초지수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구성종목/비

율의 대규모 변경으로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본 상품이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편입월물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지수사업자의 방법론 임의 변경에 의거한 투자 

손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초지수 수익률과

의 괴리 위험

ETN의 경우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

품이나, 발행사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 각종 제반비용

으로 인해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수급 및 거래비용 등의 영향으로 유통시장에서 형성

된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고, 시장에서 매수 후 매

도하여 결정되는 투자수익률은 해당 기간 기초지수 수익률

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관련 산

업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관련 산업의 생산, 정책 관련 위험

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분쟁, 생산량 변동, 정부의 

생산량 제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자는 투자 전 해당 산업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 투

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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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복리화 효과 

위험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

로, 기초지수 자체에 일별 복리화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일일보다 긴 기간동안의 기초자산(기초지수를 구

성하는 자산) 각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은 괴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 1. 기초지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 기초자산의 경우에 따라 롤오버로 인한 효과가 매

우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적 요인 등에 의해서

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선물 자체의 가격, 현물

가격의 움직임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예상 못한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 본 증권

에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은 선물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 전, 근월물에서 차월물로 월물 교체

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선물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보다 장기의 선물 계약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롤오버(Roll

-Over)라고 합니다.

이 때, 근월물과 차월물의 가격차이에 의해 만기 연장에 따른 

비용효과 또는 수익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롤오버 비용 효과가 발생할 경우 선물 가격 변동과 

달리 기대보다 낮은 성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며, 선물의 수급상황

과 미래 전망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 아래 예시는 롤오버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

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 투자판단시, 아래 예시에 

인용된 계약내용이 본 증권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지 않도록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헤지운용 보유자산을 예시로 하여 정방향 상품이면서, 선물시

장이 콘탱고인 상황을 가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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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오버(Roll-Over) 

위험

1월물 선물 5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롤오버를 진행할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롤오버 일정에 따라 20달러인 1월물 5계약의 가치에 해당하는 

100달러 어치의 2월물 4계약을 매수합니다. 1월물 대비 2월물

의 가격이 25%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ETN의 평가가치는 상승

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100달러로 유지됩니다. 

 

이후 2월물이 27달러로 상승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월물 20달러에서 롤오버할 당시에 해당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의 경우 선물 가격이 27달러임을 관찰했을 때 선물이 35%가 올

랐다고 생각하고 본 증권의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하실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유자산 선물의 총 가치는 8%만 상승하

게 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이처럼 롤오버 과정에서 증권의 가격 변동폭이 월물 변화를 고

려하지 않은 선물 가격 변동폭에 비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는

데 이를 "롤오버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콘탱고 상황에서 월물 교체에 따른 가격 상승분이 기초지수 수

익률에는 반영되지 않아 증권의 투자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는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워데이션 상황에서는 콘탱고 상황과 반대로 수익 효

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 상품은 해당 효과가 2배 수준으로 크게 발

생할 수 있고 인버스 상품은 반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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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위험

본 증권의 경우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USD 기준으로 해

외시장에서 거래되지만 ETN 지표가치는 구성종목의 가치에 상

응하는 KRW 기준으로 환산되어 산출되므로 ETN의 실시간 지

표가치는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에 따라 변동하는 환노출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USD 가치

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ETN의 지

표가치 등이 변동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기관 및 관련 

규정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 및 해당 시장을 규제하

는 기관에서 해당 시장에 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투기적인 

포지션 제한에 대한 규제의 소급적용, 증거금 인상, 일일가격 

변동제한 및 거래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규제 및 관련 규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운용전략

이나 성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미리 예측 불가능하므로 본 증권 투자

자는 이로 인해 본 증권에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6. 조기청산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22.05.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준)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3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청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청

산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 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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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청산 위험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

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 다만, 투자설명서에서 달리 정하거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

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

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

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

청산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본 증권

이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

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

을 입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본 증권은 상장거래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정규시장(09:0

0~15:30) 및 시간외시장(08:30~09:00, 15:40~18:00)의 거래

가 가능합니다. 한편 본 증권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선물은 

NYMEX(뉴욕상업거래소)에서 08:00부터 익일 07:00까지 거래

가 이루어집니다. 서머타임 시행 시에는 거래시간이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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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거래소와

상장거래소 불일치

관련위험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공식적으로 

한국시간 기준 09:00~익일04:30 동안 산출이 되며 기초지수 

종가는 익일 07:30 경에 지수산출대행기관을 통해 최종 확정

될 예정입니다. 

매 한국거래소영업일 09:00에 고시되는 전일지표가치는 직전

 2 지수거래소영업일 07:30에 지수산출대행기관으로부터 산

출되는 기초지수 종가를 이용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전 

한국거래소영업일 15:30에 한국거래소에서 결정된 본 증권의

 종가와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 위험

발행회사가 지수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기초로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기초지

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

해서 발행회사 또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 이 점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된 지수산출기관과 지수사용계약

을 체결하고 지수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본 증

권의 지표가치를 산출하고 관련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본 증권의 지수산출기관은 본 증권의 발행회사와 지수사

용계약을 통하여 발행회사가 기초지수를 본 증권의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

도록 승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본 증권과는 어떠

한 연관도 없으며 본 증권에 대한 마케팅, 판매, 시장조성 등 

본 증권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본 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수산출기관은 귀책사

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자

나 발행회사는 지수산출기관이나 그 계열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수산출기관이나 그 계

열회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지수산출기관이 산출하는 지수가 지수사용계약을 통하여 본 

증권의 기초지수로 사용되었으나,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지수산출기관

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발행회사가 지수산출기관으로부

터 제공 받은 정보를 기초로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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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발행회사 또

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금성 위험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의 매매, 혹은 중도상환 요청을 통

해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

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호가

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

)이 2.0%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

능한 물량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

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

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

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

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

지 아니하거나 유동성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

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처리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금의 환금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요

청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가 본 증권을 통하여 취득하는 소득(만기상

환, 중도상환, 중도매매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하게 됩니다. 한편,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국내/해외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거나 본 증권의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자산 또

는 해외자산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또는 과세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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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법률상 위험

만약 발행회사가 향후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투자자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

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만기상환

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만기상환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

습니다.

※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

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공급 실무 

위험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

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

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

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

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 이상의 가격

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 

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최대 호가스프레드

비율 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

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 58 -



바랍니다. 

LP보유량 공시 오

류의 위험

발행회사는 정규시장 시장정보보유량과 정규시장외 거래의 

발행회사 공시보유량 합산 후 당일 18시 30분까지 매일 LP 보

유량을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규시장 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LP 보유량

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익일 정정보

고가 가능하나 오류의 지연 확인 등으로 수정 공시가 지연될 

수 있어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9 -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지수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 GSCI Crude Oil TR에 

포함된  Crude Oil Futures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 기초지수 소개

1.     지수명칭 : S&P GSCI Crude Oil TR

2.     지수개요 : 

해당 지수는 NYMEX에 상장되어 있는 Crude Oil Futures의 일일 수익률을 1배수로 추적하

는 전략을 지수화 하였습니다.

3.     기준시점 : 1986년 12월 31일

 

4.     기준지수 : 100pt

5.     산출시간 :  (한국시간) 09:00~ 익일 04:30

6.     지수 산출방법 :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선물의 롤오버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IndexER(Excess Return)

을 기반으로 하여, 3개월 미국 Treasury Bill 채권수익률을 지급하는 IndexTR(Total Return) 

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IndexER(Excess Return) 지수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선물의 가격 변화에 선물 만기 시 발생하는 만기이월효과(Rollover 

Effect)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지수. 만기월 선물과 교체대상월 선물과의 가격 차이에서 발

생하는 양(+)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반영되어 산출됩니다. 이 효과를 롤오버 효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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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TR(Total Return) 지수 

ER(Excess Return) 지수가 선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선물 증거금을 포함한 투자금

전체를 채권에 투자(예를 들어 T-bill)하였다고 가정하여 Excess Return에 단기채권

수익률을 가산하여 산출한 지수입니다.

<S&P GSCI Crude O il TR 지수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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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종목 선정/교체 세부내용

* 대상종목: NYMEX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Crude Oil Futures 최근월물

* 거래시장: NYMEX

※ 기초지수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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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오버 

기간
Date

최근월물

(CLM22)

차근월물

(CLN22)
CWy CWz Pt-1 Pt Pt/Pt-1 IndexER

롤오버 기

간 아닐 

시

2022-04-29 104.69 102.94 - - 　 　 　 100.00

2022-05-02 105.17 103.42 100% 0% 104.69 105.17 1.00 100.46

2022-05-03 102.41 100.90 100% 0% 105.17 102.41 0.97 97.82

2022-05-04 107.81 106.22 100% 0% 102.41 107.81 1.05 102.98

2022-05-05 108.26 106.74 100% 0% 107.81 108.26 1.00 103.41

롤오버 기

간 시

2022-05-06 109.77 108.33 80% 20% 107.96 109.48 1.01 104.87

2022-05-09 103.09 101.77 60% 40% 109.19 102.56 0.94 98.50

2022-05-10 99.76 98.45 40% 60% 102.30 98.97 0.97 95.30

2022-05-11 105.71 104.03 20% 80% 98.71 104.37 1.06 100.76

2022-05-12 106.13 104.40 0% 100% 104.03 104.40 1.00 101.12

롤오버 종

료
2022-05-13 110.49 108.63 0% 100% 104.40 108.63 1.04 105.22

상기 표의 근월물(CLM22)은 5월 12 일에 기초지수의 롤오버가 종료됩니다. 이후 근월물

은 CLN22가 되며, 다음 롤오버 기간 전까지 CLN22 종목으로 기초지수가 산출됩니다.

 

7. 종목 교체(Roll-over) 방법 : 

해당 기초지수는 매월 5영업일부터 9영업일까지(미국 영업일 기준) 일별 20%씩 최근월물

에서 차근월물로 롤오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 ) 2022년 Crude Oil 선물 롤오버 스케쥴

  5번째 영업일 6번째 영업일 7번째 영업일 8번째 영업일 9번째 영업일

최근월물 

비중
80% 60% 40% 20% 0%

차근월물 

비중 
20% 40% 60% 80% 100%

1월 2022.01.07 2022.01.10 2022.01.11. 2022.01.12. 2022.01.13

2월 2022.02.07 2022.02.08 2022.02.09 2022.02.10 2022.02.11

3월 2022.03.07 2022.03.08 2022.03.09 2022.03.10 2022.03.11

4월 2022.04.07 2022.04.08 2022.04.11 2022.04.12 2022.04.13

5월 2022.05.06 2022.05.09 2022.05.10 2022.05.11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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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22.06.07 2022.06.08 2022.06.09. 2022.06.10 2022.06.13

7월 2022.07.08 2022.07.11 2022.07.12 2022.07.13 2022.07.14

8월 2022.08.05 2022.08.08 2022.08.09 2022.08.10. 2022.08.11

9월 2022.09.08 2022.09.09 2022.09.12 2022.09.13 2022.09.14

10월 2022.10.07 2022.10.10 2022.10.11 2022.10.12 2022.10.13

11월 2022.11.07 2022.11.08 2022.11.09 2022.11.10 2022.11.11

12월 2022.12.07 2022.12.08 2022.12.09 2022.12.12 2022.12.13

- 선물 코드체계 및 선물 월별 보유일정

Ex) Crude Oil 선물 코드 체계

Code
기초

자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CL
Crude 

Oil
F G H J K M N Q U V X Z

 

Crude Oil 선물 코드의 경우 'CL' + 월물코드 + 연도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1월물 CLF22, 2월물 CLG22, 3월물 CLH22, 4월물 CLJ22, 5월물 CLK22, 6월물 CLM2

2, 7월물 CLN22, 8월물 CLQ22, 9월물 CLU22, 10월물 CLV22, 11월물 CLX22, 12월물 CLZ

22로 표시 됩니다.

Ex) 2022년 Crude Oil 선물 월별 보유 현황 (롤오버 전 기준)

Code
기초

자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CL
Crude 

Oil
G H J K M N Q U V X Z F

 

‘ 22년 5월 1일 기준, 6월물 Crude Oil Futures 선물(코드:CLM22)로 기초지수가 구성되어 

있으며, 5월의 5영업일부터 9영업일 (미국 영업일 기준)까지 매일 20%씩 롤오버가 되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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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10영업일째부터는 7월물 Crude Oil Futures 선물(코드:CLN22)로 기초지수가 구성되

게  됩니다. 

따라서, 본 상품이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편입월물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결

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사는 지수사업자의 방법론 임의 변경에 의거한 투자 손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기초지수 수익률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의 최근 3년 이상의 누적/기간별 수익률과 변동성은 아래와 같습니

다. 기초지수의 과거 수익률이 본 증권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단위 : %)

기간
기준일 : 2022.05.31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연초이후

수익률

해당

기간

기초지수 30.58 93.76 101.47 26.02 68.08

비교지수 24.21 80.00 79.27 122.22 56.27

연평균
기초지수 122.31 187.51 101.47 8.67 27.78

비교지수 96.82 159.29 79.27 40.74 22.96

변동성
기초지수 64.36 50.81 43.31 63.74 53.46

비교지수 64.74 51.46 43.77 200.69 54.00

기초지수: S&P GSCI Crude Oil TR

비교지수: WTI Crude Oil Futures Generic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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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오버 비용 누적으로 인한 기초자산과 기초지수 간의 괴리율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1배 만큼 추종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 시 

롤오버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자산과 기초지수간의 괴리율

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탱고 상황에서 기초자산(Crude Oil Futures)의 롤오버 효과는 본 증권처럼 정

방향 지수[S&P GSCI Crude Oil TR]의 경우, 롤오버 비용으로 나타납니다.(마이너스 효과)

 반면에, 백워데이션 상황에서는 롤오버 수익으로 나타납니다. (플러스 효과) 

따라서, 투자자는 기초자산인 선물 롤오버가 진행될 경우에 콘탱고인지 또는 백워데이션

인지에 따라 기초지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효과는 보유기

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됨에 따라 기초자산과 기초지수 간의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자산의 변동성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WTI원유 선물(Crude Oil Futures)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므

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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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수 구성종목 및 거래소

  

(1) Crude Oil Futures

  

기초자산 거래시장 NYMEX 

기초자산명 Crude Oil Futures

매매시간

(한국시간 기준)

08:00 ~ 익일 07:00

써머타임 시행 시에는 해당 상품의 거래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 집니

다.

거래단위 1,000 Barrels/USD

증거금(액) 1계약당 USD 9,625 (2022년 7월물 기준)

최종거래일자 결제월 이전 달 25일의  3영업일 전

3. 기초지수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 정보 취득 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기초자산이 상장되어 있는 CME 홈페이지 (http://www.cmegroup.com) 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수의 산출기관은 당해 증권의 손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지수산출기

관에 일임합니다. 해당 지수의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의 책임이므로 발행인은 지수의 정지, 

단절, 폐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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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대신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

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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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발행인의 직접모집으로 발행되므로 인수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대한 

분석 및 가격결정 등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70 -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의 개요

                                                                                                 (단위: 원)

항목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예정)(1) 10,000,000,000

발행제비용(2)  3,833,300 

순수입금[(1)-(2)]  9,996,166,700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

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 제비용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500,000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

관한규정제5조1항제4호

예탁원수수료 1,000,000
예탁원 파생결합증권 발행

 수수료 규정

상장수수료 333,300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예비심사수수료 2,000,000 유가증권상장규정

합계  3,833,300 -

※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

권과 관련된 일부 비용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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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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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장외옵션매입계약 혹은 기초자산 및 그

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같이 위험회피거래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상품의 고유

특성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행인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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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2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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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건 224 324 548 0 0 0 37 16 53 0 0 0

금액 12698 6744 19442 0 0 0 2327 619 2946 0 0 0

2020년
건 173 144 317 0 6 6 4 0 4 0 0 0

금액 9609 1879 11488 0 188 188 171 0 171 0 0 0

2021년
건 122 121 243 101 90 191 6 0 6 0 0 0

금액 4079 1469 5548 3392 1105 4497 3 0 3 0 0 0

2022년
건 28 18 46 28 18 46 0 0 0 0 0 0

금액 934 51 985 934 51 985 0 0 0 0 0 0

합계
건 547 607 1154 129 114 243 47 16 63 0 0 0

금액 27320 10143 37463 4326 1344 5670 2501 619 3120 0 0 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2년 03월 31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9년
건 23 0 23 0 0 0 0 4 4 0 0 0

금액 3538 0 3538 0 0 0 0 22 22 0 0 0

2020년
건 48 0 48 0 0 0 3 0 3 0 0 0

금액 4027 0 4027 0 0 0 0 0 0 0 0 0

2021년
건 47 0 47 40 0 40 6 0 6 0 0 0

금액 4105 0 4105 2872 0 2872 1 0 1 0 0 0

건 9 0 9 9 0 9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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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22년 금액 744 0 744 732 0 732 0 0 0 0 0 0

합계
건 127 0 127 49 0 49 9 4 13 0 0 0

금액 12414 0 12414 3604 0 3604 1 22 23 0 0 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증권(ETN)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2년 03월 31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W ETN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9년
건 0 0 0 0 0 0 1 0 1 1 0 1

금액 0 0 0 0 0 0 1000 0 1000 1000 0 1000

2020년
건 0 0 0 0 0 0 0 0 0 0 0 0

금액 0 0 0 0 0 0 1000 0 1000 1000 0 1000

2021년
건 0 0 0 0 0 0 6 0 6 6 0 6

금액 0 0 0 0 0 0 1600 0 1600 1600 0 1600

2022년
건 0 0 0 0 0 0 2 0 2 2 0 2

금액 0 0 0 0 0 0 1000 0 1000 1000 0 1000

합계
건 0 0 0 0 0 0 9 0 9 9 0 9

금액 0 0 0 0 0 0 4600 0 4600 4600 0 4600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라. 신용환산액 (2022.03.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ELS ELB ELW DLS DLB 기타 계

합계 116,881 242 0 194 0 322,300 439,617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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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환산율은 향후 당해 부외자산에 대해 추가로 가능한 평가익(potential future expo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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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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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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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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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TN세제 현황

① 증권거래세 : 비과세【증권거래세법】

② 배당소득세【소득세법】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배당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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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1항 제1호】

- Min(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

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1항 제2호】

매매

차익

환매

(중도,

 만기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2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2항 제2호】

장내매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2

항】

배당소득세 과세

- Min(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

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매도가-매수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3항】

※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 산출주기 : 매 영업일 국내 장종료 후 1회 산정.

- 산출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과세표준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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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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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

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1.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

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

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

생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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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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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

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

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

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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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

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

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 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각종 보수· 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

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

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

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

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개인, 외국 개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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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비거주자) 

(ETF와 동일)

(ETF와 상이) (ETF와 동일)

원천징수

여부

O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Δ

【법인세법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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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의 변화

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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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

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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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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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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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발행자에게 해명 요구 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의 다른 부문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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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

한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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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대신증권 대신 S&P 인버스 WTI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23호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목 내용

1) 거래소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

Crude Oil Futures : NYMEX

2) 관련거래소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

Crude Oil Futures : NY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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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

래 포함)를 수행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

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기관

-S&P GSCI Inverse Crude Oil TR : S&P Dow Jones Indices LLC 

7)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

란사유가 발생한 날

ⅰ) 거래장애(Trading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

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

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한가, 하한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

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ⅱ) 거래소장애(Exchange Disruption) :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

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

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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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장교란사유 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ⅲ) 조기폐장(Early Closure)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거래소 영

업일에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

가제출마감 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

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iv)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

하는 경우

9)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

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0)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

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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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수) 만큼 차감한 가격.

13) 일일 지표가치

(IV:Indicative Value)

지표가치(iV)(T) = 지표가치(iV)(T-1) × (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

종가(T-1)) × (원달러환율종가(T)/원달러환율종가(T-1)) - 제비용(

총보수) + 분배금

*지표가치(iV)(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산

출한 지표가치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

표가치

*지표가치(iV)(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산출한 지표가치

로서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종가(T): 한국거래소 (T)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

초지수 종가

*원달러환율종가(T): 외국환중개소에서 확인되는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의 원달러환율 종가

*원달러환율종가(T-1): 외국환중개소에서 확인되는 한국거래소 영업

일 (T-1)일의 원달러환율 종가

- ETN 1증권당 실질 가치.

-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 일할 계산된 제비용(=

총보수), 분배금 등을 누적하여 산출.

- 매영업일 장종료 후 1회 산출.

- 상장지수증권의 환매기준가로 활용.

- 한국예탁결제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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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시간 지표가

치

(iiV: Intraday

Indicative Value)

실시간지표가치(iiV) = 지표가치(iV)(T-1) × [실시간 기초지수(T)/기

초지수종가(T-1)] × (실시간원달러환율(T)/원달러환율종가(T-1))

*실시간기초지수(T):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산

출된 기초지수 값

*기초지수종가(T-1):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에 확인되는 가장 최

근 지수 거래소 영업일의 기초지수 종가

*실시간원달러환율(T): 외환중개소에서 확인되는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실시간 원달러환율 현재가

*원달러환율종가(T-1): 외환중개소에서 확인되는 한국거래소 영업일

 (T-1)일 원달러환율 종가

 

-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장중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출. 기초지수 산출주기와 동일하게 하되 최대 1

5초 이내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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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GSCI Inverse Crude Oil TR

 (으)로 산출됩니다.

● 이 기초지수는 NYMEX 에서 거래되는 Crude Oil Futures의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된 지수로 한국시간 기준 09:00~ 익일 04:30 

동안 실시간 산출됩니다. (서머타임 적용 시 1시간 앞당겨짐)

●Crude Oil Futures의 실시간 가격 확인 웹사이트 

http://www.cmegroup.com

15) 괴리율

       괴리율(%) = [(시장가격-지표가치)/지표가치] * 100

-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I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장중 괴리율의 경우 지표가치(IV)가 아닌 실시간 지표가치(iiV)를 기

준으로 계산됩니다.

16) 분배금

-기초자산에 포함되어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등의 배당

수익을 증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분

배하는 금액.

-지급 방식에 따라 ETF방식, 주식방식, 총수익(재투자) 방식 존재.

-자세한 내용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권리의 내용 - (4) 

분배금 결제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장참가자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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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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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투자자)

(3)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목 내용

증권의 종류 대신증권 대신 S&P 인버스 WTI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23호

기초지수 종류 S&P GSCI Inverse Crude Oil TR

모집(매출)총액 10,000,000,000원 (예정)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 수량 1,000,000주 (예정)

청약일(기간) 2022년 06월 13일

납입일 2022년 06월 13일

발행일 2022년 06월 13일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및 만기

상환금액 결정일
2025년 06월 11일(수) (예정)

만기일 2025년 06월 13일(금) (예정)

지급일 2025년 06월 17일(화) (예정)

만기시, 중도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

- 84 -



만기상환금액 결정

방법

정됩니다. 해당 지표가치는 “ 만기상환가격” 이며 이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지표가치, 즉 “ 만기상환가격” 은 만기상환

가격 결정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초지수 종가를 사용하

여 계산되는 지표가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표가치는 만기상환가

격 결정일 새벽 시간에 결정된 WTI원유 선물 정산가를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만기상환가격과 다를 수 있

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 중에 매도를 하는 것과 만

기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 여부

환노출(100%)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100% 환노출를 통하여 USD 기준 가치

에 상응하는 KRW 기준으로 환산되어 발표되므로 ETN의 지표가치 등은 

원달러 환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여부 지급(재투자)

지급방식 총수익(재투자)방식

분배금지급 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지급일 해당사항 없음.

기타 유의사항

① 상기 지정된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지수 가격의 확정이 필요

한 날이 지수거래소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은 

다음 지수거래소예정거래일로 변경됩니다. 만약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

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②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하여 본 증권의 가격

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은 아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II.4(3) 권리내용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기 지정된 최종거래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8에 근

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상기 지정된 지급일을 제외하고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한국거

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한국거래소영업일에 해당 금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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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증권당 상환금액은 1원 미만 절사합니다.

⑥ 증권의 상장 관련

상장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2022년 06월 20일

상장예비심사결과: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ETN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항목(공

모 요건)을 제외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

니다. 따라서 본 증권은 금번 공모 완료 후 상기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

국거래소의 ETN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한국거래소가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

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상 손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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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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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및 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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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한도 최저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는 1,000,000증권으로 합니다.

청약기간 2022년 06월 13일

배정일 2022년 06월 13일

납입일 2022년 06월 13일

환불일 2022년 06월 13일

납입장소 우리은행 한화기업영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

빌딩 2층)

기타사항 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현금청약, 대체청약 및 자금과 대체청약이 가

능하며 무자격청약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② 청약한도 초과의 경우 청약한도까지만 청약한 것으로 인정합니

다.

③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액으로 대체하고 청약

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며, 초과청약금에 대한 반환은

납입일에 청약계좌로 자동반환됩니다.

④ 납입일은 청약금 총액이 본 증권 발행인으로 인계되는 날을 의미

하며, 납입일로부터 본 증권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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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후 전량 발행사에서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2) 증권의 발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 87 -



본 증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

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

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3)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① 상장에 대한 일반사항

  

항목 내용

상장거래소명칭 한국거래소

상장 예정일 2022년 06월 20일

  

② 상장예비심사 결과 

본 증권은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지수증권 신규상장법인

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증권

은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

고 한국 거래소가 본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의 2항(신규상장)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

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

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

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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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

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순자본비율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

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

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어느 

하나를 충족할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

종목이 제1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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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이 조에서 “ 국채증

권등” 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 등으로만 구성

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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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

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 (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종목의 직전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

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

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

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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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지수

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

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

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

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

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

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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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

일 것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

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

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

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

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

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

을 체결할 것

(4)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① 본 증권의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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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나 본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므로, 본 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

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

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

여 결정될 것입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 이전의 매매방법

본 증권이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

어 매매되는 경우, 상장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지속적인 장내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자는 본 증권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0조의 2(유동성공급회원)에 따라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대신증권 주식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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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대신증권 주식회사에 일괄하여 배

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상

장되기 이전까지 전액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을 발

행인으로부터 전량 취득 후 상장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본 증권의 전량 혹은 상당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며, 본 증권이 상장된 이후 해당 거래소를 통하여 정규시장(09:00~15:

30) 및 시간외시장(08:30~09:00,15:40~18:00)을 통해 본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

니다.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본 증권의 (최초)매각가격은 상장일 전일 지표가치(IV)에 근거

하여 결정하여 제시하게 되며, 이는 본 증권의 발행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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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비율[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최우선 매도호가)와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최우선 매수호가)간 차이를 그 매수호가로 나눈 값]이 

2.0%이내로 유지되도록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

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

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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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 권리의 내용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

액 결제방법과 절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 본 증권의 보유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며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 권리내용의 변경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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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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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에 대한 이러한 유동성공급 기능은 주식

연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헤지거래를 수행하는 부서내의 담당자(Trader 1명, System담당

 1명, M/O 1명)를 지정하여 수행합니다.

  

유동성공급자는 해당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의 주문을 일정수량 이

상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벗어

나 괴리가 발생할 시,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하여 가격 괴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도, 매수주문의 가격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경우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

해 매도, 매수 양방향 주문을 일정수량 이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절의2(유동성공급호가)에 따라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증권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적절한 스프레드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한 최대호가스프레드비율(2.0%)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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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유동성공급자 및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의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100(%)"를 의미합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

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을 위한 수동주문 및 자동주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한 시장모니터링 및 헤지주문 시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유동성

공급시스템은 유동성공급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가지

고 있습니다.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인 대신증권은 자체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용 조직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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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신증권은 본 증권의 유

동성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

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내역을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한국

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언제든지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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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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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환 시 불공정거래 매매 방지, ETN발행대금의 헤지자산 운용 외 용도제한, ETN의 기

초자산과 헤지자산 간 불일치 최소화,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및 이를 위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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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자 이용 시, 운용지침 마련 여부 등 헤지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운용지침을 제

정하여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투자자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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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09:00~09:0

5) 그리고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

니다. 09:05~15:2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

율(2.0%) 이하이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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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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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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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에 따른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으며 별도 수탁대리인은 없습니다.

지급대리인 명칭 : 우리은행 한화기업영업지원팀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층

  

③ 유동성공급자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서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할 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식적

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증권의 유동성공

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

고,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배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동성공급자 명칭 : 대신증권 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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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ETN상품에 관한 사항

(1) 상품개요

항목 내용

증권명 대신증권 대신 S&P 인버스 WTI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 제23호

기초지수명

S&P GSCI Inverse Crude Oil TR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수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지수입니

다.

투자목적
본 ETN은 S&P가 산출하여 발표하는 "S&P GSCI Inverse Crude Oil TR"

을 기초지수로 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합니다.

투자전략

본 ETN은 환전수수료 없이 Crude Oil Future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해

당 선물 가격의 일간 수익률을 -1배수로 추적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선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손실 위험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투자대상

본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하여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인 

Crude Oil Futures 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지수의 상세한 설명은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ETN 시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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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은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발행

회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

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 시장으로,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유동성공급자

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돕습니다.

  

(3) 시장참가자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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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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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상손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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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비용

구분 내용 연간비율(%)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사보수 발행 관련 비용(상장예비심사수수료, 상장수

수료, 예탁수수료, 증권발행대행수수료, 발행

분담금 등) 포함
0.26

라이센스 기초지수 라이센스 비용 0.10

위탁사무보수 한국예탁결제원 0.04

기타비용 헤지거래 관련 유관 기관 수수료 및 거래비용
0.10

소계 - 0.50

기초지수 반영비용 해당사항 없음. -

소계 - -

합계 - 0.50

(2) 예상손익구조 
  

제비용(%) 일수 투자원금 기초지수 가격승수

0.50 365 100만원 1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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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

 세금, 기타 거래비용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

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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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익 사례]

- 최대손실액: 원금 전액

- 최대이익액: 지표가치에 따라 달라짐

[상황별 예상 손익구조]

본 증권의 제비용은 연 0.50%이며, 투자원금 100만원을 가정

 

① 상승후 하락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0.00 0.00 100.00

1 110.00 10.00% 0.55 0.55 109.45

2 120.00 9.09% 0.60 1.15 118.80

3 135.00 12.50% 0.68 1.83 132.97

4 115.00 -14.81% 0.58 2.40 112.70

   5 109.00 -5.22% 0.55 2.95 106.27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9.00%

연률화 1.8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6.27%

연률화 1.25%

  

② 하락후 상승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0.00 0.00 100.00

1 90.00 -10.00% 0.45 0.45 89.55

2 80.00 -11.11% 0.40 0.85 79.20

3 85.00 6.25% 0.43 1.28 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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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4.00 10.59% 0.47 1.75 92.12

5 105.00 11.70% 0.53 2.27 102.37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5.00%

연률화 1.0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37%

연률화 0.47%

③ 지속 상승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　 0.00 0.00 100.00 

1 108.00 8.00% 0.54 0.54 107.46 

2 116.00 7.41% 0.58 1.12 114.84 

3 124.00 6.90% 0.62 1.74 122.14 

4 132.00 6.45% 0.66 2.40 129.36 

5 140.00 6.06% 0.70 3.10 136.5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40.00%

연률화 8.0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36.50%

연률화 7.30%

 

④ 지속 하락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익률

연간 제비용

(만원)

누적 제비용

(만원)

기말지표가치

(만원)

0 100.00 　 0.00 0.00 100.00 

1 92.00 -8.00% 0.46 0.46 91.54 

2 84.00 -8.70% 0.42 0.88 83.16 

3 76.00 -9.52% 0.38 1.26 74.86 

4 68.00 -10.53% 0.34 1.60 66.64 

- 100 -



5 60.00 -11.76% 0.30 1.90 58.50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40.00%

연률화 -8.00%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41.50%

연률화 -8.30%

 

3. 권리의 내용

  

(1) 본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본 증권은 기초지수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구조이므로 본 증권의 보유

자는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 및 중도상환 지급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

니다. 본 증권 보유자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 절차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도 

만기일에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

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본 증권 발행인이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

액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 6%(상

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2) 만기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의 1증권당 만기시 지급액은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계산되어 지급

됩니다.

② 본 증권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합니다.

③ 발행인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의된 만기지급액 평가산식에 의하여 본 증권의 만기지급

액을 산출하고, 아래의 지급대리인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증권의 지급사무를 의

뢰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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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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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기업영업지원팀

지급대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층

④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본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써 지급

이 완료됩니다.

  

(3) 중도상환 요청시 지급액 결제방법과 절차

①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

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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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

인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평가가격의 98%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

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세금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일자별 프로세스

  

  T일
T+1일(의무) T+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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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중도상환신청

(처분제한조치)
- 중도상환 대금 수령 -

발행사
중도상환 내역확

인/승인

평가(당일 종가로 산

출되는 IV적용) or 

연기(시장교란 시)

변경상장 신청 -

예탁원
신청내역취합 발

행사 통지
상환대금 산출

증권 소각

거래소에 중도상환내역 

통보

-

거래소 - -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 세부 내용

구분 해당사항

신청방법
본 증권 보유자는 중도상환신청가능일에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를 통해 중도환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전 5영업일까지의 매 한국거래

소 영업일

신청불가능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전 4거래소영업일 ~ 만기상환

금액 결정일

신청단위 

20억원(발행가액 기준 최소금액) 이상으로 200,000증권 단

위로 가능합니다. 

※ 헤지 물량으로 인한 기초자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일 최대 중도상환 신청한도를 200,000증권(20억원,발행원

본액 기준 최소금액)으로 제한합니다.

※ 중도상환단위 예외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거래정지 등 사실상 장내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철회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중도상

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사별로 별도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한국거래소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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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상환

결정일(평가일)

중도상환 신청일이 거래소 영업일(기초자산이 2개 이상의 거래

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 이후 해당 거래소 모두

의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거래소 

영업일이 중도상환 신청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 가

격 결정일은 새로 확정된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한국거래소 영

업일이 됩니다.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 : T일

중도상환금 지급일 : T+4 일

가격결정방법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의 한국

거래소 익 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

감하여 결정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 가격의 2.0%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금액은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

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 요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습

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금액 지급

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

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14시이며, 각 회원

사별 마감시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겨 철회 

신청이 이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가격 결정 시, 거래소 시장교란 또는 휴장 등의 사유로

 기초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하는 가격 결정일을 그 이후

의 매매 거래일로 순연합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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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가격결정 요인 등을 검토하여 유동성

에 심각한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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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고, 본 증권의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유동성에 제약

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은 본 증권의 중도상환처리주기를

 단축하거나 본 증권의 중도상환가능기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그 내

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갈음

합니다.

만기

상환

결정일 최종거래일: 2025년 06월 11일 (T)

지급일
만기일 : 2025년 06월 13일 (T+2)

만기 지급일 : 2025년 06월 17일 (T+4) 

가격결정방법

만기상환금액은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1] 상장거래소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지표가치는 “ 만기상환가격” 이

며 이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의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지표가치, 즉 “ 만기상환가격” 은 만

기상환가격 결정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기초지수 종

가를 사용하여 계산되는 지표가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표

가치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새벽 시간에 결정된 WTI원유 

선물 정산가를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

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만기상환가격

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 중에 

매도를 하는 것과 만기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분배금 결제방법과 절차

- 본 ETN 상품의 경우 분배금 지급(재투자) 상품으로 구분의 총수익 부분을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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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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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금지급

일

분배금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10영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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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영업일전

까지

분배금지급

일

1,4,7,10월의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7~10영업

일 이내

분배락조치 기준가격 변경없는 락조치 실시

총수익

 (재투자)

 지수

분배금

지급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분배금은 지수에 재투자)

*투자자는 ETN 매도시 분배금 실현

분배금신고

분배금지급

일

분배락조치

미지급(commodity형, 선물형)

배당금, 채권이자 등 분배할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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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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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의 변경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증권의 어떠한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최

초 예정되었던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

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의 조기상환 또는 권리내용의 변경에 열거하지 못하거나 유가증권시장 해당규정에 위

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조기상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아래의 '(2) 조기 

상환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

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

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

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지급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

여 해당 사유의 발생, 조기상환의 취지, 조기상환가격 결정일 및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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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상장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거래소가 [10] 상장거래소예정거래일 이상

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수산출기관에서 기초지수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

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마.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을 상장폐지하게 된 경우(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아래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 발생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조기청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 기초자산이나 기초지수의 장 중 또는 장 마감 가격이 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2) 조기상환 방법

위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따라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

환일(불포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합니

다. 이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통지 당시 정한 조기상환가격 결정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

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

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본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

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의 만기

상환금액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1)의 ②에 의한 조기상환 사

유 발생 후에 위 ①에 의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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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

초지수 또는 그 구성종목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

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

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조기상환결정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

니다.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구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22.3.16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준)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

를 신청할 수있다.

가.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

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장법인 부

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

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

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

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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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

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

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

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

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

우. 다만, 지수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만기상환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

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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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래와 같은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

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목의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포함) 후 [

1] 한국거래소 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에 달리 

정하거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

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조기청

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

을 할 수 없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

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 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

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

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지정 다음 제149조의6 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

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제149조의6 (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ㆍ분할 발행

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

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

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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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신고의무 위

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

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권리내용의 변경

①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 대신증권은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결정일(중도/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가격,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

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경우

, 대신증권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하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에 기재된 일

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 기초자산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나. 지수거래소, 관련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다.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i) 기

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

는 중지되거나(상· 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

단 또는 중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ii) 시장참여자들이 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에서의 기초

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 거래 또는 관련지수

거래소, 관련상장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

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발행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지수거래소, 관련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

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마. 발행회사가 본 증권에 대하여 시장교란사유 등 발생으로 기초자산의 가격확정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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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지수거래소, 관

련지수거래소, 상장거래소 또는 관련상장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

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

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산출은 지수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및 발표의 정정,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산출기관이 정함을 따릅니

다. 따라서,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수산출기관의 기초지수 산

출,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수산출기관이 기초지수와 관련된 권리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이 조정될 수 있

습니다. 

③ 기타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되었으

나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발행회사가 정확한 기초지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발행

회사는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지수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기 지급된 금액과

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

인으로서 해당 사유 발생 전후에 본 증권의 가격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

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 병합· 분할 발행원본액” 이라 한다)

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제3항에 따라 본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

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또

한 액면분할 및 병합 사유 등으로 인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단수주

의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이나 처리방식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

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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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과 시스

템 정비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⑤ 아래 규정을 포함한 본 증권의 상장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상장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권리를 변경할 

경우, 본 신고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 변경기준 (※22.3.31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준)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

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9제2호의3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지수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과 만기일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변

경한다.

가. 최종거래일 :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만기일 : 가목에 따라 변경된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2)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인 경우

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변

경한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만기일을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

거래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가.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이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나.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부터 소급하여 15일이 되는 날 후에 최종거래일 또는 

조기상환평가일이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최종거래일 또는 조

기상환평가일의 직후 매매거래일

다. 그 밖에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방법이나 상장법인이 거래소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한다. 

⑥ 발행회사가 본 신고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

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상관례상 합리적으로 요청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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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

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

됩니다.

 

⑧ 본항에 따른 권리내용 변경 사유가 "(1)조기상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1)

에 따라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발행회사의 만기상환금액 지급의무

는 소멸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

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복수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

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①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그 내

용을 한국예탁결제원(단, 본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를

 포함)에 통보합니다.

② 발행인이 위와 같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경우, 발행인은 변경 및 결정된

 본 증권의 조건을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발행인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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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를 할 것이며, 변경 및 결정된 조건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그 효

력이 발생합니다.

(5)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에 따른 본 증권의 법적 지위 등

발행회사가 파산절차, 회생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거

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른 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

한 순위입니다.

(6)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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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

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

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참여하

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

자의 권리구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과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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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일괄신고 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의 권리

내용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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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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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본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

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

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

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

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평가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지표가치가 0이 된다면, 이후 기초자산 선물

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계속 0이 되며, 

이에 따라 매매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시장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해진 날짜의 

지표가치로 상환되는데 이 때 지표가치가 0이므로 원금전액 손

실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정방향 (1X) ETN,  레버리지 (2X) E

TN, 인버스 (-1X) ETN, 인버스 레버리지 (-2X) ETN이 발행된 경

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전일 종가로부터 100% 이상 하락한 경우, 

정방향 (1X)의 기초지수 가격은 100% 하락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정방향 (1X) ETN의 가격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전일 종가로부터 50% 이상 하락한 경우, 

레버리지 (2X)의 기초지수 가격은 100% 하락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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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위험

이에 따라 레버리지 (2X) ETN의 가격은 0원이 될 수 있습니

다.

기초자산 가격이 전일 종가로부터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인버스 (-1X)의 기초지수 가격은 100%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버스 (-1X)ETN의 가격은 0원이 될 수 있습니

다.

기초자산 가격이 전일 종가로부터 50% 이상 상승한 경우, 

인버스 레버리지 (-2X) 의 기초지수 가격은 100%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버스 레버리지 (-2X)  ETN의 가격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각각의 예시와 같이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ETN의 가치가

 0으로 될 수 있다는 점(즉, 원금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 등은 본 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

며, 본 증권 투자자는 최종적인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과 같은 상장지수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가 하락했을 경우

-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선물 발행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 본 증권의 매도시 괴리율이 '음'일 경우

-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에 투자시점 대비 기초지수가 보

합 또는 상승했더라도 누적된 제비용(=총보수) 등이 큰 경우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실시간 지표가치에 비해 매우 높거나

 매우 낮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리율이 크게 벌어

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실시간 지표가치(IIV: Intraday Indicative Value)와 IIV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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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율은 투자자가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

권사 HTS,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동성공급자는 실시간 지표가치 근처에서 호가를 제출함

으로써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

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혹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하

더라도 유동성공급자는 호가를제출함으로써 비정상적 가격 형

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의 차이("괴리

율")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본 

증권 투자자는 거래 전에 반드시 시장 상황, 괴리율 및 호가상황

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가 매매 시간대, 동시호가 시간대 또는 주식시장 개장 직

후

- 유동성공급자가 보유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유동성 공

급이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 본 증권의 시장가격은 상당기간

동안 지표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본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

미 과도하게 높아진 가격에 증권을 매수하였으므로 향후 기초지

수가 상승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

이 있습니다.

이론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된 종목을 현재 시장가격에 

매수할 경우, 시장가격이 이론가치로 급격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괴리율 만큼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장참여자간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매매가 활발하지 않

은 상장지수증권은 매매가 활발한 증권에 비해 매수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호가스프레드")가 크므로 실시간 지표가치와 차이

가 벌어진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가격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

자에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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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 위험

발행회사인 대신증권은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로서 본 증

권의 시장가격이 실시간 지표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

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혹은 유동성호가 제출 면제 시간대에

는 본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 기간 할인 또는 할증

될 수 있습니다.

- 추가발행이 제한되거나 재개될 경우

-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 유동성공급 호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유동성공급이 

제한될 경우

- 가격제한폭에 의해 상승 또는 하락이 제한될 경우

- 기초자산의 거래시장과 한국거래소와의 시차가 존재할 경

우

- 기초자산의 거래가 어려운 경우 (기초자산시장의 거래중

단조치, 기초자산시장의 휴장, 기초자산의 상/하한가 도달 

등)

※ 특히, 기초자산시장이 시장교란 등의 사유로 거래중단조치가

 단행된 경우,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

니다. 또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기초자산의 상/하한가 도달 등

으로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제출은 상당기간 원활하지 않아, 장기간 

괴리율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유로 인해 괴리율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의 요청

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화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매수/매도세로 인하여 유동성 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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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도 불구하고 지표가치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

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ETN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단기간내에 급등락 할 경우, 기초지수의 산출 주기로 인해 본 증

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할인/할증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 등이 휴

장하는 경우 지수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열리는 날 실시간 지표가치는 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질이론가치에 해당하는 실시간 지표가치가 변동하지 않아 실

시간 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커질 수 있으며, 해당일 

종가 기준 지표가치 괴리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산출/

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

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

는 본 증권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

한 제3자의 고의, 중과실, 사기로 인하여 본 증권 투자자에게 손

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

지 않습니다.

지표가치 및 실시

간 지표가치와 유

동성 호가 괴리 

위험

본 증권의 지표가치는 기초지수인 S&P GSCI Inverse Crude Oil 

TR(으)로 산출됩니다.

이 기초지수는 NYMEX에서 거래되는 Crude Oil Futures의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지수로, 한국시간 기준 09:00 ~ 익일

 04:30 동안 실시간 산출됩니다. 

이해상충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구

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

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생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기초지수를 구

성하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 

가격결정일에는 기초 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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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

동으로 인한 위험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

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

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

활동의 결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이 급격

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구성종목 또

는 기초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

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

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해도 본 증권의 발행인과 이

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발행회사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

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

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

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

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

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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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본의 50/100으로 ETN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

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 시에는 별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있습

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22년 05월 16일

자로 제출된 제62기 분기보고서(2022년 01월 01일 ~2022

년 03월 31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 위험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된 해당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일 다

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

율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하여 연

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본 신고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

용이 변경되어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적

용하지 아니함)

  

3. 상장관련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상장폐지)에 따

른 ETN 상장폐지로 발행조건(최종거래일, 만기 상환가격 결정일

 등)의 변경, 평가 손실의 확정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기초지수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

면(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수 가치가 0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작

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은 본 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0"이 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관련 손실은 원금 전체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해외에서 거래되는 지수이므로, 

최종거래일의 지표가치는 최종거래일 한국거래소 개장 전 

새벽 시간에 결정된 기초지수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

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상환가격 결정일(

최종거래일)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당일 매매가격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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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본 증권을 장 중

에 매도를 하는 것과 상환되는 것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상장폐지가 예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이 제한

적일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해, 기초지수가 이를 초과하

여 변동하더라도 ETN 가격은 ± 30% 이내에서 변동합니다.(

레버리지 및 인버스 2X는 ± 60% 내에서 변동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본 증권의 거래가 정지

되거나 본 증권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선

물 가격 등의 변동은 실시간 지표가치 및 지표가치에 반영됩니

다. 따라서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도 본 증권의 가치는 계속 변동

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

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발행일 현재 4 한

국거래소 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가 된 상황에서

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

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신고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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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관리종

목 위험/투자유의

 종목 위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

병합ㆍ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

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

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

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투자유의종목 관련 규정(※20.7.23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 시행 세칙 기준)

○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적출 → 지

정예고→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 국내기초자산(국내물) 6% 이상, 해외기초자산(해외물) 12%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 호가ㆍ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물 3%, 

해외물 6% 이하인 경우

- 호가ㆍ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

우

○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

 적용

-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

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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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 괴리율 추가 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

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자동 재개

* 투자유의종목 지정단위기간이 종료되는날 괴리율이 관리범

위 3배 (국내물 9% 해외물 18%) 이상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

- 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

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대용증권에서 제외 및 위탁증거금 1

00% 적용

    

4. 중도상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환청구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

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시 상환청구일로부터 상환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상장

지수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

사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

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

다.

조기상환 위험

만기 전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조기에 상환될 위험

이 있습니다. 조기상환 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

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사유는'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4.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상품에 관한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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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지

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

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

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초지수 변경 위

험

ETN 기초지수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초지수의 투자전략, 구성종목/비

율의 대규모 변경으로 당초의 투자목적과 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본 상품이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편입월물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지수사업자의 방법론 임의 변경에 의거한 투자 

손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초지수 수익률과

의 괴리 위험

ETN의 경우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상

품이나, 발행사보수, 기타 수수료, 헤지비용 등 각종 제반비용

으로 인해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수급 및 거래비용 등의 영향으로 유통시장에서 형성

된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와 다를 수 있고, 시장에서 매수 후 매

도하여 결정되는 투자수익률은 해당 기간 기초지수 수익률

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관련 산

업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관련 산업의 생산, 정책 관련 위험

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분쟁, 생산량 변동, 정부의 

생산량 제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자는 투자 전 해당 산업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 투

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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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복리화 효과 

위험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

로, 기초지수 자체에 일별 복리화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일일보다 긴 기간동안의 기초자산(기초지수를 구

성하는 자산) 각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은 괴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 1. 기초지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 기초자산의 경우에 따라 롤오버로 인한 효과가 매

우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적 요인 등에 의해서

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선물 자체의 가격, 현물

가격의 움직임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예상 못한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 본 증권

에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은 선물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 전, 근월물에서 차월물로 월물 교체

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선물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보다 장기의 선물 계약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롤오버(Roll

-Over)라고 합니다.

이 때, 근월물과 차월물의 가격차이에 의해 만기 연장에 따른 

비용효과 또는 수익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롤오버 비용 효과가 발생할 경우 선물 가격 변동과 

달리 기대보다 낮은 성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며, 선물의 수급상황

과 미래 전망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 아래 예시는 롤오버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

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 투자판단시, 아래 예시에 

인용된 계약내용이 본 증권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지 않도록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헤지운용 보유자산을 예시로 하여 정방향 상품이면서, 선물시

장이 콘탱고인 상황을 가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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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오버(Roll-Over) 

위험

1월물 선물 5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롤오버를 진행할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롤오버 일정에 따라 20달러인 1월물 5계약의 가치에 해당하는 

100달러 어치의 2월물 4계약을 매수합니다. 1월물 대비 2월물

의 가격이 25%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ETN의 평가가치는 상승

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100달러로 유지됩니다. 

 

이후 2월물이 27달러로 상승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월물 20달러에서 롤오버할 당시에 해당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의 경우 선물 가격이 27달러임을 관찰했을 때 선물이 35%가 올

랐다고 생각하고 본 증권의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하실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유자산 선물의 총 가치는 8%만 상승하

게 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이처럼 롤오버 과정에서 증권의 가격 변동폭이 월물 변화를 고

려하지 않은 선물 가격 변동폭에 비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는

데 이를 "롤오버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콘탱고 상황에서 월물 교체에 따른 가격 상승분이 기초지수 수

익률에는 반영되지 않아 증권의 투자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는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워데이션 상황에서는 콘탱고 상황과 반대로 수익 효

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 상품은 해당 효과가 2배 수준으로 크게 발

생할 수 있고 인버스 상품은 반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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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위험

본 증권의 경우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USD 기준으로 해

외시장에서 거래되지만 ETN 지표가치는 구성종목의 가치에 상

응하는 KRW 기준으로 환산되어 산출되므로 ETN의 실시간 지

표가치는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에 따라 변동하는 환노출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USD 가치

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ETN의 지

표가치 등이 변동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기관 및 관련 

규정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에서 해

당 시장에 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투기적인 포지션 제한에 

대한 규제의 소급적용, 증거금 인상, 일일가격 변동제한 및 거

래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관련 

규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운용전략이나 성격을 변경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미리 예측 불가능하므로 본 증권 투자

자는 이로 인해 본 증권에 상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6. 조기청산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22.05.2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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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청산 위험

본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3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청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청

산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 종료시점 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

불포함) 후 1 한국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 다만, 투자설명서에서 달리 정하거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

는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

에 따라 해당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

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류에서 명시한 다양한 사유로 본 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

청산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며, 이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기상환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본 증권

이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 본 증권은 더 이

상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

을 입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표가치가 "0"이 

되어 투자원금 전체의 평가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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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지수거래소와

상장거래소 불일치

관련위험

본 증권은 상장거래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정규시장(09:0

0~15:30) 및 시간외시장(08:30~09:00, 15:40~18:00)의 거래

가 가능합니다. 한편 본 증권의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선물은 

NYMEX(뉴욕상업거래소)에서 08:00부터 익일 07:00까지 거래

가 이루어집니다. 서머타임 시행 시에는 거래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공식적으로 

한국시간 기준 09:00~익일04:30 동안 산출이 되며 기초지수 

종가는 익일 07:30 경에 지수산출대행기관을 통해 최종 확정

될 예정입니다. 

매 한국거래소영업일 09:00에 고시되는 전일지표가치는 직전

 2 지수거래소영업일 07:30에 지수산출대행기관으로부터 산

출되는 기초지수 종가를 이용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전 

한국거래소영업일 15:30에 한국거래소에서 결정된 본 증권의

 종가와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 위험

발행회사가 지수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기초로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기초지

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

해서 발행회사 또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 이 점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된 지수산출기관과 지수사용계약

을 체결하고 지수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본 증

권의 지표가치를 산출하고 관련 헤지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본 증권의 지수산출기관은 본 증권의 발행회사와 지수사

용계약을 통하여 발행회사가 기초지수를 본 증권의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

도록 승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본 증권과는 어떠

한 연관도 없으며 본 증권에 대한 마케팅, 판매, 시장조성 등 

본 증권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본 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수산출기관은 귀책사

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자

나 발행회사는 지수산출기관이나 그 계열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수산출기관이나 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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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회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지수산출기관이 산출하는 지수가 지수사용계약을 통하여 본 

증권의 기초지수로 사용되었으나,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지수산출기관

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발행회사가 지수산출기관으로부

터 제공 받은 정보를 기초로 지표가치 산출 등 본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기초지수의 유효성, 정확성, 

계속성 및 결과치(지수레벨 등) 등에 대해서 발행회사 또

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금성 위험

투자자는 본 증권을 거래소의 매매, 혹은 중도상환 요청을 통

해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하며,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

는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최대호가

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

)이 2.0%이내로 유지되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

능한 물량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

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

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 공급의무 해태

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

라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

지 아니하거나 유동성호가의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

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처리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금의 환금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요

청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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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법률상 위험

본 증권의 보유자가 본 증권을 통하여 취득하는 소득(만기상

환, 중도상환, 중도매매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하게 됩니다. 한편,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국내/해외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거나 본 증권의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자산 또

는 해외자산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또는 과세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회사가 향후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투자자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

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만기상환

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만기상환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

습니다.

※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

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공급 실무 

위험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

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

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

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

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 이상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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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 

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최대 호가스프레드

비율 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

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P보유량 공시 오

류의 위험

발행회사는 정규시장 시장정보보유량과 정규시장외 거래의 

발행회사 공시보유량 합산 후 당일 18시 30분까지 매일 LP 보

유량을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규시장 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LP 보유량

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익일 정정보

고가 가능하나 오류의 지연 확인 등으로 수정 공시가 지연될 

수 있어 실제 LP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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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지수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 GSCI Inverse Crude Oil

 TR에 포함된  Crude Oil Futures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 기초지수 소개

1.     지수명칭 : S&P GSCI Inverse Crude Oil TR

2.     지수개요 : 

해당 지수는 NYMEX에 상장되어 있는 Crude Oil Futures의 일일 수익률을 -1배수로 추적하

는 전략을 지수화 하였습니다.

3.     기준시점 : 1995년 01월 16일

 

4.     기준지수 : 100pt

5.     산출시간 :  (한국시간) 09:00~ 익일 04:30

6.     지수 산출방법 :

본 증권의 기초지수의 경우 선물의 롤오버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IndexER(Excess Return)

을 기반으로 하여, 3개월 미국 Treasury Bill 채권수익률을 지급하는 IndexTR(Total Return) 

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IndexER(Excess Return) 지수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선물의 가격 변화에 선물 만기 시 발생하는 만기이월효과(Rollover 

Effect)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지수. 만기월 선물과 교체대상월 선물과의 가격 차이에서 발

생하는 양(+)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반영되어 산출됩니다. 이 효과를 롤오버 효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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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TR(Total Return) 지수 

ER(Excess Return) 지수가 선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선물 증거금을 포함한 투자금

전체를 채권에 투자(예를 들어 T-bill)하였다고 가정하여 Excess Return에 단기채권

수익률을 가산하여 산출한 지수입니다.

<S&P GSCI Inverse Crude Oil TR 지수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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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종목 선정/교체 세부내용

* 대상종목: NYMEX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Crude Oil Futures 최근월물

* 거래시장: NYMEX

※ 기초지수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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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오버 

기간
Date

최근월물

(CLM22)

차근월물

(CLN22)
CWy CWz Pt-1 Pt Pt/Pt-1 IndexER

롤오버 기

간 아닐 

시

2022-04-29 104.69 102.94 - - 　 　 　 100.00

2022-05-02 105.17 103.42 100% 0% 104.69 105.17 1.00 99.54

2022-05-03 102.41 100.90 100% 0% 105.17 102.41 0.97 102.15

2022-05-04 107.81 106.22 100% 0% 102.41 107.81 1.05 96.77

2022-05-05 108.26 106.74 100% 0% 107.81 108.26 1.00 96.36

롤오버 기

간 시

2022-05-06 109.77 108.33 80% 20% 107.96 109.48 1.01 95.00

2022-05-09 103.09 101.77 60% 40% 109.19 102.56 0.94 100.77

2022-05-10 99.76 98.45 40% 60% 102.30 98.97 0.97 104.05

2022-05-11 105.71 104.03 20% 80% 98.71 104.37 1.06 98.09

2022-05-12 106.13 104.40 0% 100% 104.03 104.40 1.00 97.74

롤오버 

종료
2022-05-13 110.49 108.63 0% 100% 104.40 108.63 1.04 93.78

상기 표의 근월물(CLM22)은 5월 12 일에 기초지수의 롤오버가 종료됩니다. 이후 근월물

은 CLN22가 되며, 다음 롤오버 기간 전까지 CLN22 종목으로 기초지수가 산출됩니다.

 

7. 종목 교체(Roll-over) 방법 : 

해당 기초지수는 매월 5영업일부터 9영업일까지(미국 영업일 기준) 일별 20%씩 최근월물

에서 차근월물로 롤오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 ) 2022년 Crude Oil 선물 롤오버 스케쥴

  5번째 영업일 6번째 영업일 7번째 영업일 8번째 영업일 9번째 영업일

최근월물 

비중
80% 60% 40% 20% 0%

차근월물 

비중 
20% 40% 60% 80% 100%

1월 2022.01.07 2022.01.10 2022.01.11. 2022.01.12. 2022.01.13

2월 2022.02.07 2022.02.08 2022.02.09 2022.02.10 2022.02.11

3월 2022.03.07 2022.03.08 2022.03.09 2022.03.10 2022.03.11

4월 2022.04.07 2022.04.08 2022.04.11 2022.04.12 2022.04.13

5월 2022.05.06 2022.05.09 2022.05.10 2022.05.11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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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22.06.07 2022.06.08 2022.06.09. 2022.06.10 2022.06.13

7월 2022.07.08 2022.07.11 2022.07.12 2022.07.13 2022.07.14

8월 2022.08.05 2022.08.08 2022.08.09 2022.08.10. 2022.08.11

9월 2022.09.08 2022.09.09 2022.09.12 2022.09.13 2022.09.14

10월 2022.10.07 2022.10.10 2022.10.11 2022.10.12 2022.10.13

11월 2022.11.07 2022.11.08 2022.11.09 2022.11.10 2022.11.11

12월 2022.12.07 2022.12.08 2022.12.09 2022.12.12 2022.12.13

- 선물 코드체계 및 선물 월별 보유일정

Ex) Crude Oil 선물 코드 체계

Code
기초

자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CL
Crude 

Oil
F G H J K M N Q U V X Z

 

Crude Oil 선물 코드의 경우 'CL' + 월물코드 + 연도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1월물 CLF22, 2월물 CLG22, 3월물 CLH22, 4월물 CLJ22, 5월물 CLK22, 6월물 CLM2

2, 7월물 CLN22, 8월물 CLQ22, 9월물 CLU22, 10월물 CLV22, 11월물 CLX22, 12월물 CLZ

22로 표시 됩니다.

Ex) 2022년 Crude Oil 선물 월별 보유 현황 (롤오버 전 기준)

Code
기초

자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CL
Crude 

Oil
G H J K M N Q U V X Z F

 

‘ 22년 5월 1일 기준, 6월물 Crude Oil Futures 선물(코드:CLM22)로 기초지수가 구성되어 

있으며, 5월의 5영업일부터 9영업일 (미국 영업일 기준)까지 매일 20%씩 롤오버가 되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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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10영업일째부터는 7월물 Crude Oil Futures 선물(코드:CLN22)로 기초지수가 구성되

게  됩니다. 

따라서, 본 상품이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편입월물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결

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사는 지수사업자의 방법론 임의 변경에 의거한 투자 손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기초지수 수익률

기초지수 및 비교지수의 최근 3년 이상의 누적/기간별 수익률과 변동성은 아래와 같습니

다. 기초지수의 과거 수익률이 본 증권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단위 : %)

기간
기준일 : 2022.05.31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연초이후

수익률

해당

기간

기초지수 -28.49 -52.80 -57.35 -75.86 -45.05

비교지수 24.21 79.65 79.27 122.22 56.27

연평균
기초지수 -113.97 -105.61 -57.35 -25.29 -18.38

비교지수 96.82 159.29 79.27 40.74 22.96

변동성
기초지수 64.41 50.86 43.29 63.73 53.53

비교지수 64.74 51.46 43.77 200.69 54.00

기초지수: S&P GSCI Inverse Crude Oil TR

비교지수: WTI Crude Oil Futures Generic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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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오버 비용 누적으로 인한 기초자산과 기초지수 간의 괴리율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1배 만큼 추종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 

시 롤오버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자산과 기초지수간의 괴리

율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탱고 상황에서 기초자산(Crude Oil Futures)의 롤오버 효과는 본 증권처럼 역

방향 지수[S&P GSCI Inverse Crude Oil TR]의 경우, 롤오버 수익으로 나타납니다.(플러스 

효과) 반면에, 백워데이션 상황에서는 롤오버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효과) 

따라서, 투자자는 기초자산인 선물 롤오버가 진행될 경우에 콘탱고인지 또는 백워데이션

인지에 따라 기초지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효과는 보유기

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됨에 따라 기초자산과 기초지수 간의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별 복리화 효과 위험

본 증권의 기초지수[S&P GSCI Inverse Crude Oil TR]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1배 

만큼 추종하고 있지만, 기초지수 자체에 일별 복리화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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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증권을 하루 이상 보유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결과는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누적하여 

결정되는데, 이 결과는 해당기간동안의 기초자산 수익률을 단순히 -1배 한 것과는 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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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증권이 추구하는 운용전략은 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증권에 적용되

는 '일일', '일간' 또는 '하루'라 함은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으로 전 

날 장 마감시점으로부터 다음날 장 마감시점까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루보다 짧

게 보유할 경우에도 본래 의도하는 투자목적과는 다른 투자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에서 정의하는 '하루'의 기간과 다르게 보유할 경우 본래의 투자

목적과는 다른 투자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상승 지속

일자 기초자산 가격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인버스

기초지수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1 100.00 - - 100.00 - -

2 103.00 3.00%  3.00% 97.00 -3.00% -3.00%

3 107.00 3.88%  7.00% 93.23 -3.88% -6.77%

4 110.00 2.80% 10.00% 90.62 -2.80% -9.38%

5 113.00 2.73% 13.00% 88.15 -2.73% -11.85%

하락 지속

일자 기초자산 가격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인버스

기초지수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1 100.00 - - 100.00 - -

2 97.00 -3.00%  -3.00% 103.00 3.00%  3.00%

3 94.00 -3.09%  -9.00% 106.19 3.09%  6.19%

4 90.00 -4.26% -10.00% 110.70 4.26% 10.70%

5 87.00 -3.33% -13.00% 114.39 3.33% 14.39%

변동성 낮은 횡보

일자 기초자산 가격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인버스

기초지수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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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0 - - 100.00 - -

2 103.00 3.00%   3.00% 97.00 -3.00% -3.00%

3 100.00 -2.91%   0.00% 99.83 2.91% -0.17%

4 97.00 -3.00% -3.00% 102.82 3.00%   2.82%

5 100.00 3.09%   0.00% 99.64 -3.09% -0.36%

변동성 높은 횡보

일자 기초자산 가격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인버스

기초지수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1 100.00 - - 100.00 - -

2 120.00   20.00% 20.00% 80.00 -20.00% -20.00%

3 100.00 -16.67%   0.00% 93.33 16.67%   -6.67%

4 80.00 -20.00% -20.00% 112.00 20.00%   12.00%

5 100.00   25.00%    0.00% 84.00 -25.00% -16.00%

변동성 높은 횡보 후 기초자산 가격 상승

일자 기초자산 가격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인버스

기초지수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1 100.00 - - 100.00 - -

2 120.00 20.00% 20.00% 80.00 -20.00% -20.00%

3 100.00 -16.67%   0.00% 93.33 16.67% -6.67%

4 80.00 -20.00% -20.00% 112.00 20.00% 12.00%

5 100.00 25.00%   0.00% 84.00 -25.00% -16.00%

6 110.00 10.00% 10.00% 75.60 -10.00% -24.40%

※ 기초자산의 변동성 위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WTI원유 선물(Crude Oil Futures)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므

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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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수 구성종목 및 거래소

  

(1) Crude Oil Futures

  

기초자산 거래시장 NYMEX 

기초자산명 Crude Oil Futures

매매시간

(한국시간 기준)

08:00 ~ 익일 07:00

써머타임 시행 시에는 해당 상품의 거래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 집니

다.

거래단위 1,000 Barrels/USD

증거금(액) 1계약당 USD 9,625 (2022년 7월물 기준)

최종거래일자 결제월 이전 달 25일의 3영업일 전

3. 기초지수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 정보 취득 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기초자산이 상장되어 있는 CME 홈페이지 (http://www.cmegroup.com) 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수의 산출기관은 당해 증권의 손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지수산출기

관에 일임합니다. 해당 지수의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의 책임이므로 발행인은 지수의 정지, 

단절, 폐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대신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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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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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발행인의 직접모집으로 발행되므로 인수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대한 

분석 및 가격결정 등은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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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의 개요

                                                                                                 (단위: 원)

항목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예정)(1) 10,000,000,000

발행제비용(2)  3,833,300 

순수입금[(1)-(2)]  9,996,166,700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

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 제비용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500,000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

관한규정제5조1항제4호

예탁원수수료 1,000,000
예탁원 파생결합증권 발행

 수수료 규정

상장수수료 333,300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예비심사수수료 2,000,000 유가증권상장규정

합계  3,833,300 -

※ 상기내역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

권과 관련된 일부 비용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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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의 공모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장외옵션매입계약 혹은 기초자산 및 그

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같이 위험회피거래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상품의 고유

특성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행인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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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2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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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건 224 324 548 0 0 0 37 16 53 0 0 0

금액 12698 6744 19442 0 0 0 2327 619 2946 0 0 0

2020년
건 173 144 317 0 6 6 4 0 4 0 0 0

금액 9609 1879 11488 0 188 188 171 0 171 0 0 0

2021년
건 122 121 243 101 90 191 6 0 6 0 0 0

금액 4079 1469 5548 3392 1105 4497 3 0 3 0 0 0

2022년
건 28 18 46 28 18 46 0 0 0 0 0 0

금액 934 51 985 934 51 985 0 0 0 0 0 0

합계
건 547 607 1154 129 114 243 47 16 63 0 0 0

금액 27320 10143 37463 4326 1344 5670 2501 619 3120 0 0 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2년 03월 31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9년
건 23 0 23 0 0 0 0 4 4 0 0 0

금액 3538 0 3538 0 0 0 0 22 22 0 0 0

2020년
건 48 0 48 0 0 0 3 0 3 0 0 0

금액 4027 0 4027 0 0 0 0 0 0 0 0 0

2021년
건 47 0 47 40 0 40 6 0 6 0 0 0

금액 4105 0 4105 2872 0 2872 1 0 1 0 0 0

건 9 0 9 9 0 9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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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22년 금액 744 0 744 732 0 732 0 0 0 0 0 0

합계
건 127 0 127 49 0 49 9 4 13 0 0 0

금액 12414 0 12414 3604 0 3604 1 22 23 0 0 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증권(ETN)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2년 03월 31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W ETN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19년
건 0 0 0 0 0 0 1 0 1 1 0 1

금액 0 0 0 0 0 0 1000 0 1000 1000 0 1000

2020년
건 0 0 0 0 0 0 0 0 0 0 0 0

금액 0 0 0 0 0 0 1000 0 1000 1000 0 1000

2021년
건 0 0 0 0 0 0 6 0 6 6 0 6

금액 0 0 0 0 0 0 1600 0 1600 1600 0 1600

2022년
건 0 0 0 0 0 0 2 0 2 2 0 2

금액 0 0 0 0 0 0 1000 0 1000 1000 0 1000

합계
건 0 0 0 0 0 0 9 0 9 9 0 9

금액 0 0 0 0 0 0 4600 0 4600 4600 0 4600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라. 신용환산액 (2022.03.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ELS ELB ELW DLS DLB 기타 계

합계 116,881 242 0 194 0 322,300 439,617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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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환산율은 향후 당해 부외자산에 대해 추가로 가능한 평가익(potential future expo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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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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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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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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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TN세제 현황

① 증권거래세 : 비과세【증권거래세법】

② 배당소득세【소득세법】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배당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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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1항 제1호】

- Min(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

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1항 제2호】

매매

차익

환매

(중도,

 만기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2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2항 제2호】

장내매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2

항】

배당소득세 과세

- Min(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

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매도가-매수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3항】

※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

- 산출주기 : 매 영업일 국내 장종료 후 1회 산정.

- 산출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과세표준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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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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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

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1.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

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

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

생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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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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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

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

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

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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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

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

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 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각종 보수· 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

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

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

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

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개인, 외국 개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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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비거주자) 

(ETF와 동일)

(ETF와 상이) (ETF와 동일)

원천징수

여부

O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Δ

【법인세법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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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의 변화

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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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시간 LP보유량 합산이 불가함에 따른 공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HT

S 및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LP보유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신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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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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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에 미달한 경우

  

(4) 해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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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발행자에게 해명 요구 시.

  

4. 기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의 다른 부문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가 본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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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

한 본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개시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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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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