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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2 업데이트) 

페이지 수정 부분 수정 전 → 수정 후 수정일 

제1과목 펀드일반 

54 

핵심포인트 

해설_(2)_③ 

추가발행 사유 

㉢ 기존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기존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기존투자자에게 보유비율에 따라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빨간색 글자 추가) 

18.03.22 

66 정답 ④ → ① 

100 핵심포인트 해설 

자본시장법 ~ 

→ 

자본시장법 ~ 

지배구조법 
• 윤리경영 영역에 있던 지배구조를 법제화하여 준수의 강제성을 부여함 

•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법적 강제성 부여 

(빨간색 글자 추가) 

239 핵심포인트 해설 

법정해지 
• 법정해지 사유 ~ 

 ∙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된 경우 

→ 

법정해지 

• 법정해지 사유 ~ 

   ∙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된 경우 

   ∙ 전문투자형사모펀드가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 

(빨간색 글자 추가) 

243 

문제 18 번  

보기 ② 

투자조합의 ~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  

투자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 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핵심포인트 

해설 

투자합자조합 • 투자조합의 ~ 유한책임을 부담함 

→ 

투자합자조합 
• 투자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 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됨 
 



268 

문제 43 번 

기존 문제를 아래 문제로 대체 

  

다음 중 특별자산펀드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②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③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④ 보험금지급청구권에 투자하는 펀드 

문제 43 번 

TIP 

기존 해설을 아래 해설로 대체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부동산펀드에 해당한다.  

   핵심포인트 

해설 

기존 핵심포인트 해설을 아래 핵심포인트 해설로 대체 

  

핵심포인트 해설 : 특별자산펀드의 종류  

일반상품 • 농·수·축산물, 임산물, 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동 산 •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선박, 항공기, 기계, 자동차 등)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미술품 등 • 그림 또는 악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문화콘텐츠 

상품 
• 영화, 드라마, 음반, 게임, 출판물 등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증 권 

• 특별자산이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파생상품 
•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의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에 대한 위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권 리 • 어업권, 광업권, 탄소배출권, 지적재산권, 보험금지급청구권 등 권리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296 
문제 38 번  

보기② 

투자조합의 ~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 투자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 인은 무한책임을 진다. 

301 
51 번 문제 

해설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3 가지 경우뿐이다.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