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 84조에의한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위험 지표 공시

◑ 공시일: 2006-04-21

펀드명 : 아이2Star6Chance파생상품투자신탁1호

   1.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거래대상 거래유형 매수(1) 매도(2) 순포지션(1-2) 비고

신규 주식 ELS 장외

누계 주식 ELS 29,034 29,034 장외

 합계 29,034 29,034 장외

   2. 파생상품 거래에따른 만기 손익구조

   (1) 기초자산 : 삼성전자보통주  & LG 보통주

   (2) 주가연계증권 발행자 : 우리투자증권

   (3) 발행일  : 2006년 3월 29일

   (4) 만기일  : 2009년 3월 23일

   (5) 기준가격 : 삼성전자 보통주 620,333.33원, LG 보통주 33,283.33원 

             (2006년 3월 24일, 27일, 28일 기초자산 각 종가의 산술평균)

   (6) 중간평가일 : 2006년 9월 20일, 2007년 3월 21일, 2007년 9월 19일, 2008년 3월 19일, 2008년 9월 19일

   3.시나리오법에 의한 손익변동 (단위: 백만원)

아이2Star6Chance파생상품투자신탁1호 2,014

   4. 최대손실금액 (VaR: 99%, 10일) (단위: 백만원)

아이2Star6Chance파생상품투자신탁1호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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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 43.5%(만기)
원금상환또는원금손실이발생하는경우

좌측점선표시구간
만기까지 수익률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발생가능합니다

두 주식 중에 40%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주식이없는경우

→투자원금회수
두 주식 중에 40%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주식이있는경우

→ 두 주식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

만큼손실이발생합니다.

원금상환또는원금손실이발생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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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손실이발생합니다.

연14.5%의수익률을달성하는경우
만기(점선표시)포함 총6회의 관측일에 두

주식 모두 15%를 초과하여 하락하지 않은

경우
→연14.5%의수익률로조기(만기)상환
투자기간 중 일일종가기준으로 두 주식이

모두 10%이상상승하는경우
→연14.5%의수익률로조기상환
짧게는 6개월만에 상환이 가능하며 길게는

3년째에 연14.5%의 수익률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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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6개월만에 상환이 가능하며 길게는
3년째에 연14.5%의 수익률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 펀드상환 전 수익자요청에 의한 중도해지 시에는
상기구조와 상관없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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