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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준칙 

제정 2009.2.3. 

개정 2012.6.27 

개정 2015.7.31 

 

 
제 1 편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준칙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 조 제 1 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 71 조제 2 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법 제 57 조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 9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 10 조제 1 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제 3 조 (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을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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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편 투자권유 준칙 일반 

 

제 4 조 (투자권유의 원칙)  

회사 및 임직원등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등의 영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제 5 조 (고객 정보 확인)  

임직원등은 별지 제 1 호의 New Client Take-On Form for Institution Clients 에 따라 고객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고객을 High Risk 또는 Low Risk 로 분류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부당권유의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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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는 다음의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별 또는 계약의 종류별로 각각 같은 

종류의 투자권유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신탁계약: 법 제 103 조제 1 항제 1 호의 신탁재산(금전)에 대한 신탁계약, 법 

제 103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5. 고객(법 제 72 조제 1 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으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 7 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고객이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고객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 1 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임직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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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실명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등 적격한 증표·서류에 의하여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 4 조 또는 제 4 조의 2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서 정하는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동법 제 3 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 103 조제 3 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 4-82 조 제 1 항 각호에서 

정하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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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제 3 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준칙  

 

제 12 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법령에서 제 1 호 및 제 2 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 4 편 보칙  

 

제 13 조 (점검)  

회사는 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2009.2.4> (1)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27> (2)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1 차 개정사유) 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내용 반영 
  

부칙<2015.7.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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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 년 7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1 차 개정사유) 일부 조항 삭제 및 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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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 호> New Client Take-On Form for Institution Clients 

 

Schroders Korea Limited 
New Client Take-On Form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official institu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Sales Office 

 

Schroders Korea 

Limited 

Name of legal organization 

 

 

  

 

Address and location of headquarters and offices 

 

 

 

 

 

Business Type 

(corporate, pension, trust, etc.) 
 

CEO’s Name / address / contact information 

 

 

 

Registered Number  

 

 

 

 

Description of Business/Client Base  

 

 

 

Name of directors (or equivalent)  

 

 

Names of principal beneficial owners (over 25%) 

 

 

Regulated Client 

 checking directly with the FSS website; or  

 obtain evidence of its license or authorization to conduct financial business 

 

Name of Regulator 

 

Regulator’s Company Status 

"Description of the client’s permitted Business" 

 

 

Complete Y/N 

 

 

 

 

 

 

 

Type of Agreement 

 

 

 

Target Date to Start D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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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Verification 

 

Obtain verification of the regulated status of the client: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업자등록증) 

*List of Authorized Signatories (or Corporate Seal Certificate, 

법인인감증명)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optional)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등기부등본) (optional) 

 

Know Your Customer  

 

1. Client Risk Assessment 

□High Risk □Low Risk 

 

※ Examples of low risk customer categories 

- Government, municipal govern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public 

pensions / fund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UN-affiliated international charities 

(e.g. UNICEF), stock-listed or KOSDAQ-listed  companies that are subject to 

regul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ed by & registered at 

FSS  

※ Examples of high risk customer categories 

- High cash transactions by casino operators mortgage lenders, money exchangers, 

etc., on-profit organizations, 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 those included in the 

UN/FSS/OFAC sanction list, non-resident customers, etc.  It is prohibited to conduct 

business with individual /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connected with an individual 

on a sanctions list. 

 

2. Local Enhanced Due Diligence (“EDD”) procedures 

  
*
If the name matches to the World Check list, or for any high risk relationships 

including the examples above, and unregulated firms (nominees/omnibus 

accounts) or those based in countries not listed in the Group Policy, it requires 

additional check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EDD procedures as below:. 

 

Obtain appropriate evidence (or description) on: 

 Business nature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 Business scale (대기업, 중소기업 등 여부) 

- Listing information (상장여부_거래소, 코스닥 등 여부) 

- Date of establishment (사업체 설립일) 

- Website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주소)    

 Source of funds used for transaction (거래자금의 원천) 

 Purpose of transactions (거래의 목적) 

 Company profile information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예상 거래횟수, 

금액 등 – World Check 상 company profile 로 대체 가능) 

 

Complete the PEP Sign-Off form (Appendix 4). 

 

3. AML Due Diligence on financial institutions depending on the regulated status  

 

 When it is a FSS regulated financial company:  

- AML due diligence and documentation will be waivered if it is a FSS 

regulated financial company.  

- Obtain verification of the regulated statu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by 

checking with the financial company list presented in the FSS website.  

 

Complete 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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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t is not a FSS regulated financial company: 

- Conduct AML due diligence to ensure the financial institution  has implemente

d money laundering policy in place and establishe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

n accordance with the KoFIU regulation (please see the attachment 3).    

- Obtain AML documents - Money laundering policy, AML reporting system an

d procedures, etc.    

 

4. Other Information 

 

Main Contacts: 

Bank Details of the client 

for Subscription/Redemption/Fee payment 

Sanctions List 

 

Check the Agent’s name to: 

* The names of legal organization and CEO shall be screened via World-Check under 

part -match mode and the result thereof shall be printed out for record keeping. 

www.world-check.com 

 

 

Note –In the event of the name matches against the sanctions list or High Risk 

category, the matter should be escalated to the MLRO for further guidance and PEP 

Sign-off Form (Attachment 4) should be completed  

Complete Y/N 

 

 

 

 

SIGN OFF 

 

The authorization of the Agent has been validated and this information will continue to be recorded under 

procedures maintained by Schroders Korea Limited.  

 

Department   Date  

Head of Marketing & Sales  

 

 

 

 

 
 

*
 In the event of the name matches against the sanctions list or High Risk category, the matter should be 

escalated to the MLRO for further guidance.  

 

MLRO Date  

 

 

 

 

 
 

http://www.world-che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