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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 

(사물인터넷 & 디지털 인프라) 
 

 
연결성이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장치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연결되면서 Connectivity 테마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oT 센서 및 연결된 장치들은 마이크로칩이 계속해서 

소형화되고 5G 네트워크의 속도 및 성능 면에서 강력한 순풍을 받으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활용하기 

수월한 듯 보이지만, 타워 및 데이터 센터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Connectivity 메가 테마가 지닌 성장 잠재력의 바탕에는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투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요 요점 

 

•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은 제조 및 공급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인더스트리 4.0)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IIoT는 2024년까지 전체 IoT 연결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1
 

• 연결성이 증대되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미국의 무선통신 

산업은 인프라 강화에 1,40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20년에만 

41만 7,000개가 넘는 신규 셀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2
 

• Connectivity 테마는 그 명칭에 걸맞게 수많은 테마를 연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혁신 기반과 물리적 인프라 기반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당사는 Connectivity 테마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특히 역동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디지털 인프라가 

강력한 힘을 지닌 이유

컴퓨팅 성능이 약 4년마다 10배 향상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토스터기 같은 

기본적인 제품에서도 디지털 업그레이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9 

단기적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는 칩과 기타 전자 부품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2021년 반도체 생산자물가지수가 54.1에서 55.3으로 

상승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0 제조가 수요를 따라잡으면 컴퓨트 유닛 

당 비용이 감소하는 장기적 추세가 재개되고 IoT 채택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용 IoT는 제조 부문에서 역동적인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공급망 문제를 살펴보면, 현재의 생산 패러다임이 시스템 

전체 차원의 압박에 대처할 준비가 충분히 돼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기존의 선형적 제조 공급망을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기술을 제조 시설에 도입하면, 제품을 생산 및 인도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센서 기술 및 적응 제어 시스템을 생산 라인에 추가하면, 실시간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actionable insight)로 바꿔 제조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시 제조 방식과 비교할 때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장점은 예측 정비로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 다운타임은 꼭 필요한 

유지보수일 경우에도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IIoT 기반 공장들은 

기계의 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경고 징후에 반응하며 투입물(input) 및 

완제품 수준을 교차 점검함으로써 최적의 정비 일정으로 다운타임을 줄이고 

처리량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재고 및 자산 추적에 IoT를 활용하면 효율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습니다. 

GPS 기술을 통해 복잡한 물류를 모니터링하고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는 원자재 수송품의 공장 도착 시점, 또는 완제품의 물류 센터 

도착 시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재고 보충 

시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거나,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장비 및 물품의 위치를 알아내고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cKinsey 데이터에 따르면, 

연결된 장치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연결된 장치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기술 대기업 Cisco는 IoT 

장치들이 2019년 500제타바이트(1ZB=1조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산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장치가 많아지면서  

이 수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3 

일반적인 미국 가정에서 연결된 장치 수는 

2021년 25개로, 2020년 말 11개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4,5
 미국에서 온라인상 연결된 장치 

수는 2021년 말 총 4억 6890만 개로, 여기에는 

스마트워치, 의료용 센서 등 데이터 전용(data-

only) 장치 1억 9040만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전용으로 IoT에 초점을 맞춘 연결 사례는 

2013년 이래 272% 증가했습니다.6 전 세계적으로, 연결성을 촉진하는 칩셋 및 무선통신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연결된 IoT 장치 수는 2020년 113억 개에서 2025년까지 271억 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7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센서 및 통신 칩이 일상적인 장치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Microsoft 데이터에 따르면, IoT 센서의 평균 가격은 2004년 1.30달러에서 2018년 0.44달러로 

낮아졌습니다.8
 이러한 추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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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IoT 연결 장치 

출처: 2021년 9월 기준 IoT Analytics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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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IoT 장치 수는 2020년  

113억 개에서 

2025년까지 271억 개로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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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던 비율이 96%였던 반면,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단 19%에 그쳤습니다.11
 

타워와 데이터 센터들은 혁신과 부동산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어마어마한 처리 능력과 최종 사용자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네트워크는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타워와 데이터 센터들이 성장 지향적 기술 투자 요소와 수익 지향적 부동산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맞춤형 서버 인프라를 위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정기적인 수수료를 지급 받는 대가로 냉각, 

전력 관리, 보안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는 빅테크 기업, 

정부 기관, 금융 서비스 기업,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등 다양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전 세계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 및 확장 프로젝트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는 총  

 

미국의 연간 무선 데이터 트래픽 
출처: 2021년 7월 27일 기준 CTIA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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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는 

더 많은 스펙트럼을 제공함으로써 타워에 활성 연결이 즉시 이뤄지는 장치 

수를 늘리고 각 장치에 추가 대역폭을 할당합니다. 또한 5G는 대형 셀 

안테나에 비해 범위가 훨씬 짧은 소형 셀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소형 셀 안테나가 만드는 중첩 커버리지 영역이 무선 커버리지의 밀도를 

높여주면서, 연결이 향상되고 타워 하나하나가 받는 압력이 완화됩니다. 

커버리지는 보다 확립된 4G 네트워크에 비해 여전히 고르지 못한 상황이지만, 

2021년 말이면 미국 내 신규 스마트폰 매출의 20%가 5G 칩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되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19
 

무선 네트워크 제공업체들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산업협회 CTIA의 데이터에 따르면, 무선통신 산업은 

2020년 인프라 프로젝트에 30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설비 투자를 3년 

연속 확대하고 지난 5년을 통틀어 연간 최대 투자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무선통신 산업은 인프라에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10년 동안 

108배 증가했으며, 이는 

데이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훨씬 

더 큰 타워 용량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7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12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므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 등 

첨단 IoT 기반 장치를 널리 도입하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 기술이 제공하는 

크게 향상된 대역폭, 대기 시간, 속도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프라는 추가적인 부하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셀 타워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2만 8,000개의 대형 셀 타워가 있지만 각 타워는 범위와 

용량 측면에서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휴대폰은 최대 5~7마일(약 

8~11km) 떨어진 타워에 도달할 수 있는데, 하나의 LTE(Long Term 

Evolution) 셀이 감당할 수 있는 활성 장치 연결은 5MHz 스펙트럼 당 약 

200건으로 그 후에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13,14
 IoT가 확산되면 

충분한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타워 및 무선 스펙트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활성 사용자 수가 63억 7,0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타워에 대한 수요는 견실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15
 그러나 

건설 및 허가 관련 어려움으로 인해 확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타워들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형 셀 타워 

공급업체들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타워 용량을 약 8% 증대했습니다.16 

그러나 같은 기간에 스마트폰 당 모바일 데이터는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7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10년 동안 108배 증가했으며, 이는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훨씬 더 큰 타워 용량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18
 

5G 용량 제약에 대한 해결책은 지속적인 투자에 있습니다. 

C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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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기반 장치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면서, 

정보를 적시에 전송하는 것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5G 네트워크는 

총 1,4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0년 41만 7,000개 이상의 신규 셀 

사이트가 구축되었는데, 이는 2016년에 비해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규제 

완화에 힘입어 지난 7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셀 사이트가 지난 2년 동안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자에 더해 같은 기간 무선 스펙트럼 경매에 약 2,000억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습니다.20
 스펙트럼은 무선 신호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전파 

주파수로, 무선 통신의 핵심 요소입니다. 경매 낙찰자에게는 보다 넓은 

전자기 스펙트럼에서의 송신이 허가되는데, 이를 통해 5G 기술 출시를 

촉진하고 최종 사용자 연결성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Connectivity 테마의 리스크 

반도체 부족 사태는 IoT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G 확장 계획에 따른 수요 등 급증하는 수요로 인해 파운드리 기업들은 

고이윤 생산, 그중에서도 주로 최신식, 최첨단 칩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보다 낮은 수준(lower-tier)의 칩 생산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타입(commodity-type)의 칩은 대체로 

가장 빠른 네트워크나 처리 속도가 요구되지 않는 소비자 중심의 IoT 

장치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년 공급 부족 사태로 약 2,000만 

개의 셀룰러 칩셋이 인도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제조사의 80%가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21,22
 그 결과, 가격이 인상되고 일부 연결 장치들의 가용성이 

낮아지면서 단기적으로 소비재 매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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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성장률(CAGR) 

49.8%로 805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23 

전 세계 5G 인프라 

시장은 26억 

4,000만 달러로 

평가되었음.23 

연평균 

성장률(CAGR) 

13.69%로 

1,0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24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서비스 시장은 

489억 달러로 

평가되었음.24 

 연평균 성장률(CAGR) 

10.53%로 1조 3,900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25 

 

 
 

디지털 인프라 

5G 

 
 

데이터 센터: 

디지털 미래의 
    기반을 다질 

 
 
 

사물인터넷 
 

 

2020 2026 

기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칩 부족 사태는 5G 출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라우터, 스위치, 

베이스 스테이션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 제공업체들의 경우, 장비 지연으로 인해 배치가 18~24개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6 미국의 대규모 네트워크들이 지닌 

탄탄한 구매 파트너십 및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연은 미국 외 

지역에서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IoT 장치로 인해 네트워크 취약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IoT 장치는 많은 엔드포인트 장치들의 네트워크 통합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 발생 지점(points of failure)이 

많을 수록 네트워크 유지보수도 하나의 큰 과제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놓치거나 장치를 잘못 셋업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Comcast는 

미국 가정들이 한 달에 무려 104회의 사이버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스마트 홈 장치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7 

연결 장치의 전반적으로 낮은 시장 성숙도를 주된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사이버보안 이슈는 제품이 만들어진 이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Google의 Nest, Apple의 HomeKit 등 연결 생태계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결성과 테마들 간 교차 지점 

로봇 공학 &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Robotics & AI 및 Cloud Computing 테마들은 특히 산업적 관점에서 IoT와 

교차합니다. 산업용 IoT는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지만, 주로 센서 기반의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업용 부문의 

미래 성장은 스마트 자동화 공장 구축을 위한 로봇 공학, 클라우드 컴퓨팅, 연결된 

IoT 장치의 통합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인공지능(AI) 프로그램들은 주변 세계에 

대한 실시간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IoT 시스템 및 센서로 수집된 데이터에 

의존할 것입니다. 

AI가 시스템의 두뇌라면, IoT는 디지털 신경계의 역할을 합니다. 자율 시스템의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제조 자동화에서 프라이빗 5G 및 

저전력광역(LPWA)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연결성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Juniper Research는 2024년이면 산업용 부문이 전체 IoT 연결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28
 

시장 기회 시각화 

 2028 2020 2028 2020 

전 세계 IoT 시장은 

7,614억 달러로 

평가되었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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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건강 

연결된 피트니스 추적기는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 중 가장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웰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의료 및 건강 관련 경제 부문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피트니스 추적기 시장은 전년 대비 19.5% 

성장하면서 전체 IoT 부문보다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29 미국 

소비자의 58%는 현재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추적기를 이용해 일일 걸음 수, 

운동, 수면을 측정하고 있습니다.30
 

추가적인 장점은 의료 등급 센서로 생명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임상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 추적과 첨단 심장 모니터링은 두 

가지 핵심 성장 분야로 꼽히는데, 실시간 측정 후 환자 데이터를 환자 관리 팀과 

공유 및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맥락에서의 연결성 

Connectivity 테마는 그 명칭에 걸맞게 혁신적인 기술과 물리적인 인프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당사는 이 테마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특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는 채택 

곡선에서 더 멀리 떨어진 상태로, 초기 다수기업(Early Majority) 단계의 

중심부에 속해 있으며 채택 수준이 높고 계속해서 상승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T의 경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초기 채택기업(Early 

Adopters)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Connectivity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전 

세계적으로 테마 채택이 증가하면서 수혜를 누릴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원 그래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Connectivity 테마 ETF 

상품들에 대한 지역별 익스포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 외 

지역에서 풍부한 혁신이 이뤄지고 있기에, 미국으로만 투자를 제한한다면 

핵심 주체들이 배제되어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사는 투자 기업들(underlying companies)이 원하는 익스포저를 

제공하도록 스크리닝하면서 테마 주식을 타깃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일 사업에 집중하는 기업(pure play)에 초점을 

맞추면 테마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폭넓은 베타 상품 대비 테마가 

제공하는 익스포저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Connectivity 테마 

ETF, S&P 500, MSCI ACWI, 그리고 각 익스포저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S&P 500 섹터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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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채택 
출처: EM Rogers, ‘혁신 확산’, 1962년 & Global X Research, 2021년 

즉, 사물인터넷의 경우 XLK(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디지털 인프라의 경우 

XLRE(Real Estate Select Sector SPDR Fund) 간 

오버랩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가중치별 평균 오버랩은 S&P 500과 비교하면 

8.9%, MSCI ACWI와 비교하면 7.2%, XLK와 

비교하면 11.7%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의 경우 S&P 500과 비교하면 2.1%, 

MSCI ACWI와 비교하면 1.3%로 종합 지수들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났지만, XLRE와 비교하면 

훨씬 더 높은 28.0%로 나타났습니다.31
 종합 

지수들에 대한 낮은 오버랩 수준은 테마 

익스포저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onnectivity 테마가 계속해서 성숙되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소비자 장치들의 성능 및 

공용성(commonality)이 확대되고 

산업적 응용으로 4차 산업혁명이 촉진되는 

가운데, 사물인터넷은 이제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연결성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 예로 이전 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무선 속도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5G 네트워크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트워크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제공업체들이 대비에 나서면서 최근 수년 사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갈수록 연결되어 가는 세상의 엄청난 처리 능력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해줄 신규 및 향상된 셀 타워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Connectivity 테마 성숙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IoT: 테마로 본 지역별 평균 익스포저 
출처: 2021년 12월 31일 기준 Morningstar 데이터 

 
 

1.19   1.11 
1.23 

디지털 인프라: 테마로 본 지역별 평균 익스포저 
출처: 2021년 12월 31일 기준 Morningstar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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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일본 스위스 인도 프랑스 

한국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기타 

미국 중국 호주 

영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싱가포르 멕시코 이탈리아

 

참고: 원 그래프에는 당사의 테마 분류에 따라 가장 큰 규모의 사물인터넷 ETF 네 개, 디지털 인프라 ETF 세 개 모두가 포함됨. 모든 테마 ETF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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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2년 2월 17일 기준 ETF Action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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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포함한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좁은 범위의 투자에는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술 테마 투자는 기술의 급격한 변화, 치열한 경쟁, 제품과 서비스의 급속한 

노후화, 지적재산 보호의 상실, 진화하는 산업 표준 및 빈번한 신제품 생산, 비즈니스 사이클 및 정부 규제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 수익률은 단지 예시 목적이므로 실제 펀드 성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운용 대상이 아니며, 지수에는 보수, 비용 또는 판매 수수료 효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지수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본 자료는 특정 시점의 시장 환경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거나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보는 개인 또는 개인 맞춤형 투자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매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투자 및 세무 상황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재무상담사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