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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0일 기준

(371460)

기본정보

최초설정일 2020년 12월 3일

기초자산 해외주식

순자산총액 988,300백만원

1주당순자산(NAV) 14,348.14원

총보수율(TER) 연 0.49 %

분배금기준일 1,4,7,10,12월 마지막 영업일

집합투자업자(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탁업자(자산보관) 한국씨티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미래에셋펀드서비스

AP/LP 홈페이지(www.tigeretf.com) 참조

거래정보

상장거래소 KRX 유가증권시장

상장코드 371460

블룸버그 티커 (펀드) 371460 KS

블룸버그 티커 (기초지수) -

결제일 T+2

설정단위(CU) 40,000주

거래단위 1주

일거래량(최근3개월 일평균) 2,082,920주

일거래대금(최근3개월 일평균) 26,122백만원

종목명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운용성과 (%)

구분 1M 3M 6M 1Y 3Y YTD 설정이후 변동성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 12.59 36.12 30.18 - - 30.18 43.48 32.26

Solactive China Electric V 12.81 36.64 26.00 - - 26.00 49.26 32.56

* 위의 수익률 정보 및 아래 그래프는 운용기간 중 발생한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하였음.

변동성 : 최근 1년간 일간수익률 기준 표준편차 연환산 (운용기간 1년 이내인 경우 전체 운용일수 기준)

누적성과 그래프 (배당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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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Index

투자 포인트

1. 중국 내 다수 EV 브랜드 탄생 전망

2. 유럽 EV 시장 경기 회복, 중국 EV 산업의 성장 모멘텀

3. 경기부양을 위한 전기차 중심의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

기초지수

중국이나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전기차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로 완성차 및 관련 부품 뿐만 아니라

배터리 및 화학 기업까지 포함. 중국, 홍콩,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및 관련 Supply Chain 기업들을 총 20종목까지

분배현황 (최근 2년)

분배금지급일 주당분배율(%) 주당분배금(원)

- - 0

업종비중

No. 업종 비중(%)

1 산업 31.44

2 소재 23.51

3 etc. 16.72

4 임의소비재 7.88

5 정보 기술 6.59

상위 10종목

No. 종목명 업종 비중(%)

1 Global X China Electr etc. 8.85

2 Global X China Electr etc. 7.87

3 Contemporary Ampe 산업 7.59

4 Wuxi Lead Intelligent정보 기술 6.59

5 Eve Energy Co Ltd 산업 6.42

6 Shenzhen Inovance T산업 6.26

7 Ganfeng Lithium Co 소재 5.83

8 BYD Co Ltd 임의소비재 5.53

9 Sunwoda Electronic 산업 4.79

10 Guangzhou Tinci Mat 소재 3.98

* 포트폴리오 정보는 PDF 구성내역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보유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업종비중은 GICS 대분류 기준입니다.

※ ETF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를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