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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note that the below is an English translation of a letter that Dalton Investments LLC drafted 

in Korean (attached hereby), provided as a courtesy.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and the Korean language version, the meaning of the Korean 

language version shall prevail. 

 

PROPOSALS TO KOREA 

 

“Normalize Stock Market and Public Equity Fund Industry”  

 

December 3, 2019 

 

To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Government support, private funds in Korea have grown dramatically over the past 

few years and recently have become the center of controversy.   Although there is a place for 

private funds, the Korean capital market should return to the basics, “normalize” the listed stock 

market and promote public equity funds at least to the same degree as private funds. By doing so, 

we submit that many positive effects will follow, including asset appreciation and better retirement 

preparation for individuals in Korea, in addition to boosting domestic demand through the “wealth 

effect,” and assist in providing a more effective way for Korean companies to raise, invest and 

return capital. 

 

  Dalton Investments LLC (“Dalton”) is a long-term value investment company with assets 

under management of approximately 3.5 trillion KRW.  In February 2019, Dalton presented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Korean public, 

along with several well-known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ment managers, a proposal 

entitled “Improving the Economy by Addressing the Korea Discount.” The aggregate assets under 

management by all participants were approximately 50 trillion KRW. Since then, we have received 

extremely positive responses from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market participants.  

 

  In our view, Korea’s capital market is unique.  Firstly, in Korea, the total size of all fund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private or public, is extremely small compared to Korea’s economic 

size.  Funds in Korea are estimated to account for only 33% of Korea’s GDP; globally, however, 

funds account for approximately 66% of the global GDP; in the United States, the total size of all 

funds is approximately 150% of the U.S. GDP.1   

 

  Secondly, in Korea, private funds have a much larger net asset base than public funds.  

Recently in Korea, private funds have been controversial, including scandals surrounding the sales 

                                                           
1 Sourc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World Bank;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 2019 Fact Book; McKinsey 

& Company – McKinsey Global Private Markets Review 2019; Preqin – Hedge Funds in the US;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 Private Fund Statistics 4Q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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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erivative-linked securities (DLS) private funds, suspension of redemptions for certain large 

private funds, and potential private fund investments by senior government officials. Due to the 

rapid growth of private funds, the net assets of private funds are approximately 65%, or 150 trillion 

KRW, larger than those of the public funds.2 It is extremely unusual that high-risk/high-return 

private funds targeting qualified investors have a much larger size than public funds designed for 

the general public. Globally, private funds have a size of merely 20% of public funds; even in the 

United States where alternative investments are common, private funds are estimated to have a 

size of approximately 40% of the public funds.3   

 

  Thirdly, in Korea, the size of public equity funds, which should be the basis of the capital 

market, is extremely small. Equity funds in Korea, in total, constitute only approximately 3% of 

Korea’s GDP.4  In the global market, public equity funds constitute approximately 25% of the 

global GDP; in the United States, public equity funds constitute almost 60% of the U.S. GDP.5 

The total assets of the publicly-offered equity funds in Korea were approximately 130 trillion 

KRW in 2008; in 2019, they are only approximately 60 trillion KRW.6 

 

Listed stocks and public equity funds also should play a primary role for the general 

public’s investment plans, while private funds should play only a supplemental role. In Korea, 

however, the complete opposite is taking place. Evidently, capital in Korea is not finding good 

investment opportunities, with idle investable capital in Korea reaching approximately 1,100 

trillion KRW.7  The figures above indicate that global investors also believe that the Korean listed 

stock market and the public equity funds market are abnormal.     

 

  Why then are Korea’s listed equity market and public equity funds so “abnormal”? The 

“Korea Discount” is the primary reason, where public companies in Korea often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ir controlling shareholders, infringe upon the interests of non-controlling 

shareholders, make ineffective investments, and provide extremely low returns to shareholder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excessive regulation, as demonstrated by low dividend payout and the 

chronic undervaluation of bank stocks, is another major reason. The Korea Discount does not exist 

in other asset classes, such as real estate and unlisted equities; it is evident only in listed equities. 

The Korea Discount has been worsening, resulting in the Korean stock market being one of the 

world’s worst performers over the past eight years. The continued poor performance has 

strengthened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Korean stock market, leading the Korean stock market 

                                                           
2 Sourc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3 Source: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 2019 Fact Book; McKinsey & Company – McKinsey Global Private Markets Review 

2019; Preqin – Hedge Funds in the US;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 Private Fund Statistics 4Q 2018. 

4 Sourc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5 Sourc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 2019 Fact Book. 

6 Sourc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7 Sourc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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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a vicious, self-fulfilling cycle. As a result, domestic ownership in Korea’s major companies 

appears to be decreasing, while foreign ownership seems to be increasing. Moreover, as such 

declines are prolonged, short-term, speculative investing, as witnessed through the recent bio 

bubble collapse, rather than healthy long-term investing, has been prevalent.  

 

  It appears that the private funds market has been active primaril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have been focusing much more on supplying “adventurous” capital 

to SMEs, rather than focusing on stable asset growth for the majority of its citizens.  

 

 Although the listed equity market has not been active, creating a large gap in the Korean 

economy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000 trillion KRW8), we expect that normalization could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general public’s assets and the national economy.  Currently, 

Korea’s listed stock is one of the most undervalued asset classes in the world, even though Korea 

has many globally-competitive companies. If idle capital and private retirement pensions, which 

are earning very low returns, are invested in the stock market, the Korean public will be able to 

expand its ownership in high-quality companies at low prices and share the fruits of share price 

normalization and growth of these companies. 

 
 

 Adventurous capital support for SMEs should continue.  Adventurous capital, however, 

should not be the main asset growth tool for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the normalization of 

the listed equity market should help (i) SMEs raise capital for investments and acquisitions and 

(ii) return capital to SME investors.  

 

 To promote the listed equity markets and public equity funds,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ust demonstrate their strong willingness to normalize the Korean stock 

market and fully explain the rationale so that the market can build up trust in the Korean public 

stock market. As part of the commitment, we respectfully request that our presentation circulated 

earlier this year, entitled “Improving the Economy by Addressing the Korea Discount,” be 

carefully reviewed. 

 

 In addition, we respectfully request that the National Assembly review the Commercial 

Code to consider whether the Code needs to impose on a company’s board of directors an 

obligation to monitor “proportional interests.”  This simple amendment could prevent much of the 

current infringement of the non-controlling shareholders’ interest.9   

  

 The Government also should encourage more investors to actively implement the Korean 

Stewardship Code, adopting detailed policies that would allow companies to increase their return 

                                                           
8 Source: “Improving the Economy by Addressing the Korea Discount” (www.improvekorea.com). 

9 Source: MTN Korea Discount  

(https://www.youtube.com/watch?v=I_r7oO18Lo0&t=477s&fbclid=IwAR18xkfKSEoEW05R93gvOh6d9Y5Ep_qoH-

d0ddRTBtkaXqviM_gbn7bRxrM). 

http://www.improvekorea.com/
http://www.improvekorea.com/
https://www.youtube.com/watch?v=I_r7oO18Lo0&t=477s&fbclid=IwAR18xkfKSEoEW05R93gvOh6d9Y5Ep_qoH-d0ddRTBtkaXqviM_gbn7bRxrM
https://www.youtube.com/watch?v=I_r7oO18Lo0&t=477s&fbclid=IwAR18xkfKSEoEW05R93gvOh6d9Y5Ep_qoH-d0ddRTBtkaXqviM_gbn7bRxrM
https://www.youtube.com/watch?v=I_r7oO18Lo0&t=477s&fbclid=IwAR18xkfKSEoEW05R93gvOh6d9Y5Ep_qoH-d0ddRTBtkaXqviM_gbn7bRxrM
https://www.youtube.com/watch?v=I_r7oO18Lo0&t=477s&fbclid=IwAR18xkfKSEoEW05R93gvOh6d9Y5Ep_qoH-d0ddRTBtkaXqviM_gbn7bRx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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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quity.  We make this proposal because presently the return on equity is more important to 

Korea than sales or profits. The Korean economy is now at a mature stage, and capital is being 

accumulated through return on existing investments while attractive new investment opportunities 

are limit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maximize the return on 

investment by effectively allocating capital, rather than losing accumulated capital through poor 

investments. Indiscriminately encouraging investments is not the best way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e recent controversies surrounding private funds do not appear to be the only issue.  

The malfunctioning of the listed equity market in Korea and the dormant public equity funds 

market also need to be addressed.  It is worth thinking about why Korean investors recently have 

been aggressively expanding their investments in relatively overvalued foreign equities, while 

avoiding undervalued domestic equities and private funds.  If the current situation persists, even 

more problems will emerge. 

 

Normalization of the listed equity market can contribute greatly to improving the Korean 

economy. We sincerely hope tha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mplement active 

steps to address the issues raised in this letter. We are ever ready to provide whatever assistance 

needed in any way, shape or form.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Respectfully Submitted, 

 

 

 
      

James Lim 

Senior Analyst 

Dalton Investment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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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contained in this letter have been compiled based o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which has not been separately verified by Dalton Investments LLC) and 

does not: 

 

(i)  purport to be complete or comprehensive; 

(ii)  constitute an agreement, offer, a solicitation of an offer, or any advice or 

recommendation to enter into or conclude any transaction or take or refrain from taking 

any other course of action (whether on the terms shown herein or otherwise); or 

(iii) constitute proxy solicitation or any other similar form of activity, or any advice or 

recommendation to take or refrain from taking any action or do or refrain from doing 

any act which would otherwise constitute proxy solicitation or any other similar form of 

activity. 

 

The market data contained in or utilized for the purposes of preparing this letter is (unless otherwise 

specified) as of the date of the letter.  Changes may have occurred or may occur with respect to 

such market data and we are not under any obligation to provide any updated or additional 

information or to correct any inaccuracies in this letter. 

 

The information herein contains “forward-looking statements.” Specific forward-looking 

statements can be identified by the fact that they do not relate strictly to historical or current facts 

and include, without limitation, words such as “may,” “will,” “expects,” “believes,” “anticipates,” 

“plans,” “estimates,” “projects,” “targets,” “forecasts,” “seeks,” “could” or the negative of such 

terms or other variations on such terms or comparable terminology. Similarly, statements that 

describe objectives, plans or goals are forward-looking.  Any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based 

on current intent, belief, expectations, estimates and projections. These statements are not 

guarantees of future performance and involve risks, uncertainties, assumptions and other factors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and that could cause actual results to differ materially.  Accordingly, 

you should not rely upon forward-looking statements as a prediction of actual results and actual 

results may vary materially from what is expressed in or indicated by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Many of the statements in this letter are our beliefs, which are based on its own analysis of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Any representation, statement or opinion expressed or implied in this letter 

is provided in good faith but only on the basis that no reliance will be placed on any of the contents 

herein. You should obtain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and conduct your own independent 

evaluation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in. We expressly disclaim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ny loss howsoever arising from any use of or reliance on this letter or its contents as 

a whole or in part by any person, or otherwise howsoever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is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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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드리는 제안 

상장 주식시장 및 주식형 공모펀드 정상화 

 

2019 년 12 월 3 일  

 

수신: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논란입니다. 사모펀드는 그동안 정부의 지지를 받아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상장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주식형 공모펀드의 활성화가 최소한 사모펀드 활성화만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효과적인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 부의 효과를 통한 경기 진작, 

대한민국 기업들의 보다 효과적인 자본 조달, 투자 및 환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Dalton Investments 는 미국에 소재한 약 3.5 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장기 가치투자 

회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2 월, 여러 명망 있는 국내외 장기 가치투자 기관들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 국회, 국민연금 및 국민들께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 제안에 함께했던 투자기관들의 총운용자산은 약 50 조원에 이릅니다. 제안 

이후, 저희는 다양한 국내외 시장참여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매우 특이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공/사모 구분없이 

전체 펀드 규모가 경제수준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펀드 규모는 대한민국 GDP 의 약 

33%에 불과한데 글로벌 전체 펀드 규모는 글로벌 GDP 의 약 66%이고 미국 전체 펀드 규모는 미국 

GDP 의 약 1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1 

 

둘째, 대한민국에서는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의 순자산규모가 훨씬 큽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DLS (파생결합증권,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대형 

사모펀드 환매중단, 고위공직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의혹 등 사모펀드가 논란인데, 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순자산규모가 공모펀드보다 약 65%, 또는 150 조원 

                                                           
1  출처: 금융투자협회; World Bank;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 2019 Fact Book; McKinsey & Company – 

McKinsey Global Private Markets Review 2019; Preqin – Hedge Funds in the US;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 Private 

Fund Statistics 4Q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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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습니다. 2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고수익 성격의 사모펀드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큰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의 약 20% 수준 규모에 불과하고, 대체투자가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의 약 40% 수준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3  

 

셋째, 대한민국에서는 자본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주식형 공모펀드의 규모가 

극단적으로 작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형 공모펀드 규모는 대한민국 GDP 의 약 3%에 불과합니다.4 

글로벌 시장의 경우, 주식형 공모펀드 규모는 글로벌 GDP 의 약 25%이고 미국은 주식형 공모펀드 

규모가 미국 GDP 의 약 60%에 달합니다. 5  대한민국 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2008 년 약 

130 조원이었지만 10 년간 지속 줄어 2019 년 현재 약 60 조원에 불과합니다.6 

 

대다수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상장 주식 및 주식형 공모펀드가 기본자산 중 하나가 

되고,사모펀드는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텐데 대한민국은 현재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이 투자처를 못 찾아 시중 부동자금이 약 1,100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7 

글로벌 투자자들도 위 지표들을 볼 때 대한민국 상장 주식 및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상장 주식 및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은 비정상적일까요? 저희는 

대한민국 상장 기업들이 종종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비지배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며, 매우 비효과적인 투자와 낮은 주주환원으로 발생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주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은행 상장 주식의 낮은 배당 성향과 만성 저평가에서 볼 수 있듯 

감독당국의 과도한 규제도 큰 이유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다른 

자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유독 상장 주식에서만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리아 

                                                           
2  출처: 금융투자협회  

3  출처: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 2019 Fact Book; McKinsey & Company – McKinsey Global Private Markets 

Review 2019; Preqin – Hedge Funds in the US;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 Private Fund Statistics 4Q 2018 

4  출처: 금융투자협회  

5  출처: 금융투자협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 2019 Fact Book 

6  출처: 금융투자협회  

7  출처: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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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카운트”는 심화되기만 하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지난 8 년간 성과는 전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저조한 성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심각한 악순환 및 자기 충족적 예언에 빠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주요 기업들에 대한 내국인 지분은 낮아지고 외국인 지분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건전한 장기투자보다는 최근의 바이오 

버블사태와 같이 단기 투기성 투자가 만연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 정부 및 정책 당국은 자본시장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증식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만 훨씬 더 초점을 맞추었기에, 

유독 사모펀드만이 활성화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상장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대한민국 경제에 큰 공백 (약 1 천조원 추정8)이었지만, 

이것이 정상화된다면 그만큼  국민자산 및 국가경제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장 주식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많이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중 부동자금과 미미한 수익률만 거두고 있는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본이 주식시장에 유입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낮은 가격으로 

우량기업들에 대한 지분율을 확대하여, 향후 이 우량기업들의 주가 정상화 및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험자본 공급이 일반 

국민들의 주력 자산증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시장 활성화는 결국 

중소기업들의 투자 및 인수합병을 위한 자본조달과 모험자본 투자자들의 투자회수를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상장 주식시장 및 주식형 공모펀드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 상장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가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그 배경을 충실히 설명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저희가 보내드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선별해서 채택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8  대한민국에 드리는 제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 (www.impr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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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에 “주주비례적 이익 포함” 여부도 검토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 간단한 법률 개정만으로도 비지배주주에 대한 이익 침해가 상당부분 방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9  

 

그리고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매출이나 이익이 아닌 

자기자본이익률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성숙기에 접어들어 기존 

투자에 대한 회수로 자본은 쌓여가는데 좋은 투자 기회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쌓아온 자본을 잘못된 투자로 상실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투자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무작정 투자를 유도하고 촉구하는 것만이 경제 성장을 위한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이슈들은 단순히 사모펀드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대한민국 상장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주식형 공모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한 기형적인 면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계속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대한민국 주식형 공모펀드, 사모펀드는 피하고 고평가된 해외주식 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것도 눈여겨 봐야할 것입니다.  

 

 상장 주식시장 정상화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MTN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해법 1-3 부 

https://www.youtube.com/watch?v=I_r7oO18Lo0&t=477s&fbclid=IwAR18xkfKSEoEW05R93gvOh6d9Y5Ep_qoH-

d0ddRTBtkaXqviM_gbn7bRxrM 

https://www.youtube.com/watch?v=I_r7oO18Lo0&t=477s&fbclid=IwAR18xkfKSEoEW05R93gvOh6d9Y5Ep_qoH-d0ddRTBtkaXqviM_gbn7bRxrM
https://www.youtube.com/watch?v=I_r7oO18Lo0&t=477s&fbclid=IwAR18xkfKSEoEW05R93gvOh6d9Y5Ep_qoH-d0ddRTBtkaXqviM_gbn7bRx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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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서신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Dalton Investments가 별도로 검증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i) 완전하거나 포괄적인 정보라는 취지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ii) (본 서신에 포함된 내용 및 조건에 명시된 바에 의하거나 달리 나타난 바와 

관계없이) 계약, 제안, 제안의 권유, 또는 어떠한 거래를 체결하거나 완결하도록 

하거나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것을 권장하는 조언이나 제안에 

해당하지 않으며;  

(iii) 의결권대리행사권유나 다른 유사한 행위 또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조언 및 제안이나 의결권대리행사권유나 다른 유사한 행위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서신에 포함되거나 활용된 시장데이터는 (구제적으로 특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8 년 12 월 31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시장 데이터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장차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본 서신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나 추가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을 수정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서신에 포함된 정보는 “미래 예측적 진술”을 포함합니다. 미래 예측적 진술은 

“~일 수 있다”, “~할 것이다”, “예상된다”, “믿는다”, “예측된다”, “계획한다”, 

“잠정한다”, “기대한다”, “목적으로 한다”, “예보한다”, “모색한다”, “~할 수 

있다” 등의 단어 또는 이의 부정형 및 변형된 형태나 유사한 용어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고, 역사적 또는 현재의 사실에 엄격하게 연관되지 않은 사실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적, 계획 또는 목표를 설명하는 진술도 미래 예측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모든 

미래 예측적 진술은 현재 의도, 믿은, 예상, 예측 및 예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위험, 불확실성, 가정 및 예측하기 어렵고 중대하며 

실질적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 예측적 

진술에 의존하여 실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아니되며, 실제 결과는 미래 예측적 진술에 포함된 

실제 표현이나 함의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서신에 포함된 많은 진술은 당사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본 서신에 내포된 모든 표현, 진술 또는 의견은 해당 내용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선의로 제공된 것입니다.  이곳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독자는 별도의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개별적인 평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서신 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책임, 및 본 서신과 

연관하여 발생하는 그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당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영문본과 국문본 사이에 불일치 사항이 

있는 경우 국문본의 의미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