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원칙 성명서
2011 년 9 월

연차 프로그램 기금(APF: Annual Programs Fund)
연차 프로그램 기금(APF) 운영 및 투자의 일차적인 목적은 투자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재단의 행정관리비 및 기금 개발비를 확보하는데 있다.
또한, 운영준비금에 기금을 배당하고,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경비를 위한 현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시 현금화하는 것도 목적에 포함된다.
로타리재단은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단기적일 필요는 없지만)
다년간에 걸친 투자 수익이 투자 벤치 마크를 넘어설 수 있도록 APF 를 운영한다.
APF 투자 배당에 있어서도 재단은 매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
로타리재단은 시장타이밍(market timing)을 믿지 않는다; 대신, 재단은 자산 배당
비율 조정이나 자본 확보 조치, 그리고 투자 시장의 급격한 변화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투자 실적을 높이거나 손해의
위험성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벤치 마크 지표에 초점을 두는 한편, 투자
방법에 있어 유연성을 지닌 펀드매니저를 추구한다. 로타리재단은 재단 사명
완수의 수단으로 투자를 하지만, 투자 과정에 있어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또는
환경적인 제약을 두지 않는다. 대신, 재단은 로타리안들의 기부금을 신중하게
투자함으로써, 기금이 재단 사명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구기금(PF: Permanent Fund)
영구기금(APF) 운영 및 투자의 일차 목적은 실질 구매력의 영속성 확보에 있다.
그리고, 제 2 차 목표는 영구기금의 투자 수익이 현재 및 미래 세대들에게 동등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오늘과 미래의 필요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로타리재단은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단기적일 필요는 없지만)
다년간에 걸친 투자 수익이 투자 벤치 마크를 넘어설 수 있도록 PF 를 운영한다.
PF 의 실질적인 가치를 (인플레이션 비율을 넘어) 계속 증식시키려는 것이므로,
재단은 인플레이션 및 지출 비율 조정을 포함해 PF 투자 실적을 계속 추적한다. PF
투자 배당에 있어서도 재단은 매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 로타리재단은
시장타이밍(market timing)을 믿지 않는다; 대신, 재단은 자산 배당 비율 조정이나
자본 확보 조치, 그리고 투자 시장의 급격한 변화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투자 실적을 높이거나 손해의 위험성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벤치 마크 지표에 초점을 두는 한편, 투자 방법에 있어
유연성을 지닌 펀드매니저를 추구한다. 로타리재단은 재단 사명 완수의 수단으로
투자를 하지만, 투자 과정에 있어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또는 환경적인 제약을
두지 않는다. 대신, 재단은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의 투자

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로타리안들의 기부금을 투자함으로써, PF 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가시켜 재단 프로그램들을 영원히 후원할 수 있는 투자 수익을
창출하게 한다.
폴리오플러스 기금
폴리오플러스 기금 운영 및 투자의 일차 목적은 원금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
한편 원금 보존을 위한 일정 수준의 수익 확보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단은 폴리오플러스 기금을 100% 원금 손실의 위험이 가장 낮은 단기 고정
수입 보장 증권에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