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MSCI와 S&P 다우존스 지수, 2018년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구조 내 전기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한 잠재적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시행 발표
뉴욕, 2017 년 7 월 11 일 - 세계적인 투자의사 결정지원 도구 제공업체인 MSCI Inc.와 금융시장
지수의 대표적인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지수는 2018 년 GICS 구조 내 전기통신 서비스
업종의 잠재적 변경사항에 대해 투자업계 회원들과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검토는 GICS 구조가 계속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
소유자, 자산 운용자 및 투자 리서치 전문가들이 전세계 산업을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잠재적인 변경사항에는 기존의 GICS 업종, 산업그룹 및 하부산업의 명칭
변경과 새로운 산업그룹, 두 개의 산업 및 한 개의 하부산업 신설이 해당됩니다.
이번 협의는 2017년 7월 11일에 시작해서 2017년 9월 29일에 종료됩니다. GICS 구조의
변경사항은 2017년 11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 GICS 구조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제안
본 협의 문서에서 제시하는 주요 제안은 통신서비스 업종의 신설이며, 해당 업종은 현재의
전기통신 서비스 업종, 미디어 산업그룹,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그룹의 일부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협의 문서는 MSCI 의 웹사이트(www.msci.com/gic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 문서는 S&P 다우존스 지수의 웹사이트(http://www.spindices.com/resource-center/indexpolici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C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SCI 웹사이트(www.msci.com) 또는 S&P 다우존스 지수의
웹사이트(www.spdji.com)를 참조하십시오.
협의 방식
올해 협의에 참가하는 방법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설문조사
www.surveymonkey.com/r/SPDJI-GIC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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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MSCI:
아메리카 고객 서비스: 1.888.588.4567 (수신자 부담) 또는 +1.212.804.3901
유럽·중동·아프리카 고객 서비스: +44.20.7618.2222
아시아태평양 고객 서비스: +852.2844.9333

•

피드백과 함께 아래 이메일 주소 중 한 곳으로 연락하기
MSCI: clientservice@msci.com
S&P 다우존스 지수: spgics@spglobal.com 또는 index_services@spglobal.com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GICS 이메일 주소 중 하나 (clientservice@msci.com,
index_services@spglobal.com, spgics@spglobal.com)로 연락하시거나 MSCI 또는 S&P
다우존스 지수 계정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끝—
MSCI 소개
4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MSCI 의 리서치 기반의 지수 및 분석은 세계 유수의 투자자들이 보다
나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포트폴리오의 성과 및
위험 동인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 폭넓은 자산군 담당, 혁신적인 리서치를 위해 MSCI 의 상품에
의존합니다.
MSCI 의 상품과 서비스에는 지수, 분석 모델, 데이터, 부동산 벤치마크 및 ESG 리서치 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P&I 순위에 따르면 MSCI 는 상위 100 대 운용사 중 97 곳의 운용사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www.msci.com 을 방문하십시오.
미디어 문의
MSCI PR

PR@msci.com

MSCI 글로벌 고객 서비스
유럽·중동·아프리카 고객 서비스

+ 44 20 7618.2222

아메리카 고객 서비스

1 888 588 4567 (수신자 부담)

아시아 태평양 고객 서비스

+ 852 2844 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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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다우존스 지수 소개
S&P 다우존스 지수는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필수적인 개념, 데이터, 리서치 부문에서 세계 최대
제공사이며, S&P 500® 지수와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지수와 같은 대표적인 금융시장
지표를 개발한 본산입니다. 전세계 다른 어떤 지수 제공사보다도 많은 자산이 당사의 지수에
기반한 상품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의 지수와 혁신적이고 투명한 솔루션을 제공한
12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S&P 다우존스 지수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측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S&P 다우존스지수는 S&P 글로벌(NYSE: SPGI)의 한 부문으로 개인, 기업, 정부가 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www.spdji.com)를 방문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David Blitzer, S&P 다우존스 지수, 뉴욕 +1.212.438.3907
david.blitzer@spglobal.com
Soogyung Jordan, 커뮤니케이션, S&P 다우존스 지수, 뉴욕 +1.212.438.2297
soogyung.jordan@spglobal.com
S&P 다우존스 지수 지수 서비스
index_services@spglobal.com

고지 및 면책 사항
본 자료는 정보제공의 목적에 한해 MSCI와 S&P 다우존스 지수 LLC 및 그 계열사(이하 “S&P 다우존스
지수”)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본문, 데이터, 그래프, 차트(통칭하여 “정보”)를 제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본 자료에 담긴 모든 정보는 MSCI, S&P 다우존스 지수 또는 해당 계열사의 자산입니다. 정보는
MSCI 및 S&P 다우존스 지수의 사전 서면허가없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제안이나 대안 중 어느 것도 MSCI, S&P 다우존스 지수 또는 S&P 다우존스 지수의
계열사인 Standard & Poor의 금융서비스 LLC(“S&P”)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당사자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고려하거나 채택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정보는 파생적인 문서를 생성하거나 다른 데이터 또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정보는 지수, 데이터베이스, 위험 모델, 분석,
소프트웨어를 생성하거나, 증권, 포트폴리오, 금융상품 또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에 기초를 두고
추적하거나 파생된 투자기구의 발행, 제공, 후원, 운용 또는 마케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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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용자는 정보의 사용 또는 정보 허용에 따른 모든 위험을 감수합니다. MSCI, S&P 다우존스 지수,
S&P 및 각 계열사는 정보(또는 본 정보를 통해 획득한 결과)와 관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진술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본 정보와 관련하여 MSCI, S&P
다우존스 지수, S&P 및 각 계열사는 묵시적인 보증(독창성, 정확성, 시의 적절성, 불침해성, 완전성,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제한 없이 포함)을 분명히 부인합니다.
전술한 내용과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MSCI, S&P 다우존스 지수, S&P
또는 각 계열사는 어떠한 직접, 간접, 특수, 징벌적, 결과적(손실 이익 포함) 또는 그러한 손해 가능성을
통보 받았을지라도 기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정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과거 정보, 데이터 또는 분석을 포함한 정보는 미래의 성과, 분석, 예측 또는 전망을 나타내거나 보증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과거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증권, 금융상품 또는 기타 투자기구에 대한 판매 제안(또는 매수제안 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발행사, 증권, 금융상품 또는 매매 전략에 관해 추천, 지지, 승인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도가 없습니다. 본 정보의 어떠한 내용도 투자조언이나 투자결정에 대한 추천(또는 비추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대해 의존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산업분류표준(GICS)은 MSCI와 S&P가 독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글로벌산업분류표준(GICS)"은
MSCI와 S&P의 서비스 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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