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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GAPS 사무국 

1. 제출 양식 

투자계획서 제출양식이 MS word파일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투자계획서를 hwp나 pdf파일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투자계획서는 반드시 대회 지정양식의 docx 파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 파일형식으로 제출할 경우 제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회 지정 

양식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wp, pdf 인정 안됨) 

투자계획서 저장 시 파일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파일명은 팀이름_투자계획서.docx 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세시삼십분_투자계획서.docx 

투자계획서 작성 시 폰트 규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글자체는 맑은고딕, 폰트사이즈는 10으로 맞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제목은 폰트사이즈 최대12, 볼드체 허용됩니다. 

투자계획서의 최소 작성 분량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최소 작성분량은 Word 4 페이지(쪽)입니다. 

작성해야 할 내용이 많다면 4페이지 이상도 작성을 허용합니다. 

4페이지 기준이 도표와 같은 자료들을 제외한 텍스트 내용만을

의미하나요? 

말씀드린 4페이지는 텍스트와 도표 자료를 모두 포함한 분량입니다. 

불필요하게 도표나 그래프 사이즈를 늘려 작성분량을 채우지 않도록 주의

해주세요. 

투자계획서 양식 내용에 구성과 기재할 내용을 지정해 놓았는

데 이 내용을 바꿔도 괜찮나요? 

제시된 항목 내용과 순서는 바꾸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양식의 내

용과 순서를 지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획서에서 내용순서가 1. 투자철학 2. 자산군 전망 3. 상품

별 투자 전략  4. 도표첨부 인데 가령 도표를 1,2,3 내용을 설명

하는데 일반 레포트처럼 1,2,3 내용 중간중간에 첨부해도 되는

지 아니면 무조건 맨 뒤에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표첨부는 1. 투자철학 2. 자산군 전망 3. 상품별 투자 전략 의 해당위치

에 첨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투자계획서 양식의 아래에 도표 사용 예시라고 나와

있는 형식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그래프나 도표를 맞춰서 사용

해야 하나요? 

도표와 그래프 사용 시 사이즈는 해당 내용에 맞게 적절히 크기를 설정하

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사이즈를 늘려 작성분량을 채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투자계획서를 작성할 때 표지를 만들고 계획서 레이아웃을 자

유롭게 꾸밀 수 있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투자계획서 

툴(아무 꾸밈도 없는 기본상태)안 에서만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한 레이아웃 디자인을 꾸밀 수 있다면 이러한 요소도 평가항

목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투자계획서 작성시 표지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된 구성 내용

과 순서만 지켜진다면 추가로 레이아웃 디자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디

자인 요소는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자계획서의 내용만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와이즈리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자료를 출처만 남기

면 사용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와이즈리포트 애널리스트 자료는 출처 표기 후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의 자료 출처를 기입할 때 url도 기입하여야 하나요? 온라인 사이트 내용을 인용시 해당 출처(사이트명)와 url도 기입바랍니다. 

 

 

2. 투자계획서 작성 

투자 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철학이란 투자에 대하여 자신(팀)이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투자를 한다

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투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등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그 관점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의 운용 자산(투자상품) 정보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DB GAPS 홈페이지의 포트폴리오 > 투자상품설명 > 실시간시세 를 클릭

하여 각 ETF의 일별 지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투자전략 수립부분을 작성할 때, KODEX 200, TIGER 코스

닥 150 , STOXX50 , S&P 500 등 하나의 상품당 개별적으로 투

자전략을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에 운용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모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획서 항목 중 자산군별 시장전망에 리스크 관리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자산군이 언급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FAQ게시

판에 현금과 MMF 자산은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쓰여진 글

이 있어 문의합니다. 

FAQ의 답변 내용처럼 리스크 관리수단으로써의 현금과 MMF 운용 전략

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번 자산군별 시장 전망부분에 리스크 관리수단에 대해서도 써

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INVERSE부분은 포함하지 않아

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Inverse 자산군 중 KOSPI는 주식자산에서 전망을 밝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FX(USD)에 대해서는 전망을 작성하셔야 합

니다. 

투자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 자산군별 시장전망과 상품별 

투자전략을 ETF 상품설명으로 대체금지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

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TF 상품설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투자계획서에 설명하지 말라는 의미입니

다. DB GAPS 홈페이지의 포트폴리오 > 투자상품설명 메뉴에서 투자설명

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세부 상품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파일 업로드 

언제까지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5/31(화) 23:59까지 DB GAPS 홈페이지의 포트폴리오 > 투자계획서 관리 

메뉴에 파일을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때 게시판 글 제목에는 뭐라고 작성해야 

하나요? 

글 제목은 ‘팀이름 투자계획서’라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Ex) 제목: 세시삼십분 투자계획서 

투자계획서 업로드 시 첨부파일만 업로드하면 되는 것인지 아

니면 게시판 내용에 내용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시판 본문에는 따로 투자계획서 내용을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한 후 본문 내용에는 간단히 팀명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투자계획서 파일을 해당 게시판 첨부파일에만 올려 놓으면 투

자계획서 제출이 인정되는 건가요? 

단순히 파일 업로드로만 정상 제출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에서 6월 한달간 투자계획서 작성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 작성 여부

를 체크합니다. 지정양식 미적용 및 쪽수 채우기 위한 빈 공간 남발 등의 

불성실한 작성은 cut-off 대상입니다. 

투자계획서 업로드 시 파일을 2개로 나눠 첨부했는데 괜찮을까

요? 추후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파일은 docx 형식의 지정양식 1개로만 올려주세요. 파일이 2개로 확인될 

경우 첫번째(첨부파일1) 파일만 확인합니다. 

HWP파일이나 PDF파일은 서류 검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계획서의 업로드 후 첨부파일을 바꾸고 싶어서 수정버튼을 

눌렀는데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제출 후 첨부파일은 수정

이 불가능한가요? 

한번 제출된 파일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파일 변경 희망 시 사무국으로 

전화 연락을 주시면 수정 방법을 개별 안내드립니다. 

 

투자계획서 파일을 잘못 올렸습니다. 제출 마감시간이 지났는데

수정이 가능할까요? 

업로드 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잘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잘못

된 파일을 제출할 경우 불성실 작성으로 cut-off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투자계획서 수정은 마감일 이후 3일 이내까지만 파일 교체가 가능

함을 안내드립니다. 

개인 컴퓨터 오류로 마감시간이 1분 정도 지났습니다. (6/1 

00:01) 홈페이지 제출이 불가능한데 계획서 제출할 수 있는 다

른 방법이 있을까요? 

마감시간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cut-off되므로 홈페이지 제출이 불가능

합니다. DB GAPS 홈페이지에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만 제출가능하며 사무

국 메일로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cut-off되므

로 반드시 마감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DB GAPS 사무국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사무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 개별 팀을 위한 투자 의견제공 및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 투자상품 및 필요 지식은 팀 스터디를 통하여 학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외 궁금한 사항은 Q&A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