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mia Partners Launches New Report on Asia 
Innovative Technology  

New report discusses Asia megatrends and offers a playbook to 
participate in opportunities from disruptive innovations and 
technology-enabled productivity growth benefitting through 
passage of time   

Premia Partners, a leading Hong Kong-based ETF issuer, today releases its latest new whitepaper 

“Where to find growth: Tailwinds from Asia Megatrends & Playbook to participate in Asia Innovations 

and Technology-enabled Productivity Growth”.  

Contrary to developed markets, Asian ETFs still lack product breadth for secular growth coverage and 

are constrained by mainstream market capitalization-weighted approaches. This creates a void for 

investors seeking to benefit from the region’s structural tailwinds in themes such as smart EV & new 

energy, 5G, AI, cloud computing, biotech & life science, digitalization transformation, IoT, robotic 

automation, eSports and more.  

As investors are increasingly looking to Asia for growth opportunities, finding a relevant approach is 

more important than ever. Furthermore, it is vital to empower investors with use cases of how these 

growth themes fit into their broader portfolio strategies, especially when traditional asset allocation 

models often cannot sufficiently address such disruptive trends. This report aims to empower readers 

with a playbook to position ahead for tomorrow today by addressing: 

• Enormous growth opportunities as megatrends play out in Asia  

• How to break away from the conventional GICS sector mindset and re-think “Innovative 

Technologies” more holistically  

• How the Premia FactSet Asia Innovative Technology Index (AIT) captures growth from a broad 

array of innovative industries that disrupt their respective space 

• Use cases of AIT as a portfolio building block for global investors 

“In the past it might seem only through alternative strategies can investors access opportunities in 

innovative leaders that are transforming Asia,” said Rebecca Chua, Managing Partner of Premia 

Partners, “Now by leveraging the FactSet RBICS taxonomy, we are delighted to offer investors a low-cost 

liquid and transparent tool to participate in these opportunities efficiently” 

For the full year of 2020, the Premia Asia Innovative Technology ETF (3181 HK / 9181 HK) which tracks 

the AIT Index generated a total return of 59.8%, and is among the best performing Asia ETFs globally. 

The ETF charges a total expense ratio of 0.5% p.a., with no performance fee, and zero stamp duties, 

withholding, or capital gains taxes. 

To download the whitepaper, click the link here. 



About Premia Partners 

Founded in Hong Kong in 2016, Premia Partners has emerged as one of the leading independent, pure-

play ETF asset managers in Asia. Dedicated to building and curating best practice ETFs and rule-based 

solutions for Asia, our goal is to contribute to a better ETF ecosystem in Asia and for Asia. As of 

December 31st 2020, Premia Partners manages 6 ETFs including Premia CSI Caixin China New Economy 

ETF which is the 4th largest China A-shares ETF in Hong Kong, and winner of the HKEx 2019 Top 

Performing ETF – Total Return Award. For more information on Premia or Premia ETFs including 

strategies covering China, Emerging ASEAN, Asia Innovative Technology, Vietnam and US Treasury, 

please visit www.premia-partners.com  

 

 

 

 

  

https://etfprod.premia-partners.com/etf/3173
https://etfprod.premia-partners.com/etf/2810
https://etfprod.premia-partners.com/etf/3181
https://etfprod.premia-partners.com/etf/2804
https://etfprod.premia-partners.com/etf/9077
http://www.premia-partners.com/


睿亚资产 Premia Partners 发布亚洲创新科技

白皮书 

该报告探讨了亚洲市场大趋势下的机会以及如何参与推动区

内以及全球创新和生产力提升的领先创新企业的投资策略 

香港 ETF 发行商、睿亚资产管理公司 Premia Partners 今天发布了最新的白皮书 "寻找成长赛道：

驱动生产力爆发的亚洲创新科技"。 

相比发达市场，亚洲 ETF 市场依然受限于传统的市值权重产品，在产品的广度和深度上还有很多

空白等待填补。与此同时各亚洲领先企业推动创新并打破生产力下降的僵局，依靠地区人口结构

的优势并通过技术创新在各领域推动可持续增长——跨越智能电动车辆和新能源、5G、人工智

能、云计算、生物科技和生命科学、数字化转型、物联网、机器人自动化、电竞等不同领域。然

而市场上相关的投资工具显得非常缺失，投资者对于这些推动着亚洲经济实现量级增长的创新企

业，很难找到高效低成本的配置工具。  

在全球低增速环境下，亚洲市场日益成为投资者寻求成长的地区，因此寻找合适的方法填补这一

空白变得尤为重要。同时随着全球经济转型，帮助投资者更好地理解并更有效地将主题型成长策

略融入并调整投资组合为更符合投资者目标也是一个必要的课题，尤其是传统资产配置组合往往

无法充分解决颠覆性创新板块的配置。这也导致近年很多长期投资者加大另类投资的配置，以弥

补不足。鉴于此，本报告希望通过以下内容为读者提供一个可以借鉴的投资策略指引以立足当

下、投资未来：  

• 亚洲市场正经历着哪些大趋势，会带来哪些巨大的成长机遇 

• 摆脱传统的 GICS 行业思维，以更全面的方式重新思考"创新技术" 

• Premia FactSet 亚洲创新科技指数 （AIT） 如何捕捉一系列创新行业中带来颠覆性创新的

成长机遇 

• 运用 AIT 为全球投资者的投资组合构建块 

"过去投资者大多只能通过另类投资，才能投资这些对亚洲带来结构性改变的创新领导者。” 

Premia Partners 管理合伙人蔡瑞怡（Rebecca Chua）表示。"现在利用 FactSet 的 Revere Business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RBICS)分类技术，我们很高兴可以提供一个低成本、高流动性和透明

的工具，让投资者可以更好的参与投资这些亚洲创新科技板块。” 

PREMIA 亚洲创新科技 ETF（3181 HK/9181 HK）2020 年全年回报率为 59.8%，是全球表现最好的

亚洲 ETF 之一。该 ETF 的总费率只是每年 0. 5%， 且无需基金表现费、印花税、预扣税或资本利

得税。欲下载该白皮书的电子版，请点击此处链接。 

 



Premia Partners 简介  

Premia Partners 于 2016 年在香港成立，创立团队怀着为投资者提供高效投资工具的热情，并深信

亚洲 ETF 行业存在巨大的创新空间。 立足亚洲，心系亚洲——因为这是我们的家。 截至 2020 年 9

月 30 日，睿亚资产旗下管理 6 只于香港交易所上市的 ETF，其中包括获得了香港交易所 2019 年

最佳表现 ETF –总回报奖的 PREMIA 中证财新中国新经济 ETF，规模为香港第四大的中国 A 股 ETF

的 Premia 中证财新中国新经济 ETF。 有关睿亚资产或本公司旗下投资中国、亚洲创新科技、新兴

东盟、越南和美国国库票据的 ETF 的更多信息，请参阅 www.premia-partners.com. 

  

http://www.premia-partners.com/
http://www.premia-partners.com/


睿亞資產 Premia Partners 發佈亞洲創新科技

白皮書 

該報告探討了推動亞洲的大趨勢以及如何參與推動區內以及

全球創新和生產力提升的領先創新企業的投資策略 

香港 ETF 發行商、睿亞資產管理公司 Premia Partners 今天發佈了最新的白皮書 「尋找成長賽道：

驅動生產力爆發的亞洲創新科技」。 

相比發達市場，亞洲 ETF 市場依然受限於傳統的市值權重產品，在產品的廣度和深度上還有很多

空白等待填補。 與此同時各亞洲領先企業推動創新並打破生產力下降的僵局，依靠地區人口結構

的優勢並通過技術創新在各領域推動可持續增長——跨越智能電動車輛和新能源、5G、人工智

慧、雲計算、生物科技和生命科學、數位化轉型企業數位化、物聯網、機器人自動化、電競等不

同領域。 然而市場上相關的投資工具顯得非常缺失，投資者對於這些推動著亞洲經濟實現量級增

長的創新企業，很難找到高效低成本的配置工具。  

在全球低增速環境下，亞洲市場日益成為投資者尋求成長的地區，因此尋找合適的方法填補這一

空白變得尤為重要。 同時隨著全球經濟轉型，幫助投資者更好地理解並更有效地將主題型成長策

略融入並調整投資組合為更符合投資者目標也是一個必要的課題，尤其是傳統資產配置組合往往

無法充分解決顛覆性創新板塊的配置。 這也導致近年很多長期投資者加大另類投資的配置，以彌

補不足。 鑒於此，本報告希望通過以下內容為讀者提供一個可以借鑒的投資策略指引以立足當

下、投資未來：  

• 亞洲市場正經歷著哪些大趨勢，會帶來哪些巨大的成長機遇 

• 擺脫傳統的 GICS 行業思維，以更全面的方式重新思考"創新科技" 

• Premia FactSet 亞洲創新科技指數 （AIT） 如何捕捉一系列創新行業中帶來顛覆性創新的成

長機遇 

• 運用 AIT 為全球投資者的投資組合構建塊 

 

"過去投資者大多只能通過另類投資，才能投資這些對亞洲帶來結構性改變的創新領導者。 

「 Premia Partners 管理合夥人蔡瑞怡（Rebecca Chua）表示。  "現在通过採用 FactSet 的 Revere 

Business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RBICS) 產業分類技術，我們很高興可以为投資者提供一個更

有效的低成本、高流動性和透明的投資工具，讓投資者可以更好的參與投資这些亞洲創新科技板

塊。" 」 

PREMIA 亞洲創新科技 ETF（3181 HK/9181 HK）2020 年全年回報率為 59.8%，是全球表現最好的亞

洲 ETF 之一。 該 ETF 的總費率只是每年 0. 5%， 且無需基金表現費、印花稅、預扣稅或資本利得

稅。 



欲下載該白皮書的電子版，請點按此處連結。 

Premia Partners 簡介  

Premia Partners 於 2016 年在香港成立，創立團隊懷著為投資者提供高效投資工具的熱情，並深信

亞洲 ETF 行業存在巨大的創新空間。 立足亞洲，心系亞洲——因為這是我們的家。 截至 2020 年 9

月 30 日，睿亞資產旗下管理 6 隻於香港交易所上市的 ETF，其中包括獲得了香港交易所 2019 年

最佳表現 ETF – 總回報獎的 PREMIA 中證財新中國新經濟 ETF，規模為香港第四大的中國 A 股 ETF

的 Premia 中證財新中國新經濟 ETF。 有關睿亞資產或本公司旗下投資中國、亞洲創新科技、新興

東盟、越南和美國國庫票據的 ETF 的更多資訊，請參閱 www.premia-partners.com.  



프리미아 파트너스, 아시아 혁신 기술 관련 

최신 보고서 발표 
 

최신 메가 트렌드 및  파괴적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 

투자자 들이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홍콩거래소 상장된 ETF 를 운용하는 홍콩계 ETF 자산운용사인 프리미아 파트너스는 “성장을 

찾아서, 아시아 혁신 기술 및 생산성 성장” (Where to find growth: Tailwinds from Asia Megatrends & 

Playbook to participate in Asia Innovations and Technology-enabled Productivity Growth) 이라는 

제목의 최신 백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등 서구 선진 시장에 비해, 아시아 투자자들에게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 및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5G, AI, 클라우드컴퓨팅, 바이오테크/생명과학,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e 스포츠 등 구조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산업 분야의 ETF 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아시아 지역의 성장기회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투자 접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기회를 잘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자산배분의 

방식은 이러한 성장기회, 즉 파괴적 혁신 트렌드의 투자기회를 담아 내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 최신 백서의 발간 목적은 다음의 것들은 살펴봄으로써, 이 백서를 읽는 

투자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아시아 지역 내에서 최근 진행되는 메가트렌드   

• 기존의 산업/섹터 구분의 사고 방식을 넘어 ‘혁신기술’ 이라는 축으로 전체 산업을 재조망 

• 프리미아 아시아 혁신 기술 ETF (홍콩거래소 상장)이 혁신 기술 및 산업 선정 방법 

• EMP (ETF 포트폴리오) 투자자 들이 프리미아 아시아 혁신 기술 ETF 를 전체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다양한 방법 및 사례 

 

 

프리미아 파트너스의 레베카 추아 대표이사는 “과거에는 대체투자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러한 투자기회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FactSet RBICS 라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섹터 

분류 체계를 통해 만들어진 지수와,  해당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낮은 비용과 유동성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명성을 갖춘 ETF 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손쉽게 이러한 투자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2020 년 1 년 동안 Factset 의 해당 지수를 추적하는 프리미아 아시아 혁신 기술 ETF (Premia Asia 

Innovative Technology ETF (3181 HK / 9181 HK)) 는 59.8% 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아시아 지역 주식형 ETF 중 하나입니다. 동 ETF  투자에 따른 연간 총 보수 

비용은 0.5% 입니다. 

 

 

백서 사본을 다운로드하려면 여기 here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아 파트너스 (홍콩계 ETF 자산운용사) 

 

프리미아 파트너스는 홍콩계 ETF 전문 독립 자산운용사입니다. 2016 년 설립 이후, 아시아의 주요 

ETF 운용사 중 하나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동사의 경영 목표는 아시아 투자자를 위해 아시아 ETF 

산업 및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020 년 말을 기준으로, 홍콩거래소 내 4 번째로 큰 중국 본토 A 주식 ETF 인 프리미아 중국본토 

신경제 ETF (Premia CSI Caixin China New Economy ETF) 를 포함하여 현재 6 개의 홍콩거래소 상장 

ETF 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ETF 는 2019 년 홍콩거래소로부터 최고 수익률 ETF 상을 공식적으로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본토, 아시아혁신기술, 베트남, 아세안 그리고 미국변동금리국채 등 더 자세한 프리미아 ETF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premia-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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