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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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1. 집합투자기구 명칭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

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23. 2.17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 2.28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15년 12월 11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

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

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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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

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

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

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

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

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

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

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로 투자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수익률은 투자원금에

서 선취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에

따라 차등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란 사항 13.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이익금 중 평가이익의 분배를 유보하고 실현이익만을 분배하는 펀

드입니다. 따라서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펀드와 과세 시점 및 과세기준가의 차이

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결산 시점과 투자금액을 환매하는 시점에 이익금

유보 여부에 따라 과세금액 및 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금 영향을 파악하

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

경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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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3.02.17)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펀드 코드: B9308)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달러표시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

상을 투자하여, 미국 달러표시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국가 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

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채권 (미국 국채, 미국 기업이 발행하는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및 아시아 국가 또는 아시아 기업이
발행하는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및 그 이외의 국가 또는 기업이 발행한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
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
별 총보수ㆍ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ㆍ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보수

투자비용 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0분의 0.3이내  0.250%  0.060% 0.84%  0.279%     58     86    116    181    372

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0.390%  0.200% 0.54%  0.419%     42     85    130    227    516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100분의 0.15이내  0.220%  0.030% 0.57%  0.249%     40     65     92    150    3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290%  0.100% 0.52%  0.319%     32     65     99    173    3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
인연금(C-P) 없음  0.350%  0.160%  0.379%     38     77    118    206    467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

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

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2/18~
23/02/17

18/02/18~
23/02/17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6-01-08    7.69    7.22    3.09    4.78    2.22

비교지수(%) 2016-01-04    9.31    8.26    3.72    4.93    2.47

수익률 변동성(%) 2016-01-04   10.40    8.34    8.10    7.24    7.68

종류 최초설정일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

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정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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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

운용
경력년수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상철 1978 책임(팀장) 10개    1,122억원 -1.23% -1.13% -3.74% -3.34% 12년 8개월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

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업무수탁사 운용전문인력]

해외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Evan Richert  (2023. 2.28 기준)

과거 운용경력 - 現 삼성자산운용 뉴욕 투자법인

펀드매니저 전웅민 (2023. 2.28 기준)

과거 운용경력 - 現 삼성자산운용 뉴욕 투자법인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투자자

유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

  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

  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1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

이며, 환헷지 전략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책임운용인력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부 환헷지전략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한 급격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통화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할

경우 오히려 투자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투자 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

당 통화가치의 하락이 펀드의 손실폭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1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탁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 없이 처

분하는 등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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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1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

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

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

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1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

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증권에 투자

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

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
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6영업일(D+5)에 관련세
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7영업일(D+6)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하 "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

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
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계좌 등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 및 내용

  - 해당사항없음

2.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02-3774-7600, 콜센터:080-377-4777)
[업무수탁사 : 삼성자산운용(뉴욕)]
[업무위탁범위 : 운용업무/운용지시업무/단순매매주문업무 등]

모집기간 2015년 12월 11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3. 2.28 존속기간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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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1

판매수수
료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선취형(A)는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

(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

자기구입니다.

1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는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

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

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

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

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판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

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

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고액투자자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기관,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전용 집합투자기구 입

니다.(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자( http://www.samsungfund.com )및 판해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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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B930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B9309

수수료선취-온라인(Ae) B931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BO9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B93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93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O9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B93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B93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B93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A9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S8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BB0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CH3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퇴직연금(Cp-f(퇴직연금)) BB0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D4524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 D859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납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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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

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 예정금액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

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15년 12월 11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

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특이사항 없음

매출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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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B930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B9309

수수료선취-온라인(Ae) B931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BO9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B93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93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O9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B93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B93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B93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A9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S8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BB0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CH3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퇴직연금(Cp-f(퇴직연금)) BB0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연금)) D4524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 D859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6. 1. 4 최초 설정

2016. 2.15 C-P, Cp(퇴직연금), Cp-f(퇴직연금) 클래스 추가

2017. 4.29 클린클래스 추가(Ag, Cg)

2017. 7. 6 C-Pe클래스 추가

2018. 3. 5 환매수수료 삭제

2018.11. 2 Cpe(퇴직연금) 클래스 추가

2019. 1.11 Cg클래스 판매보수 인하

2019. 2.28 운용역 변경(도원탁 운용역 → 장대환 운용역)

2019. 6. 3 해외위탁운용역 변경(김태화 → 전웅민, Evan Richert)

2020. 4.21 S-P(퇴직연금) 클래스 추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0. 7.22 B2C직판 클래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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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0. 8.12 운용역 변경(장대환 운용역 → 박상철 운용역),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

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

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

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

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 수탁사 및 업무 위탁 범위

해당 펀드 업무위탁사 업무수탁사 업무위탁범위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
(USD)[채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뉴욕)

운용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운용지시업무

회사명 삼성자산운용(뉴욕)

설립일 1994년 02월 17일

회사주소

152 West 57Th Street 9th Floor, New York NY 10019 U.S.A.

전화번호 : 1-212-421-6800

팩    스 : 1-212-421-4211

(2) 업무 수탁사 개요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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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상철 1978 책임(팀장) 10개    1,122억원 -1.23% -1.13% -3.74% -3.34% 12년 8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박상철

2004년 01월 ~ 2005년 12월 삼성화재 기업마케팅

2006년 01월 ~ 2007년 08월 삼성화재 재무운용파트

2007년 09월 ~ 2008년 05월 삼성화재 특별계정파트

2008년 06월 ~ 2009년 03월 삼성화재 일반계정운용파트

2009년 04월 ~ 2010년 02월 삼성화재 PF전략파트

2010년 03월 ~ 2016년 01월 삼성자산운용 FI운용2팀

2016년 02월 ~ 2020년 01월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사업지원팀

2020년 02월 ~ 現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채권운용팀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

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

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 기간

장대환 2019. 2.28 ~ 2020. 8.11

박상철 2020. 8.12 ~ 현재

주1) 2023. 2.28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업무 수탁사 운용전문인력]

16

해외 운용전문인력

과거 운용경력

- 現 삼성자산운용 뉴욕 투자법인

- 2012  Sidoti & Company

- 2009 IPO Financial

- Boston University, BA

펀드매니저 Evan Richert  (2023. 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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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운용경력

- 現 삼성자산운용 뉴욕 투자법인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 삼성생명 뉴욕 법인 애널리스트 겸 매니저

- Merrill Lynch (New York HQ)

- Citibank, N.A. (New York HQ)

- MetLife (Rockville, MD)

- University of Michigan, BA

펀드매니저 전웅민 (2023. 2.28 기준)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1) 운용전문인력 현황

17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상철 1978 책임(팀장) 10개    1,122억원 -1.23% -1.13% -3.74% -3.34% 12년 8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박상철

2004년 01월 ~ 2005년 12월 삼성화재 기업마케팅

2006년 01월 ~ 2007년 08월 삼성화재 재무운용파트

2007년 09월 ~ 2008년 05월 삼성화재 특별계정파트

2008년 06월 ~ 2009년 03월 삼성화재 일반계정운용파트

2009년 04월 ~ 2010년 02월 삼성화재 PF전략파트

2010년 03월 ~ 2016년 01월 삼성자산운용 FI운용2팀

2016년 02월 ~ 2020년 01월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사업지원팀

2020년 02월 ~ 現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채권운용팀

운용역 운용 기간

장대환 2019. 2.28 ~ 2020. 8.11

박상철 2020. 8.12 ~ 현재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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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

수료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선취형(A)는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

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

구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는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

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

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2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

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

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

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경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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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로 온라인슈퍼

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

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

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경

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

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판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

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

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

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고액투자자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

니다.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기관,퇴직연

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법에 의한 집

합투자기구 전용 집합투자기구 입니다.(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무권유저비

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

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

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2)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클래스종류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6. 1. 8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6. 1. 8 온라인(On-Line) 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미설정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

로,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6. 1. 7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6. 1. 8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미설정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

로,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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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2018. 8.21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

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

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

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

를 포함한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미설정 30억원 이상 매입한 수익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16. 1. 4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전

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2016. 2.25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

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2017. 9. 4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

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p(퇴직연금))

2016. 2.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2018.12.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

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퇴직연금(Cp-f(퇴직연금))

미설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입대상

으로 하는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

연금(S-P(퇴직연금))

2020. 5.1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

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

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 2020. 8.12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

(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

의 100분

의 0.3이

내

- 없음 0.15 0.06 0.02 0.02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

의 100분

의 0.15이

내

- 없음 0.15 0.03 0.02 0.0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납입금액

의 100분

의 0.195

이내

- 없음 0.15 0.04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없음 0.15 0.20 0.02 0.02

클래스종류
수수료 보수(연,%)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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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없음 0.15 0.10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 - 없음 0.15 0.13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 - 없음 0.15 0.03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 - 없음 0.15 0.09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없음 0.15 0.00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 - 없음 0.15 0.16 0.02 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 - 없음 0.15 0.08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p(퇴직연금))
- - 없음 0.15 0.14 0.02 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 - 없음 0.15 0.07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퇴직연금(Cp-f(퇴직연금))
- - 없음 0.15 0.01 0.02 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

연금(S-P(퇴직연금))
- - 없음 0.15 0.06 0.02 0.02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 - - 없음 0.15 0.005 0.02 0.02

주)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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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요투자대상

1) 채권 : 60% 이상

2) 집합투자증권 : 40% 이하

3)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4) 어음 : 40% 이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그

신탁재산을 주로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채권 등(이하 '달러

표시 채권'이라 함)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입니다. 따

라서 이 투자신탁은 달러표시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달러표시 채권 등은 주로 전

세계 경제상황 및 환율,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달러표시단기

채권증권모투자신

탁(USD)[채권]

주요투자전략 및 위

험관리

1) 기본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적격 등급(글로

벌신용등급 BBB 이상) 중심의 미국 국채, 미국 기업이 발행하

는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및 아시아 국가 또는 아시아 기

업이 발행하는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되,

그 이외의 국가 또는 기업이 발행한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등에도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2) 세부운용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 2년

이내를 목표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등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중평균만기(듀

레이션)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② 장단기 금리차이(Term Spread)를 이용하여, 저평가 구간

의 비중을 확대하고, 고평가 구간의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통해 비교지수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 합니다.

   ③ 금리선물, 이자율스왑 등 장내외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방어할 계획입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

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 투자전략의 변

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

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

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

니다.

   - 비교 지수: Barclays Short-term Government/Corporate

Index X 100%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 2020.11.18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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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23

가. 이 투자신탁은 주로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채권 등(이하 '달러표시 채권'이라 함)에 투자 하는 증권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채권]으로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

대상인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아울러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환헷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실시하

지 않을 계획이므로 외국통화표시자산 투자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

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삼성달러표시단기

채권증권모투자신

탁(USD)[채권]

60% 이상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채권 등

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

2)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

을 포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3)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

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

록 함

4)
단기대출, 금융기

관 예치
10% 이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

음.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

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

금 지급일정의 차이를 위한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

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

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가 내지 다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으로서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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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출, 금융기

관 예치
그 신용평가등급은 A- 이상이어야 함.

5)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

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

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

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

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

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또는 모투자

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 중 이와 유사하거나 동

일한 것으로 국내 법인 또는 외국 법인에 의해 외국 통화로 발

행된 채무증권 (취득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발행기관 또는 해당 채무증권

의 보증인이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용평가등

급이 BBB 이상이어야 함)

2)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

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

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발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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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

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

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

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

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

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

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

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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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아래의 투자제한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에 대한 내용

은 법령 및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또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

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

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2)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

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

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동일법

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

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

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

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

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금

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

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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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

는 경우

3)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27

(1)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표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미국 국채, 미국 기업이 발행하는 미국달러화

로 표시된 채권 및 아시아 국가 또는 아시아 기업이 발행하는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되, 그 이외의 국가 또는 기업이 발행한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등에도 분산 투자) '삼성

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

니다.

(2)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

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급격한 신탁재산 가

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

더라도 통화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할 경우 오히려 투자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 투자대상 외국통화표시자산의 해당 통화의 펀더멘탈, 시장상황 및 해지대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

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부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 투자전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

니다.

① 비교지수 : Barclays Short-term Government/Corporate Index(KRW) X 90% + Call X 10%

② 선정사유: Barclays Short-term Government/Corporate Index는 바클레이즈 캐피탈(Barclays

Capital, 홈페이지: www.barclays.com)이 산출, 발표하는 글로벌 국공채 및 회사채로 구성

된 지수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모투자

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

권모투자신탁(USD)[채권]

1) 기본운용전략

투자신탁명 주요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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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적격 등급(글로벌신용등급 BBB 이

상) 중심의 미국 국채, 미국 기업이 발행하는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및

아시아 국가 또는 아시아 기업이 발행하는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되, 그 이외의 국가 또는 기업이 발행한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등에도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2) 세부운용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 2년 이내를 목표로 운용

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등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② 장단기 금리차이(Term Spread)를 이용하여, 저평가 구간의 비중을 확대하고

, 고평가 구간의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통해 비교지수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 합니다.

③ 금리선물, 이자율스왑 등 장내외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금리상승

에 따른 위험을 방어할 계획입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

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 투자전

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

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

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Barclays Short-term Government/Corporate Index X 100%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

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

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

니다.

※ 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선진 북미

시장

UNITED

STATES

○ 개요

· 21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50개의 주와 1개의 District(콜롬비아)로 구성된 경제, 국방력 등 많은 분

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 인구: 3.37억 명(인구증가율: 0.69%, 평균기대수명: 80.59년)

구분 대상 국가 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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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현황

- 1인당 GDP 59,500달러로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 체제 보유

- 컴퓨터, 제약, 의료, 항공우주, 군사 장비 분야에서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위치

- 구매력평가를 통해 한산한 GDP비교 시 100년 이상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

온 미국 경제는 '14년 미국 경제 성장률의 3배 이상인 중국에 이어 2위를 기

록

- 국가 장기 과제로는 저소득 가정의 임금 정체, 노후화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 고령화 인구의 의료 및 연금 비용 급증, 에너지 부족, 상당

수준의 경상수지 및 예산 적자 등이 있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주택 가격 폭락, 투자 은행 부실 등으로 '08년 중

반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극심한 경기 침체 경험

- 1인당 실질 GDP: USD 60,200('20년 추정)

○ 거래제도

- 사용통화: US Dollar (USD)

- 거래소: NYSE, NASDAQ

- 예탁기관: Depository Trust Company (DTC)

- 결제제도: T+2(주식, 회사채 등), 국공채는 T+0 ~ T+1

- 외국인 투자제한: 통신, 항공, 광업, 에너지, 은행, 보험, 부동산, 농지,

해안운송 및 방위 산업의 경우 회사 내규에 외국(법)인의 투자 제한 조항 있

을 수 있음

이머징아시

아
CHINA

○ 개요

· 21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1970년대 후반부터 폐쇄정책 및 중앙통제체계에서 시장경제체계로 변모.

- '13년 ~ '17년까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였

으며, 연간 실질 성장률 평균 7%를 상회

- 인구 14.1억 명(인구증가율 : 0.19% / 평균기대수명 : 77.72년)

○ 시장현황

- 중국 공산당이 독재적 사회주의 체제 확립 후 주권을 보장하며 대약진 운동

(1958-1962)과 문화혁명(1958-1962) 등의 경제, 농업, 정치 및 사회 정책 개

시

- '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라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착수하

여 글로벌 아웃리치 확대

- '16년 발표된 정부의 13차 5개년 계획은 정부 투자, 수출, 중공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혁신 강화 및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

- 1인당 실질 GDP: USD 16,400('20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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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제도

- 사용통화: Chinese Yuan Renminbi (CNY)

- 거래소: Shanghai Stock Exchange (SSE), Shenzhen Stock Exchange (SZSE)

- 예탁기관: China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 Ltd

(CSDC), China Central Depository & Clearing Co., Ltd. (CCDC), Shanghai

Clearing House (SCH)

- 결제제도: T+0(China A 주식), T+1(현금), T+3(China B 주식), T+0 ~

T+3(CIBM 채권)

- 외국인 투자제한: China A주식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관 투자자는 중국증권

관리감독위원회(CSRC)를 통해 적격외국인투자자(QFI)자격 신청해야함. China

B주식에 투자하려는 비거주 투자자의 경우 성명, 세금 ID, 등록번호 및 거주

지 정보 등을 중국증권예탁결제원(CSDC)에 제공하여 투자자 코드를 발급 받아

야 함

HONG KONG

○ 개요

· 21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1841년 이래 영국 지배령이었으나 1997년 1월 1일 이후 중국 지배하의 경제

자치권 보유(향후 50년간)

- 인구: 727만 명(인구증가율: 0.17%, 평균기대수명: 83.61년)

○ 시장현황

- GDP 4배 규모 물동량을 보유한 국제 교역의 중심지로서, 홍콩 전체 무역의

절반 가량을 중국 본토가 차지

- '15년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50%를, 거래소 시가 총액의 약

66%를 중국 본토 기업이 차지

- '18년 미중 무역분쟁, '19년 시위사태 발생으로 내수 부진해지자 홍콩 정부

는 '19년에만 4차례 경기 부양책 발표

- 홍콩 정부는 홍콩을 아시아 서비스 중심 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09년 6대 미래 전략산업(문화창의, 의료, 교육, 혁신기술, 검사인증,

환경보호산업) 발표

- 1인당 실질 GDP: USD 56,200('20년 추정)

○ 거래제도

- 사용통화: Hong Kong Dollar (HKD)

- 거래소: Stock Exchange of Hong Kong(SEHK)

- 예탁기관: 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mpany (HKSCC), Hong Kong

Central Moneymarkets Unit (CMU)

- 결제제도: T+2(주식, 채권, 단기금융 등) (단, CMU 채권의 경우 T+0 ~

T+3까지 협의 가능)

- 외국인 투자제한: 홍콩증권거래소(HKEX)의 경우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에

5% 지분 제한 적용. 중요 지분 보고 관련 증권 선물 조례에 따르면, 홍콩 상

장 회사 주식, 지분 파생상품 또는 REITs 보유자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홍콩

증권거래소(HKEX)에 보유 지분 및 후속 변경 사항을 공개해야함

SINGAPORE

○ 개요

· 21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1819년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에 들어간 2년 후 독립

, 이후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변모

- 인구: 592만명(인구증가율: 0.92%, 평균기대수명: 86.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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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현황

- 대외 개방형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경제 부국으로 높은 1인당 GDP를 바탕으

로 전자, 석유제품, 화학, 의료 및 광학기기, 의약품 수출, 운동, 금융 서비

스 산업 발달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9년 0.6% 가량 경제가 수축하였으나, '10년 이후

지속 성장

-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여 '12년 ~ '17년 구조적 성장 둔화를 경험하였으나,

'17년 세계 경제 회복으로 3.6%대의 성장률 회복

- 정부는 노동력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속에서 외국인 노동 의존도를 감소

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경제 구조 개혁을 지속 중

- 첨단 제조, 제약 및 의료 기술 생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 및 동남아시

아 최고의 금융 및 기술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지속 중

- 1인당 실질 GDP: USD 93,400('20년 추정)

○ 거래제도

- 사용통화: Singapore Dollar (SGD)

- 거래소: Singapore Exchange (SGX)

- 예탁기관: Central Depository (Pte) Limited (CDP)

- 결제제도: T+2(주식, 상장채권), T+N(비상장 채권, 단기금융 등)

- 외국인 투자제한: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으나 은행, 증권 중개,

항송사, 국내 해운 및 미디어 산업의 외국인 지분 한도는 19% ~ 70% 사이이며

, 각 회사는 외국인 지분 한도 모니터링 책임 보유

주) 상기의 국가 개요는 이 투자신탁재산(모투자신탁 포함)으로 투자 가능한 주요 국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상기에 열거한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에 열거된 국가라도 투자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국가개요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일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

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국가개요의 내용이 실제 정보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작성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

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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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외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국가의 경제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

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탁

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등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

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며, 환헷지 전략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책임운용인력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부 환헷지전략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한 급격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통화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할 경우 오히려 투자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투자 증

권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통화가치의 하락이 펀드의 손실폭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

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

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실적에 따라 투자신탁의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

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

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

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

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

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

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

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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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법에 의한 과

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

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

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

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

송환불능위험

일부 나라는 펀드의 배당소득,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또는 증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

여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이러한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모자펀드간 설정통화

상이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로서, 자투자신탁은 원화(KRW)로 설정되며 모투자신탁은 미

국 달러(USD)로 설정됩니다. 이와 같이 모자펀드간에 설정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투

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편입하기 위하여 KRW-USD 환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가 자투자신탁에 원화로 투자한 시점과 자투자신탁이 KRW-USD 환전을 시행하는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기존수익자

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상황에 따라 자투자신탁의 환전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모투자신탁의 편

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투자신탁내 모투자신탁 편입비율에 직접

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

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

는 투자설명서“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

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

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

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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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표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미국 국채, 미국 기업이 발행하는 미국달러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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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채권 및 아시아 국가 또는 아시아 기업이 발행하는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등에 주로 투자

하되, 그 이외의 국가 또는 기업이 발행한 미국달러화로 표시된 채권 등에도 분산 투자) '삼성달러표

시단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

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

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1등급 : 매우높은위험

2등급 : 높은위험

3등급 : 다소높은위험

4등급 : 보통위험

5등급 : 낮은위험

6등급 : 매우낮은위험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

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동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7.53%  입니다.

주3)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

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

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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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On-Line) 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

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

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

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

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

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

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30억원 이상 매입한 수익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

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

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

(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

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

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퇴직연금(Cp-

f(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

직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

용.

2)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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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1 D+2 D+3

자금납입일

(오후 5시  이전)

기준가

적용일

자금납입일

(오후 5시  경과후

)

기준가

적용일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36

1)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D D+1 D+2 D+3 D+4 D+5 D+6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오후 5시  경과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

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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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매수수료 비고(지급시기)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없음 환매시

수수료선취-온라인(Ae) 없음 환매시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p(퇴직연금))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퇴

직연금(Cp-f(퇴직연금))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

연금(S-P(퇴직연금))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 없음 환매시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

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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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

정한 날의 제4영업일 전일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5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

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청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

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

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

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

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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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

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

니다.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

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

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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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대상자산 평가방법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

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표되는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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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및 기타 위원장이 지명

하는 자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

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

명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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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0분의

0.3이내

- 없음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징구 온라인

용

납입금액의

100분의

0.15이내

- 없음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투자자문을 받거

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고객 전용으

로 선취판매수수

료가 징구되는 수

익증권

납입금액의

100분의

0.195 이내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없음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투자자문을 받거

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고객 전용

수익증권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집합투자기구 등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30억 이상 가입자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   계좌전용

등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연금저축 전용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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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연금저축 온라인

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p(퇴직연금))
퇴직연금 전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퇴직연금 온라인

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퇴직연금(Cp-f(퇴직연금))

퇴직연금 전용 집

합투자기구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

연금(S-P(퇴직연금))

온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

입한 투자자 전용

(퇴직연금 전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 직판 전용 - - 없음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

1)

선취 판매 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2)종류별 가입자격

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이 투자신탁의 관련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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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15 0.06 0.02 0.02 0.25 0.0286 0.2786 0.84 0.2786 0.0023

수수료선취-온라인(Ae) 0.15 0.03 0.02 0.02 0.22 0.0285 0.2485 0.57 0.2485 0.0023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0.15 0.04 0.02 0.02 0.23 실비 0.23 - 0.23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15 0.20 0.02 0.02 0.39 0.0291 0.4191 0.54 0.4191 0.002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15 0.10 0.02 0.02 0.29 0.0293 0.3193 0.52 0.3193 0.00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0.15 0.13 0.02 0.02 0.32 실비 0.32 - 0.32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15 0.03 0.02 0.02 0.22 0.0288 0.2488 - 0.2488 0.00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15 0.09 0.02 0.02 0.28 실비 0.28 - 0.28 실비

클래스종류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총 보수

·비용(피

투자 집합

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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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15 0.00 0.02 0.02 0.19 0.0283 0.2183 - 0.2183 0.00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15 0.16 0.02 0.02 0.35 0.0291 0.3791 - 0.3791 0.00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15 0.08 0.02 0.02 0.27 0.0322 0.3022 - 0.3022 0.00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퇴직연금))
0.15 0.14 0.02 0.02 0.33 0.0289 0.3589 - 0.3589 0.00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

직연금))
0.15 0.07 0.02 0.02 0.26 0.0291 0.2891 - 0.2891 0.00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퇴직연금

(Cp-f(퇴직연금))
0.15 0.01 0.02 0.02 0.20 실비 0.20 - 0.20 실비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

P(퇴직연금))
0.15 0.06 0.02 0.02 0.25 0.0277 0.2777 - 0.2777 0.0023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 0.15 0.005 0.02 0.02 0.195 0.0255 0.2205 - 0.2205 0.0023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

)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

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

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국내자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

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

-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비율 추정치로 작성되었으

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

우 수치화된 비율 및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증권거래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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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

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

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기간 중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 비용

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금융비용 -

주6)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

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7,773     86,292    116,237    180,693    372,24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7,773     86,292    116,237    180,693    372,240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9,814     65,294     92,049    149,638    320,77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9,814     65,294     92,049    149,638    320,77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2,455     66,027     90,778    144,054    302,37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2,455     66,027     90,778    144,054    302,3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1,910     84,947    130,136    227,404    516,45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1,910     84,947    130,136    227,404    516,4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1,929     64,716     99,142    173,245    393,45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1,929     64,716     99,142    173,245    3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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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2,000     64,860     99,363    173,632    394,33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2,000     64,860     99,363    173,632    394,3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4,877     50,422     77,245    134,981    306,5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877     50,422     77,245    134,981    306,5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8,000     56,753     86,943    151,928    345,04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8,000     56,753     86,943    151,928    345,0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834     44,255     67,796    118,470    269,05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834     44,255     67,796    118,470    269,0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7,909     76,837    117,712    205,694    467,1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7,909     76,837    117,712    205,694    467,1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0,218     61,247     93,829    163,960    372,37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218     61,247     93,829    163,960    372,3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p(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5,889     72,742    111,438    194,732    442,25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5,889     72,742    111,438    194,732    442,2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8,910     58,598     89,769    156,866    35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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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8,910     58,598     89,769    156,866    356,2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퇴직연금(Cp-f(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0,000     40,538     62,102    108,520    246,45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000     40,538     62,102    108,520    246,45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

연금(S-P(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7,770     56,286     86,229    150,679    342,20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770     56,286     86,229    150,679    342,208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2,049     44,692     68,466    119,640    271,71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049     44,692     68,466    119,640    271,714

주)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

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2개월

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

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零"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

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

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

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

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res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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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

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

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

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

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

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

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

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

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간 1,800만원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

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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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

공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처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단, 연금저축계좌 새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

었습니다.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연금소득

분리과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

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

득

단,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

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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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연

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

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

    단, 퇴직연금계좌 새엑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

    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

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

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

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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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

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아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가. 요약재무정보

50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

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시로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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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 0.00 32.05

*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

회전율을 의미합니다.

주2)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7기

(2022. 1. 4~2023. 1. 3)

6기

(2021. 1. 4~2022. 1. 3)

5기

(2020. 1. 4~2021. 1. 3)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는 수수료 수익 등 포함
0 0 0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는 수수료 수익 등 포함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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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2022. 1. 4~2023. 1. 3)

전기

(2021. 1. 4~2022. 1. 3)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주식 0 0 0.00 0 0 0.0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등)
0 0 0.00 0 0 0.00

부동산 0 0 0.00 0 0 0.00

장내파생상품 0 0 0.00 0 0 0.00

장외파생상품 0 0 0.00 0 0 0.00

기타 0 0 0.00 0 0 0.00

합계 0 0 0.00 0 0 0.00

*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

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2.1.4

~2023.1.3
5 5 3 3 4 4 3 3

2021.1.4

~2022.1.3
10 10 15 15 20 20 4 4

2020.1.4

~2021.1.3
5 5 9 9 4 4 10 10

2019.1.4

~2020.1.3
2 2 6 6 3 3 5 5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2.1.4

~2023.1.3
24 24 36 36 37 37 23 23

2021.1.4

~2022.1.3
8 8 32 32 17 17 23 23

2020.1.4

~2021.1.3
7 7 13 13 12 12 8 8

2019.1.4

~2020.1.3
4 4 19 19 16 16 7 7

(단위 : 억좌, 억원)

클래스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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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2.1.4

~2023.1.3
6 6 3 3 6 6 3 3

2021.1.4

~2022.1.3
3 3 11 11 9 9 6 6

2020.1.4

~2021.1.3
4 4 2 2 3 3 3 3

2019.1.4

~2020.1.3
6 6 10 10 12 12 4 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2.1.4

~2023.1.3
50 50 87 87 83 83 55 55

2021.1.4

~2022.1.3
19 19 61 61 31 31 49 49

2020.1.4

~2021.1.3
10 10 33 33 24 24 18 18

2019.1.4

~2020.1.3
3 3 17 17 10 10 10 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22.1.4

~2023.1.3
22 22 37 37 38 38 22 22

2021.1.4

~2022.1.3
15 15 5 5 0 0 21 21

2020.1.4

~2021.1.3
17 17 46 46 47 47 15 15

2019.1.4

~2020.1.3
62 62 5 5 50 50 17 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22.1.4

~2023.1.3
4 4 2 2 2 2 3 3

2021.1.4

~2022.1.3
6 6 7 7 9 9 4 4

2020.1.4

~2021.1.3
1 1 13 13 8 8 6 6

2019.1.4

~2020.1.3
2 2 1 1 2 2 1 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2022.1.4

~2023.1.3
13 13 6 6 7 7 11 11

2021.1.4

~2022.1.3
15 15 6 6 8 8 12 12

2020.1.4

~2021.1.3
13 13 11 11 9 9 15 15

2019.1.4

~2020.1.3
11 11 13 13 12 12 13 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

Pe)

2022.1.4

~2023.1.3
43 43 177 177 112 112 109 109

2021.1.4

~2022.1.3
27 27 47 47 33 33 41 41

2020.1.4

~2021.1.3
26 26 49 49 48 48 27 27

2019.1.4

~2020.1.3
12 12 37 37 23 23 26 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퇴직연금))

2022.1.4

~2023.1.3
40 40 25 25 30 30 35 35

2021.1.4

~2022.1.3
66 66 21 21 50 50 3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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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퇴직연금))

2020.1.4

~2021.1.3
73 73 51 51 58 58 66 66

2019.1.4

~2020.1.3
43 43 60 60 29 29 73 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2022.1.4

~2023.1.3
159 159 692 692 484 484 367 367

2021.1.4

~2022.1.3
71 71 173 173 92 92 152 152

2020.1.4

~2021.1.3
53 53 139 139 121 121 71 71

2019.1.4

~2020.1.3
0 0 99 99 46 46 53 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

금(S-P(퇴직연금))

2022.1.4

~2023.1.3
1 1 6 6 4 4 3 3

2021.1.4

~2022.1.3
0 0 2 2 1 1 1 1

2020.5.13

~2021.1.3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

2022.1.4

~2023.1.3
0 0 0 0 0 0 0 0

2021.1.4

~2022.1.3
0 0 0 0 0 0 0 0

2020.8.12

~2021.1.3
0 0 0 0 0 0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
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
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1)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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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2.18

~23.02.17)

(18.02.18

~23.02.17)

(16.01.04

~23.02.17)

투자신탁 7.96 % 7.49 % 3.35 % 5.08 % 1.59 %

비교지수 9.31 % 8.26 % 3.72 % 4.93 % 2.47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8.10 % 7.24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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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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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2.18

~23.02.17)

(18.02.18

~23.02.17)

(16.01.08

~23.02.17)

투자신탁 7.69 % 7.22 % 3.09 % 4.78 % 2.22 %

비교지수 9.31 % 8.26 % 3.72 % 4.93 % 2.33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8.10 % 7.24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56

(3)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Ae(수수료선취-온라인)

56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2.18

~23.02.17)

(18.02.18

~23.02.17)

(16.01.08

~23.02.17)

투자신탁 7.72 % 7.25 % 3.12 % 4.85 % 2.28 %

비교지수 9.31 % 8.26 % 3.72 % 4.93 % 2.33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8.10 % 7.24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57

(4)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Ag(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57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57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2.18

~23.02.17)

(18.02.18

~23.02.17)

(16.01.07

~23.02.17)

투자신탁 7.54 % 7.07 % 2.95 % 4.67 % 2.14 %

비교지수 9.31 % 8.26 % 3.72 % 4.93 % 2.36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8.10 % 7.24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58

(6)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58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2.18

~23.02.17)

(18.02.18

~23.02.17)

(16.01.08

~23.02.17)

투자신탁 7.65 % 7.18 % 3.05 % 4.78 % 2.20 %

비교지수 9.31 % 8.26 % 3.72 % 4.93 % 2.33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8.10 % 7.24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59

(7)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g(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59

- 해당사항 없음

(8)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59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2.18

~23.02.17)

(18.08.21

~23.02.17)

투자신탁 7.72 % 7.25 % 3.12 % 4.37 %

비교지수 9.31 % 8.26 % 3.72 % 4.40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8.10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60

(9)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60

- 해당사항 없음

(10)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60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2.18

~23.02.17)

(18.02.18

~23.02.17)

(16.01.04

~23.02.17)

투자신탁 7.76 % 7.28 % 3.15 % 4.88 % 1.40 %

비교지수 9.31 % 8.26 % 3.72 % 4.93 % 2.47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8.10 % 7.24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61

(11)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61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2.18

~23.02.17)

(18.02.18

~23.02.17)

(16.02.25

~23.02.17)

투자신탁 7.59 % 7.11 % 2.99 % 4.72 % 1.76 %

비교지수 9.31 % 8.26 % 3.72 % 4.93 % 1.98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8.10 % 7.24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62

(12)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62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2.18

~23.02.17)

(18.02.18

~23.02.17)

(17.09.04

~23.02.17)

투자신탁 7.67 % 7.20 % 3.07 % 4.80 % 3.69 %

비교지수 9.31 % 8.26 % 3.72 % 4.93 % 3.89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8.10 % 7.24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63

(13)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p(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63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2.18

~23.02.17)

(18.02.18

~23.02.17)

(16.02.18

~23.02.17)

투자신탁 7.61 % 7.13 % 3.01 % 4.74 % 1.86 %

비교지수 9.31 % 8.26 % 3.72 % 4.93 % 2.06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8.10 % 7.24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64

(14)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pe(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64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2.18

~23.02.17)

(18.12.27

~23.02.17)

투자신탁 7.68 % 7.21 % 3.08 % 4.43 %

비교지수 9.31 % 8.26 % 3.72 % 4.53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8.10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65

(15)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p-f(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퇴직연금)

65

- 해당사항 없음

(16)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S-P(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65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5.13

~23.02.17)

투자신탁 7.69 % 7.22 % 2.22 %

비교지수 9.31 % 8.26 % 2.62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66

(17)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직판(수수료미징구-직판)

66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2.02.18

~23.02.17)

(21.02.18

~23.02.17)

(20.08.12

~23.02.17)

투자신탁 7.76 % 7.28 % 3.18 %

비교지수 9.31 % 8.26 % 4.00 %

수익률변동성 10.40 % 8.34 % 7.68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67

나. 연도별 수익률

(1)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67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20.02.18

~21.02.17)

(19.02.18

~20.02.17)

(18.02.18

~19.02.17)

투자신탁 7.96 % 7.02 % -4.43 % 8.41 % 7.07 %

비교지수 9.31 % 7.21 % -4.77 % 6.96 % 6.59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8

(2)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68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20.02.18

~21.02.17)

(19.02.18

~20.02.17)

(18.02.18

~19.02.17)

투자신탁 7.69 % 6.75 % -4.67 % 8.14 % 6.59 %

비교지수 9.31 % 7.21 % -4.77 % 6.96 % 6.59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Ae(수수료선취-온라인)

69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20.02.18

~21.02.17)

(19.02.18

~20.02.17)

(18.02.18

~19.02.17)

투자신탁 7.72 % 6.78 % -4.64 % 8.17 % 6.85 %

비교지수 9.31 % 7.21 % -4.77 % 6.96 % 6.59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Ag(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69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69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20.02.18

~21.02.17)

(19.02.18

~20.02.17)

(18.02.18

~19.02.17)

투자신탁 7.54 % 6.60 % -4.80 % 7.99 % 6.64 %

비교지수 9.31 % 7.21 % -4.77 % 6.96 % 6.59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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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70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20.02.18

~21.02.17)

(19.02.18

~20.02.17)

(18.02.18

~19.02.17)

투자신탁 7.65 % 6.71 % -4.71 % 8.10 % 6.78 %

비교지수 9.31 % 7.21 % -4.77 % 6.96 % 6.59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g(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71

- 해당사항 없음

(8)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71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20.02.18

~21.02.17)

(19.02.18

~20.02.17)

투자신탁 7.72 % 6.78 % -4.64 % 8.17 %

비교지수 9.31 % 7.21 % -4.77 % 6.96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9)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71

- 해당사항 없음

(10)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71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20.02.18

~21.02.17)

(19.02.18

~20.02.17)

(18.02.18

~19.02.17)

투자신탁 7.76 % 6.81 % -4.61 % 8.20 % 6.85 %

비교지수 9.31 % 7.21 % -4.77 % 6.96 % 6.59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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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72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20.02.18

~21.02.17)

(19.02.18

~20.02.17)

(18.02.18

~19.02.17)

투자신탁 7.59 % 6.64 % -4.77 % 8.03 % 6.71 %

비교지수 9.31 % 7.21 % -4.77 % 6.96 % 6.59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2)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73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20.02.18

~21.02.17)

(19.02.18

~20.02.17)

(18.02.18

~19.02.17)

투자신탁 7.67 % 6.73 % -4.69 % 8.12 % 6.80 %

비교지수 9.31 % 7.21 % -4.77 % 6.96 % 6.59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3)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p(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73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20.02.18

~21.02.17)

(19.02.18

~20.02.17)

(18.02.18

~19.02.17)

투자신탁 7.61 % 6.66 % -4.75 % 8.05 % 6.72 %

비교지수 9.31 % 7.21 % -4.77 % 6.96 % 6.59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4

(14)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pe(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74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20.02.18

~21.02.17)

(19.02.18

~20.02.17)

투자신탁 7.68 % 6.74 % -4.68 % 8.13 %

비교지수 9.31 % 7.21 % -4.77 % 6.96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5)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Cp-f(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퇴직연금)

75

- 해당사항 없음

(16)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S-P(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75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투자신탁 7.69 % 6.75 %

비교지수 9.31 % 7.21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7)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_직판(수수료미징구-직판)

75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2.02.18

~23.02.17)

(21.02.18

~22.02.17)

투자신탁 7.76 % 6.81 %

비교지수 9.31 % 7.21 %

- 비교지수 : Barclays Short Term Government/Corporate Market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KRW)*90%+콜금리*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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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KRW 0 0 0 0 0 0 0 0 0 0 30 0 30

USD 0 0 0 642 0 0 0 0 0 0 0 0 642

합계 0 0 0 642 0 0 0 0 0 0 30 0 671

(2022.12.31 기준, 억원)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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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77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 연혁

1998.09.15   설립등기

1999.12.29   구.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흡수합병

2000.03.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2000.03.30   회사상호 변경(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주)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2001.11.05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2002.10.14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 KODEX200 상장

2007.11.01   해외법인 Samsung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Ltd. 설립

2010.02.22   국내 최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KODEX레버리지 상장

2010.04.01   회사상호변경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삼성자산운용(주))

2011.08.26   사옥 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중구 태평로)

2011.12.16   한국형 헤지펀드 삼성H클럽 Equity Hedge 1호 출시

2014.07.21   최대주주 변경 : 삼성증권 -> 삼성생명

2015.02.01   삼성생명 뉴욕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New York)

2015.03.31   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선정

2015.11.30   삼성생명 런던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London)

2015.12.01   관리자산 200兆 달성

회사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연락처 : 02-3774-7600, http://www.samsungfu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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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2016.04.21   한국형 Target Dat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2016.04.29   홍콩 증시 최초 원유선물 ETF 상장

2016.08.11   중국 북경 자문사 설립(Samsung Asset Management (Beijing) Limited)

2016.08.29   사옥 이전 (서울시 중구 ->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2017.01.02   물적분할을 통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 삼성헤지자산운용(주) 설립

2017.05.30   한국형 Retirement Incom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2017.07.31   업계 최초 FA, FB 전용 판매지원플랫폼 오픈

2017.09.08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2019.03.27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재선정

2019.12.02   B2C 직판 시스템 'r2' 서비스 오픈

2021.12.14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

자본금 934.3억

주요주주현황 삼성생명보험(주)( 100% )

사업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집

합투자업(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부동산임대업무, 신탁업, 부동산개발업무, 투자중개·매매업(집합투자증권

의 중개·매매에 한함),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자료의 출판 및 판매

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재산권, 상표권 等 권리 행사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전산용역 제공 또는 소프트웨어 대

여ㆍ판매 업무, 자본시장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인사, 재무,

마케팅, 위험관리, 내부통제, 일반사무관리 등의 용역 제공, 기타 위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위 사업 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

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 산정 기준일은 2022.1.1일 입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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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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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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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용자산규모

(2023. 2.17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상품
재간접

수탁고 199,381 10,228 131,117 156,336 490,483 179,305 73,135 1,365 9,557 1,250,90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

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업무 수탁사 및 업무 위탁 범위]

해당 펀드 업무위탁사 업무수탁사 업무위탁범위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
(USD)[채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뉴욕)

운용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운용지시업무

회사명 삼성자산운용(뉴욕)

설립일 1994년 02월 17일

회사주소 152 West 57Th Street 9th Floor, New York NY 10019 U.S.A.

전화번호 : 1-212-421-6800

팩    스 : 1-212-421-4211

[업무수탁사 개요]

(2)업무수탁사가 취득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업무위탁사)의 부담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업무수탁

사 보수의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업무위탁사) 및 업무수탁사가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3)업무위탁계약기간은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업무수탁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업무위탁사)는 업무수탁사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

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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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전화번호 : 2073-7114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2) 주요 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6)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

무를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

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

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법제247조제5항에서

열거하는 사항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

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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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16, 22층

전화번호 : 02)2180-04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2) 주요 업무

(1)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투자신탁의 설정ㆍ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6)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나이스피앤아이(주)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삼환빌딩)

4층

TEL: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

험협회빌딩) 4층

TEL:02-3215-14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4층

TEL: 02-721-53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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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

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

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

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

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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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

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

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

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

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

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

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

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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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

사항은 없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

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

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신탁업자보수율과 손

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

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

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 제외)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

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집합투자업자보

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

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

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

   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

   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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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

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

내역서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

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

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

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

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

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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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

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

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

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

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

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업

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투자

신탁의 등록 취소/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사모펀드에 한함)법 제 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

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

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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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

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

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

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

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

여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

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

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

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1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

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

시하는 경우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

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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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

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

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

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

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

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

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

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

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

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

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

   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93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

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 : 의결권의 구

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

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

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

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

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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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의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

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

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

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

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해당사항 없음

나. 투자목적의 투자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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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

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

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

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

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

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

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

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

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

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

하기도 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

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

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

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

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

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

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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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

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

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

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

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

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

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

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

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

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

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

게 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 통화로 증권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

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

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

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

하기도 합니다.

듀레이션
채권의 쿠폰(이자)의 가중 평균 잔존만기로 이자율 변동에 대한 채권가격의 민감

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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